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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Lake Formation 개발자 안내서
Lake Formation 특징

AWS Lake Formation란 무엇인가요?
AWS Lake Formation개발자 안내서입니다.

AWS Lake Formation는 데이터 레이크를 쉽게 구축, 보호 및 관리할 수 있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Lake Formation Formation은 일반적으로 데이터 레이크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많은 복잡한 수동 단계를 단
순화하고 자동화합니다. 이러한 단계에는 데이터를 수집, 정리, 이동 및 분류하고 해당 데이터를 분석 및 기
계 학습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Lake Formation Formation은 IAM 권한 모델을 강화하는 자체 권한 모델을 제공합니다. 중앙에서 정의된 이 
권한 모델을 사용하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RDMS) 과 마찬가지로 간단한 권한 부여 또는 취소 
메커니즘을 통해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된 데이터에 세밀하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Lake Formation 권한은 
Amazon Athena, Amazon, Amazon Redshift Redshift를 비롯한AWS 분석 및 기계 학습 서비스 전반에서 열, 
행 및 셀 수준에서 세분화된 제어를 사용하여 적용됩니다.QuickSight

주제
• Lake Formation 특징 (p. 1)
• AWS Lake Formation: 작동 방식 (p. 3)
• Lake Formation (p. 7)
• Lake Formation 용어 (p. 8)
• AWSLake Formation Formation과의 서비스 통합 (p. 9)
• Lake Formation 리소스입니다. (p. 10)
• Lake Formation Formation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p. 11)

Lake Formation 특징
Lake Formation Formation은 데이터 사일로를 분해하고 다양한 유형의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를 중앙의 저
장소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먼저 Amazon S3 또는 관계형 및 NoSQL 데이터베이스의 기존 데이터 스토어를 
식별하고 데이터를 데이터 레이크로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크롤링하고 카탈로그화하
고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사용자가 선택한 분석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에 대한 안전한 셀프서비스 액세스를 
제공하세요.

주제
• 데이터 수집 및 관리 (p. 1)
• 보안 관리 (p. 2)
• 데이터 공유  (p. 2)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이미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가져오기AWS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위치를 지정하고 액세스 자격 증명을 제공하면 Lake Formation Formation은 데이터와 
해당 메타데이터 (스키마) 를 읽어 데이터 소스의 내용을 이해합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를 새 데이터 레이크
로 가져와서 중앙 카탈로그에 메타데이터를 기록합니다. Lake Formation 사용하면 Amazon RDS에서 실행
되거나 Amazon EC2에서 호스팅되는 MySQL, PostgreSQL, SQL Server, MariaDB 및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량 및 증분 데이터 로드가 모두 지원됩니다.

다른 외부 소스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Lake Formation Formation을 사용하여 Java 데이터베이스 연결 (JDBC) 에 연결하여 온프레미스 데이터베
이스에서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상 소스를 식별하고 콘솔에서 액세스 자격 증명을 제공하면 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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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관리

Formation Formation이 데이터를 읽고 데이터 레이크에 로드합니다. 위에 나열된 데이터베이스 이외의 데이
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ETL 작업을 만들 수AWS Glue 있습니다.

데이터 카탈로그 작성 및 레이블 지정

AWS Glue크롤러를 사용하면 Amazon S3에서 데이터를 읽고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 스키마를 추출하고 
해당 데이터를 검색 가능한 에 저장할 수AWS Glue Data Catalog 있습니다. 그런 다음 Lake Formation 태
그 기반 액세스 제어 (TBAC) 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및 열에 대한 권한을 관리합니다. 데이터 카
탈로그에 테이블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세요Data Catalog 테이블 및 Data 
Catalog 테이블 (p. 114).

보안 관리
액세스 제어 정의 및 관리

Lake Formation Formation은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관리할 수 있는 단일 장소를 제
공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열, 행 및 셀 수준에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보안 정책을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외부 ID 공급자를 통해 페더레이션할 때 IAM 사용자 및 역할, 사용자 및 그룹
에 적용됩니다. 세분화된 제어를 사용하여 Amazon Redshift Spectrum, Athena,AWS Glue ETL 및 Apache 
Spark용 Amazon EMR에서 Lake Formation 보호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IAM ID를 만들 때마다 
IAM 모범 사례를 따라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IAM의 보안 모범 사례를 참조하세요.

감사 로깅 구현

Lake Formation Formation은CloudTrail 액세스를 모니터링하고 중앙에서 정의된 정책을 준수하는지 확인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감사 로그를 제공합니다. Lake Formation을 통해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를 읽는 분석 
및 머신 러닝 서비스 전반에서 데이터 액세스 기록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사용자 또는 역할
이 어떤 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떤 데이터에 액세스하려고 시도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CloudTrailAPI 및 
콘솔을 사용하여 다른 로그에 액세스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감사CloudTrail 로그에 액세스할 수 있습
니다. CloudTrail로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로깅AWSLake Formation API 호출 사용AWS 
CloudTrail (p. 282).

행 및 셀 수준 보안

Lake Formation Formation은 열과 행의 조합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는 데이터 필터를 제공합니다. 행 
및 셀 수준 보안을 사용하여 개인 식별 정보 (PII) 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세요. 행 수준 보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세요데이터 필터링 (p. 234).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를 사용하여 LF-태그라는 사용자 지정 레이블을 생성하여 수백 또는 
수천 개의 데이터 권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LF-태그를 정의하여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또는 열에 연
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분석, 머신 러닝 (ML) 및 ETL (ETL) 서비스에서 제어된 액세스를 공유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LF-태그를 사용하면 수천 개의 리소스에 대한 정책 정의를 몇 개의 논리적 태그로 대체하여 
데이터 거버넌스를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Lake Formation Formation은 이 메타데이터에 대한 텍스트 기
반 검색을 제공하므로 사용자는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교차 계정 액세스

Lake Formation 권한 관리 기능은 데이터 카탈로그 및 Amazon S3 위치에 대한 세밀한 액세스 제어를 제공
하는 중앙 집중식 접근 방식을 통해 여러AWS 계정에 분산된 데이터 레이크의 보안 및 관리를 단순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Lake Formation 포메이션의 교차 계정 데이터 공유 (p. 201)을 참조하세요.

데이터 공유
데이터 공유 기능을 사용하면 데이터나 메타데이터를 Amazon S3로 마이그레이션하지 않고도 Amazon 
Redshift Redshift와 같은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 저장된 데이터 세트에 대한 권한을 설정할 수AWS Glue 
Data Catalog 있습니다. 다음 방법을 사용하여 Lake Formation Formation에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ake Formation Formation의 데이터 공유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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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방식

• Lake Formation Formation과 Amazon Redshift 데이터 공유 — Lake Formation Formation과 함께 Lake 
Formation을 사용하면 Amazon Redshift 데이터 공유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열 및 행 수준 액세스 권한
을 중앙에서 관리하고 데이터 공유 내의 객체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Lake FormationAWS Data Exchange 통합 — Lake Formation 를 통해 데이터에 대한 라이선스 액세스를 
지원합니다AWS Data Exchange. Lake Formation 데이터에 라이선스를 부여하려면 AWS Data Exchange
사용 설명서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AWS Data Exchange

AWS Lake Formation: 작동 방식
AWS Lake FormationAmazon S3 기본 데이터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및 열과 같은 Data Catalog 리
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부여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RDBMS) 권한 모델을 
제공합니다. 관리하기 쉬운 Lake Formation 권한은 복잡한 Amazon S3 버킷 정책과 해당 IAM 정책을 대체합
니다.

Lake Formation 포메이션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수준으로 권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과 같은 Data Catalog 리소스에 메타데이터 수준 권한 적용
• 통합 엔진을 대신하여 Amazon S3에 저장된 기본 데이터에 대한 스토리지 액세스 권한 관리

Lake Formation 권한 관리 워크플로
Lake Formation Formation은 Lake Formation에 등록된 Amazon S3 데이터 스토어를 쿼리할 수 있도록 Lake 
Formation Formation에 등록된 Amazon S3 데이터 스토어를 쿼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에서는 
Lake Formation Formation에 대한 권한 관리 방식을 보여 줍니다.

Lake Formation 권한 관리 상위 단계

Lake Formation이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제공하기 전에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또는 
관리자 (p. 17)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Lake Formation 권한을 사용하여 Data Catalog 테이블에 대한 액세
스를 허용하거나 거부하는 개별 Data Catalog 테이블 사용자 정책을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또는 관리자가 위임한 사용자가 사용자에게 데이터 카탈로그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에 대한 Lake Formation 권한을 부여하고 테이블의 Amazon S3 위치를 Lake Formation Formation
에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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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타데이터 가져오기 — 보안 주체 (사용자) 가 Amazon AthenaAWS Glue, Amazon EMR 또는 Amazon 
Redshift Spectrum과 같은 통합 분석 엔진에 (p. 274) 쿼리 또는 ETL 스크립트를 제출합니다. 통합 분석 
엔진은 요청 중인 테이블을 식별하고 메타데이터 요청을 Data Catalog에 보냅니다.

2. 권한 확인 — 데이터 카탈로그는 Lake Formation Formation으로 사용자의 권한을 확인하고, 사용자가 테
이블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볼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엔진에 반환합니다.

3. 자격 증명 가져오기 — 데이터 카탈로그를 통해 엔진은 테이블이 Lake Formation Formation에서 관리되
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본 데이터가 Lake Formation Formation에 등록된 경우 분석 엔진은 Lake 
Formation Formation에 임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여 데이터 액세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합니다.

4. 데이터 가져오기 — 사용자에게 테이블 액세스 권한이 있는 경우 Lake Formation Formation은 통합 분석 
엔진에 대한 임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분석 엔진은 임시 액세스를 사용하여 Amazon S3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열, 행 또는 셀 필터링과 같은 필요한 필터링을 수행합니다. 엔진이 작업 실행을 마치면 사용자
에게 결과를 반환합니다. 이 프로세스를 자격 증명 벤딩이라고 합니다 (p. 267).

Lake Formation Formation에서 테이블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 분석 엔진에서 Amazon S3로 직접 두 번째 
호출이 이루어집니다. 관련 Amazon S3 버킷 정책 및 IAM 사용자 정책은 데이터 액세스를 평가합니다.

IAM 정책을 사용할 때마다 IAM 모범 사례를 따라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IAM 보안 
모범 사례를 참조하세요.

주제
• 메타데이터 권한 (p. 4)
• 스토리지 액세스 관리 (p. 6)
• Lake Formation 포메이션의 교차 계정 데이터 공유 (p. 7)

메타데이터 권한
Lake Formation Formation은 Data Catalog에 대한 권한 부여 및 액세스 제어를 제공합니다. IAM 역할이 시
스템에서 Data Catalog API를 호출하면 Data Catalog는 사용자의 데이터 권한을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액세
스 권한이 있는 메타데이터만 반환합니다. 예를 들어, IAM 역할이 데이터베이스 내의 한 테이블에만 액세스
할 수 있고 해당 역할을 맡은 서비스 또는 사용자가GetTables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응답에는 데이터베이
스의 테이블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테이블만 포함됩니다.

기본 설정 -IAMAllowedPrincipal 그룹 권한

AWS Lake Formation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에 대한 사용 권한을 라는 가상 그룹으
로 설정합니다IAMAllowedPrincipal. 이 그룹은 독특하며 Lake Formation 내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IAMAllowedPrincipal그룹에는 IAM 보안 주체 정책 및AWS Glue 리소스 정책을 통해 Data Catalog 리소
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IAM 주도자가 포함됩니다.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에 이 권한이 있는 경우 모
든 주도자에게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부여됩니다.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에 대해 보다 세분화된 권한을 제공하려는 경우IAMAllowedPrincipal 권한을 
제거하면 Lake Formation Formation은 해당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과 관련된 다른 모든 정책을 적용합니
다. 예를 들어 사용자 A가DESCRIBE 사용 권한으로 데이터베이스 A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이 
있고 해당 사용자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 경우 사용자 A는IAMAllowedPrincipal 권한이 취소될 때까지 다
른 모든 작업을 계속 수행합니다.IAMAllowedPrincipal

또한 기본적으로IAMAllowedPrincipal 그룹은 새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을 만들 때 모든 새 데이터베이
스 및 테이블에 대한 권한을 가집니다. 이 동작을 제어하는 두 가지 구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 만든 데
이터베이스에 대해 이를 가능하게 하는 계정 및 지역 수준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수준입니다. 기본 설
정을 수정하려면 단원을 참조하십시오기본 권한 모델 변경 (p. 20).

권한 부여
Data Lake 관리자는 보안 주체에게 Data Catalog 권한을 부여하여 보안 주체가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을 생
성 및 관리하고 기본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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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 수준 권한

Lake Formation 내에서 권한을 부여할 때 권한 부여자는 권한을 부여할 보안 주체, 권한을 부여할 리소스 및 
수혜자가 수행할 수 있는 액세스 권한을 가져야 하는 작업을 지정해야 합니다. Lake Formation 내의 대부분
의 리소스의 경우 권한을 부여하는 주요 목록과 리소스는 비슷하지만 리소스 유형에 따라 수혜자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에서 테이블을 읽을 수 있는SELECT 권한은 있지만 데이터베이
스에 대한SELECT 권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CREATE_TABLE 권한이 허용되지만 테이
블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AWS Lake Formation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명명된 리소스 메서드 (p. 170) —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면서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 이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LF-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 (LF-TBAC) (p. 182) — 사용자는 LF-태그를 생성하고,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
스와 연결하고, LF-태그에 대한Describe 권한을 부여하고, 개별 사용자에게 권한을 연결하고, LF-태그를 
사용하여 다른 사용자에게 LF 권한 정책을 작성합니다. 이러한 LF-태그 기반 정책은 해당 LF-태그 값과 연
결된 모든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에 적용됩니다.

Note

LF-태그는 Lake Formation 포메이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Lake Formation 포메이션에서만 
볼 수 있으며AWS 리소스 태그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LF-TBAC는 사용자가 리소스를 사용자 정의된 LF-태그 범주로 그룹화하고 해당 리소스 그룹에 권한을 적
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Data Catalog 리소스에서 권한을 확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
다.

자세한 정보는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p. 136)을 참조하세요.

보안 주체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Lake Formation Formation은 권한을 해당 사용자에 대한 모든 정책의 통합
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한 정책에서 이름이 지정된 리소스 메서드를 통해 col1, col2 및 col3 열에 권한
을 부여하고 다른 정책에서는 LF-태그를 통해 col5 및 col6에 동일한 테이블 및 보안 주체에 대한 권한을 부여
하는 보안 주체에 대한 두 개의 정책이 있는 경우 유효 권한은 col1, col2, col3, col5 및 col6과 같은 권한의 통
합이 됩니다. 여기에는 데이터 필터 및 행도 포함됩니다.

데이터 위치 권한

데이터 위치 권한은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가 특정 Amazon S3 위치에서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만들 권한이 없는 위치에 데이터베이스나 테이블을 만들려고 하면 생성 
작업이 실패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데이터 레이크 내의 임의의 위치에 테이블을 생성하는 것을 방지하고 해
당 사용자가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는 위치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테이블이 생성되고 있
는 데이터베이스 내의 Amazon S3 위치에 테이블을 생성할 때는 암시적 권한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데
이터 위치 권한 부여 (p. 164)을 참조하세요.

테이블 및 데이터베이스 권한 생성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에게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내에 데이터베이스나 테이블을 만들 권한이 없습니
다. 데이터베이스 생성은 Lake Formation 설정을 사용하여 계정 수준에서 제어되므로 승인된 주체만 데이터
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 생성 (p. 114)을 참조하세요. 테이블을 생성하
려면 보안 주체에게 테이블이 생성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CREATE_TABLE 권한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정
보는 테이블 생성 (p. 115)을 참조하세요.

암시적 및 명시적 권한

Lake Formation Formation은 페르소나와 페르소나가 수행하는 작업에 따라 암시적 권한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는 데이터 카탈로그 내의 모든 리소스에 대한DESCRIBE 권한, 모든 위치에 대한 
데이터 위치 권한, 모든 위치에서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권한, 모든 리소스에 대한Revoke
권한을 자동으로 얻습니다.Grant 데이터베이스 작성자는 자신이 만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든 데이터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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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 권한을 자동으로 얻고 테이블 작성자는 자신이 만든 테이블에 대한 모든 권한을 얻습니다. 자세한 정보
는 암시적 Lake Formation Lake Formation 권한을 (p. 135)을 참조하세요.

부여 가능한 권한

Data Lake 관리자는 부여 가능한 권한을 제공하여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권한 관리를 위임할 수 있습니
다. 보안 주체에게 리소스 및 권한 집합에 대해 부여 가능한 권한이 제공되면 해당 보안 주체는 해당 리소스
의 다른 보안 주체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액세스 관리
Lake Formation 자격 증명 판매 (p. 267) 기능을 사용하여 Amazon S3 데이터에 대한 임시 액세스를 제공
합니다. 자격 증명 벤딩 또는 토큰 벤딩은 리소스에 대한 단기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목적으로 사용자, 서비
스 또는 기타 엔티티에 임시 자격 증명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Lake Formation은 이 패턴을 활용하여 Athena와 같은AWS 분석 서비스에 단기간 액세스하여 호출 주체를 
대신하여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권한을 부여할 때 사용자는 Amazon S3 버킷 정책이나 IAM 
정책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으며 Amazon S3에 직접 액세스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Lake Formation Formation이 등록된 위치에 대한 임시 액세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보여줍
니다.

1. 보안 주체 (사용자) 는 Athena, Amazon EMR, Redshift Spectrum 등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를 
통해 테이블에 대한 쿼리 또는 데이터 요청을 입력합니다AWS Glue.

2. 통합 서비스는 테이블 및 요청된 열에 대해 Lake Formation Formation의 승인을 확인하고 승인 결정을 내
립니다. 사용자에게 권한이 없는 경우 Lake Formation Formation은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하고 쿼
리가 실패합니다.

3. 승인이 성공하고 테이블과 사용자에 대한 스토리지 권한 부여가 켜지면 통합 서비스가 Lake Formation 
Formation에서 임시 자격 증명을 검색하여 데이터에 액세스합니다.

4. 통합 서비스는 Lake Formation 포메이션의 임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Amazon S3에 객체를 요청합니다.
5. Amazon S3은 통합 서비스에 대한 Amazon S3 객체를 제공합니다. Amazon S3 객체에는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6. 통합 서비스는 열 수준, 행 수준 및/또는 셀 수준 필터링과 같은 Lake Formation 정책의 필수 적용을 수행

합니다. 통합 서비스는 쿼리를 처리하고 결과를 사용자에게 반환합니다.

Data Catalog 테이블에 대한 스토리지 수준 권한 적용을 활성화합니다.

기본적으로 Data Catalog의 테이블에는 스토리지 수준 적용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스토리지 수준 적용을 
활성화하려면 소스 데이터의 Amazon S3 위치를 Lake Formation Formation에 등록하고 IAM 역할을 제공해
야 합니다. Amazon S3 위치와 동일한 테이블 위치 경로 또는 접두사를 가진 모든 테이블에 대해 스토리지 수
준 권한이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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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서비스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데이터 위치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하면 Lake Formation 서비스가 이 역할
을 맡아 제한된 권한과 함께 요청된 서비스에 자격 증명을 반환하여 데이터 액세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리
소스에 대한 자격 증명을 반환합니다. 등록된 IAM 역할에는AWS KMS 키를 포함하여 Amazon S3 위치에 대
한 모든 필수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Amazon S3 위치를 데이터 레이크에 추가 (p. 102)을 참조하세요.

지원되는AWS 서비스

AWSAthena, Redshift Spectrum, Amazon EMRAWS GlueAmazon QuickSight, 및 등의 분석 서비스는AWS 
Lake Formation 자격 증명 벤딩 API 작업을 사용하여 Lake Formation 포메이션과Amazon SageMaker 통합
됩니다. Lake Formation Formation과 통합되는 전체 서비스 목록과 해당AWS 서비스가 지원하는 세부 수준 
및 테이블 형식을 보려면 을 참조하십시오다른 AWS 서비스와 함께 사용 (p. 274).

Lake Formation 포메이션의 교차 계정 데이터 공유
Lake Formation을 사용하면 지정된 리소스 메서드 또는 LF-태그를 사용하여 간단한 설정으로AWS 계정 내 
및 계정 간에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 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베이스
를 공유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을 선택하여 계정의 모든 IAM 주체 (IAM 역할 및 사용자), 계정 수준
의 다른AWS 계정 또는 다른 계정의 IAM 보안 주체와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필터와 데이터 카탈로그 테이블을 공유하여 행 수준 및 셀 수준 세부 정보의 세부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Lake Formation Formation은AWS Resource Access Manager (AWS RAM) 
를 사용하여 계정 간에 권한을 쉽게 부여합니다. 리소스가 두 계정 간에 공유되면 수신자 계정으로 초대를
AWS RAM 보냅니다. 사용자가AWS RAM 공유 초대를 수락하면 Lake Formation에 필요한 권한을AWS 
RAM 제공하여 Data Catalog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리지 수준 적용을 활성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Lake Formation 포메이션의 교차 계정 데이터 공유 (p. 201)을 참조하세요.

수신자 계정의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가AWS RAM 공유를 수락하면 수신자 계정에서 공유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에게 공유 리소스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경우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는 수신자 계정의 추가 
IAM 보안 주체에게 공유 리소스에 대한 추가 Lake FormationGRANTABLE 권한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주도자는 리소스 링크 없이 Athena 또는 Redshift Spectrum을 사용하여 공유 리소스를 쿼리할 수 없
습니다. 리소스 링크는 데이터 카탈로그의 엔티티이며 Linux-Symlink 개념과 유사합니다.

수신자 계정의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가 공유 리소스에 리소스 링크를 생성합니다. 관리자는 원본 공유 리소
스에 대한 필수 권한과 함께 리소스 링크에 대한 권한을 추가 사용자에게Describe 부여합니다. 그러면 수
신자 계정의 사용자가 리소스 링크를 사용하여 Athena 및 Redshift Spectrum을 사용하여 공유 리소스를 쿼
리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링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리소스 링크 (p. 120).

Lake Formation
AWS Lake Formation는 여러 구성 요소의 상호 작용에 의존하여 데이터 레이크를 생성하고 관리합니다.

Lake Formation
Lake Formation 콘솔을 사용하여 데이터 레이크를 정의 및 관리하고 Lake Formation 권한을 부여 및 취소할 
수 있습니다. 콘솔에서 블루프린트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검색, 정제, 변환 및 수집할 수 있습니다. Lake Lake 
Formation. Lake. Lake Formation.

Lake Formation API 및 명령줄 인터페이스
Lake Formation 여러 언어별 SDK 및AWS Command Line Interface (AWS CLI) 를 통해 API 작업을 제공합
니다. Lake Formation. Lake. Lake. Lake Lake. Lake Lake. LakeAWS Glue Lake Formation API는 주로 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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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tion 권한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API는 데이터에 대한 ETL 작업을 정의, 예약 및 실행하기 위한 
데이터 카탈로그 API와 관리형 인프라를 제공합니다.AWS Glue

AWS GlueAP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Glue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IComReference ference ference ference ference ference ference ference ference ference ference 
ference ference ference ference ference ferenceAWS CLI

기타 AWS 서비스
Lake Formation 다음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 AWS Glue변환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변환하도록 작업과 크롤러를 조정합니다.AWS Glue
• IAM은 Lake Formation 책임자에게 권한 정책을 부여합니다. Lake Formation 권한 모델은 IAM 권한 모델

을 보강하여 데이터 레이크를 보호합니다.

Lake Formation 용어
다음은 이 안내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용어입니다.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레이크는 Amazon S3에 저장되고 Lake Formation에서 데이터 카탈로그를 사용하여 관리하는 영구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레이크는 일반적으로 다음을 저장합니다.

•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
• 원시 데이터 및 변환된 데이터

Amazon S3 경로가 데이터 레이크 내에 있으려면 Lake Formation 포메이션에 등록해야 합니다.

데이터 액세스
Lake Formation Formation은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정책을 강화하는 새로운 권한 부
여/취소 모델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안전하고 세분화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분석가와 데이터 과학자는 Amazon Athena와 같은AWS 분석 및 기계 학습 서비스의 전체 포트폴리오를 사
용하여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구성된 Lake Formation 보안 정책은 사용자가 액세스 권한이 있는 
데이터에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블루프린트
블루프린트는 데이터를 데이터 레이크로 쉽게 수집할 수 있게 해주는 데이터 관리 템플릿입니다. Lake 
Formation Formation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또는AWS CloudTrail 로그와 같은 사전 정의된 소스 유형에 대
한 여러 청사진을 제공합니다. 블루프린트에서 워크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는 데이터 로드 및 업
데이트를 조정하기 위해 생성되는AWS Glue 크롤러, 작업 및 트리거로 구성됩니다. 블루프린트는 데이터 소
스, 데이터 타겟, 스케줄을 입력으로 받아 워크플로를 구성합니다.

워크플로우
워크플로는 관련AWS Glue 작업, 크롤러 및 트리거 세트의 컨테이너입니다. Lake Formation 포메이션에서 
워크플로를 만들면AWS Glue 서비스에서 실행됩니다. Lake Formation Formation은 단일 엔티티로서 워크플
로우의 상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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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플로를 정의할 때는 워크플로우의 기반이 되는 청사진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필요에 따라 또는 일정
에 따라 워크플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Lake Formation 포메이션에서 만든 워크플로는AWS Glue 콘솔에서 유방향 비순환 그래프 (DAG) 로 표시됩
니다. DAG를 사용하여 워크플로우의 진행을 추적하고 문제 해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카탈로그
Data Catalog 이것은 관리된 서비스로써 Apache Hive 메타스토어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AWS Cloud에서 
메타데이터를 저장, 참조 및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리포지토리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시스템
들이 메타데이터를 저장하고 탐색하여 데이터 사일로에서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시스템들이 메타데이터를 탐색하여 데이터를 탐색합니다. Lake Formation Formation은AWS Glue 데이터 카
탈로그를 사용하여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소스, 변환 및 대상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데이터 소스 및 대상에 대한 메타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 형태입니다. 테이블에는 스키마 정보, 위
치 정보 등이 저장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 모음입니다.

각AWS 계정에는AWS 지역당 하나의 데이터 카탈로그가 있습니다.

기본 데이터
기본 데이터는 Data Catalog 테이블이 가리키는 데이터 레이크 내의 소스 데이터 또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보안 주체
보안 주체는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사용자 또는 역할 또는 Active Directory 사용자입
니다.

데이터 스토어입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는 모든 보안 주체 (본인 포함) 에게 Data Catalog 리소스 또는 데이터 위치에 대한 권
한을 부여할 수 있는 보안 주체입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를 데이터 카탈로그의 첫 번째 사용자로 지정합
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는 리소스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권한을 다른 주체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Note

IAM 관리자 사용자 (AdministratorAccessAWS관리형 정책을 사용하는 사용자) 는 자동으로 
Data Lake 관리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한 카탈로그 개체에 Lake 
Formation 권한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Lake Formation 콘솔 또는 API를 사용하여 자신을 데
이터 레이크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Dat스토어의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세요암시적 Lake Formation Lake Formation 권한
을 (p. 135). 사용자를 Data Lake 관리자로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데이터 레
이크 관리자 생성 (p. 17).

AWSLake Formation Formation과의 서비스 통합
Lake Formation Formation을 사용하면 Amazon S3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및 
열 수준 액세스 권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Lake Formation Formation에 데이터를 등록한 후 Amazon 
AthenaAWS Glue, Amazon Redshift Spectrum, Amazon EMR과 같은AWS 분석 서비스를 사용하여 데이터
를 쿼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AWS 서비스는 Lake FormationAWS Lake Formation 권한과 통합되며 이를 준
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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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 Formation 리소스입니다.

AWS 서비스 통합 세부 정보

AWS Glue 참조 항목: AWS Lake Formation와 함께 AWS Glue 사용 (p. 278)

AWS Glue레이크포메이션과 레이크포메이션은 동일한 데이터 카탈로그
를 공유합니다. 콘솔 작업 (예: 테이블 목록 보기) 및 모든 API 작업의 경우
AWS Glue 사용자는 Lake Formation 권한이 있는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
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Amazon Athena 참조 항목: Amazon AthenaAWS Lake Formation 함께 사용 (p. 274)

Lake Formation Formation을 사용하면 Amazon S3에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Amazon Athena사용자가 쿼
리 편집기에서AWS Glue 카탈로그를 선택하면 Lake Formation 사용 권한
이 있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및 열만 쿼리할 수 있습니다. 매니페스트를 
사용하는 쿼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현재 Lake Formation Formation은 오픈 테이블 형식의 테이블과 같
은VACUUM 쓰기 작업UPDATE 및 테이블에OPTIMIZE 대한 권한 관리를 지
원하지 않습니다.MERGE

레이크 포메이션은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를 통해 
Athena에 인증하는 주체 외에도 JDBC 또는 ODBC 드라이버를 통해 연결
하고 SAML을 통해 인증하는 Athena 사용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SAML 
공급자로는 Okta와 Microsoft Active Directory 페더레이션 서비스 (AD FS) 
가 있습니다.

Amazon Redshift Spectrum 참조 항목: Amazon Redshift SpectrumAWS Lake Formation Spectrum과 
함께 사용 (p. 276)

Amazon Redshift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외부 스키마를 생성할 때 
Lake Formation 권한이 있는 해당 스키마의 테이블과 열만 쿼리할 수 있습
니다.AWS Glue Data Catalog

아마존QuickSight 엔터프라
이즈 에디션

참조:AWS Lake Formation아마존과 함께 사용QuickSight (p. 280)

AmazonQuickSight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사용자가 Amazon S3 위치에 있
는 데이터세트를 쿼리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해당 데이터에 대한 Lake 
FormationSELECT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Amazon EMR 참조:아마존AWS Lake Formation EMR과 함께 사용 (p. 279)

런타임 역할이 있는 Amazon EMR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 Lake Formation 
권한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런타임 역할은 Amazon EMR 작업 또는 쿼리에 연결하는 IAM 역할이며, 
Amazon EMR은 이 역할을 사용하여AWS 리소스에 액세스합니다.

또한 Lake Formation Formation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 와 함께 작동하므로 이러한 
통합 서비스를 보다 쉽게 설정하여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위치의 데이터를 암호화
하고 해독할 수 있습니다.

Lake Formation 리소스입니다.
주제

• 블로그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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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glue/latest/dg/
https://docs.aws.amazon.com/athena/latest/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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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quicksight/latest/user/welcome.html
https://docs.aws.amazon.com/quicksight/latest/user/welcome.html
https://docs.aws.amazon.com/emr/latest/DeveloperGuide/
https://docs.aws.amazon.com/kms/latest/developerguide/overvie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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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 토크 및 웨비나 (p. 11)
• 현대식 아키텍처 (p. 11)
• 데이터 메시 리소스 (p. 11)
• 모범 사례 가이드 (p. 11)

블로그
• AWS Lake Formation2022년도 돌아보기
• 복원력이 뛰어난 다중 지역 모던 데이터 아키텍처
• LF-태그를 사용한 교차 계정 공유를 통한 IAM 보안 책임자 안내
• Lake Formation 권한 인벤토리 대시보드
• 이벤트 기반 데이터 메시

테크 토크 및 웨비나
• re:Invent 2020 — 데이터 레이크: 간편한 구축, 보호 및 공유AWS Lake Formation
• 리:인벤트 2022 — Amazon S3 S3에서 데이터레이크 구축 및 운영
• AWSSF 2022 서밋 — 최신 데이터 아키텍처 이해 및 달성
• AWS서밋 ATL 2022 — Amazon Redshift Redshift를 통한AWS Lake Formation 최신 데이터 레이크AWS 

Glue
• AWSSummit ANZ 2022 — 데이터 레이크, 레이크 하우스 및 데이터 메시: 무엇을, 왜, 어떻게?
• AWS온라인 테크 토크 — 데이터 레이크의 권한 및 거버넌스 간소화

현대식 아키텍처
• 현대식 아키텍처 패턴

데이터 메시 리소스
• AWS Lake Formation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를 사용하여 최신 데이터 아키텍처 및 대규모 데이터 메시 패

턴을 구축합니다.
• JPMorgan Chase가 데이터 메시 아키텍처를 구축하여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플랫폼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

당한 가치를 창출한 방법
• 데이터 메시 구축AWS

모범 사례 가이드
• AWS Lake Formation모범 사례 가이드

Lake Formation Formation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 단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AWS Lake Formation: 작동 방식 (p. 3)— 필수 용어와 다양한 구성 요소가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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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ws.amazon.com/blogs/big-data/aws-lake-formation-2022-year-in-review/
http://aws.amazon.com/blogs/big-data/build-a-multi-region-and-highly-resilient-modern-data-architecture-using-aws-glue-and-aws-lake-formation/
http://aws.amazon.com/blogs/big-data/enable-cross-account-sharing-with-direct-iam-principals-using-aws-lake-formation-tags/
http://aws.amazon.com/blogs/big-data/build-an-aws-lake-formation-permissions-inventory-dashboard-using-aws-glue-and-amazon-quicksight/
http://aws.amazon.com/blogs/big-data/use-an-event-driven-architecture-to-build-a-data-mesh-on-aws/
https://www.youtube.com/watch?v=r5F0hvuq9kY
https://www.youtube.com/watch?v=YCNVdK5kPWk
https://www.youtube.com/watch?v=rWQQDcqgcdw
https://www.youtube.com/watch?v=7H15CYpJRRI
https://www.youtube.com/watch?v=7H15CYpJRRI
https://www.youtube.com/watch?v=3354wJV3X58
https://www.youtube.com/watch?v=OybeggHYfRI
https://docs.aws.amazon.com/wellarchitected/latest/analytics-lens/modern-data-architecture.html
http://aws.amazon.com/blogs/big-data/build-a-modern-data-architecture-and-data-mesh-pattern-at-scale-using-aws-lake-formation-tag-based-access-control/
http://aws.amazon.com/blogs/big-data/build-a-modern-data-architecture-and-data-mesh-pattern-at-scale-using-aws-lake-formation-tag-based-access-control/
http://aws.amazon.com/blogs/big-data/how-jpmorgan-chase-built-a-data-mesh-architecture-to-drive-significant-value-to-enhance-their-enterprise-data-platform/
http://aws.amazon.com/blogs/big-data/how-jpmorgan-chase-built-a-data-mesh-architecture-to-drive-significant-value-to-enhance-their-enterprise-data-platform/
https://catalog.us-east-1.prod.workshops.aws/workshops/23e6326b-58ee-4ab0-9bc7-3c8d730eb851/en-US
https://aws.github.io/aws-lakeformation-best-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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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ke Formation 시작하기 (p. 13)— 사전 요구 사항에 대한 정보를 얻고 중요한 설정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자습서 (p. 33)—step-by-step 튜토리얼을 따라 Lake Formation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 AWS Lake Formation의 보안 (p. 250)— Lake Formation의 데이터에 대한 보안 액세스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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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 Formation 시작하기
다음 섹션에서는 Lake Formation Formation을 처음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Lake 
Formation 사용을 시작하기 위해 이 단원에 나오는 모든 항목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침을 사용하여 
Lake Formation 권한 모델을 설정하여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의 기존AWS Glue 
Data Catalog 객체 및 데이터 위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Amazon Virtual Private Cloud (Amazon VPC) 와 Lake Formation 간의 프라이빗 연결 설정에 
대한 항목도 포함합니다.

주제
• Lake Formation 설정 (p. 13)
• AWS Lake Formation모델에 대한AWS Glue 데이터 권한 업그레이드 (p. 23)
• AWS Lake Formation 및 인터페이스 VPC 엔드포인트(AWS PrivateLink) (p. 30)

Lake Formation 설정
다음 작업을 완료하여 처음으로 Lake Formation 설치하세요.

1. 전체 초기 AWS 구성 태스크 (p. 13)
2. 워크플로에 대한 IAM 역할 생성 (p. 16)
3.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생성 (p. 17)
4. 기본 권한 모델 변경 (p. 20)
5. the section called “Lake Formation 사용자에게 권한 할당” (p. 21)
6. the section called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Amazon S3 위치를 구성합니다.” (p. 21)
7. the section called “(선택 사항) 외부 데이터 필터링 설정” (p. 23)
8. the section called “(선택 사항) 데이터 카탈로그 암호화 키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 (p. 23)

전체 초기 AWS 구성 태스크
AWS Lake Formation사용하려면 먼저 다음 태스크를 완료해야 합니다.

주제
• AWS 계정에 가입 (p. 13)
• 관리 사용자 생성 (p. 14)
• 프로그래밍 방식 액세스 권한 부여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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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계정에 가입

1. https://portal.aws.amazon.com/billing/signup을 엽니다.
2. 온라인 지시 사항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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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절차 중 전화를 받고 전화 키패드로 확인 코드를 입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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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에서는 가입 프로세스가 완료된 후 확인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언제든지 https://aws.amazon.com/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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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를 선택하고 AWS 계정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AWS Management Console에 계정 소유자
로 로그인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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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루트 사용자에 대해 다중 인증(MFA)을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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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사용자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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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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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사용자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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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로 로그인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AWS 로그인 사용 설명서의 AWS 액세
스 포털에 로그인을 참조하세요.

프로그래밍 방식 액세스 권한 부여
사용자가 AWS Management Console 외부에서 AWS와 상호 작용하려면 프로그래밍 방식의 액세스가 필요
합니다.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액세스를 부여하는 방법은 AWS에 액세스하는 사용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자에게 프로그래밍 방식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려면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프로그래밍 방식 액세스가 필요한 
사용자는 누구인가요?

To By

작업 인력 ID

(IAM Identity Center에서 관리되
는 사용자)

임시 보안 인증 정보로 AWS CLI, 
AWS SDK 또는 AWS API에 대한 
프로그래밍 요청에 서명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인터페이스에 대
한 지침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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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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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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id_credentials_mfa_enable_virtual.html#enable-virt-mfa-for-root
https://docs.aws.amazon.com/singlesignon/latest/userguide/getting-started.html
https://docs.aws.amazon.com/signin/latest/userguide/iam-id-center-sign-in-tutorial.html
https://docs.aws.amazon.com/signin/latest/userguide/iam-id-center-sign-in-tutoria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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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방식 액세스가 필요한 
사용자는 누구인가요?

To By

• AWS CLI에 대해서는 AWS 
Command Line Interface 사용 
설명서에서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을 사용하도록 
AWS CLI 구성을 참조하세요.

• AWS SDK, 도구,AWS API에 대
해서는 AWS SDK 및 도구 참조 
가이드에서 IAM Identity Center 
인증을 참조하세요.

IAM 임시 보안 인증 정보로 AWS CLI, 
AWS SDK 또는 AWS API에 대한 
프로그래밍 요청에 서명합니다.

IAM 사용 설명서의 AWS 리소스
와 함께 임시 보안 인증 정보 사
용에 나와 있는 지침을 따르세요.

IAM (권장되지 않음)
장기 보안 인증 정보로 AWS CLI, 
AWS SDK 또는 AWS API에 대한 
프로그래밍 요청에 서명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인터페이스에 대
한 지침을 따릅니다.

• AWS CLI에 대해서는 AWS 
Command Line Interface 사용 
설명서에서 IAM 사용자 보안 인
증 정보를 사용한 인증을 참조
하세요.

• AWS SDK와 도구에 대해서는
AWS SDK 및 도구 참조 가이
드에서 장기 보안 인증 정보를 
사용한 인증을 참조하세요.

• AWS API에 대해서는 IAM 사용 
설명서에서 IAM 사용자의 액세
스 키 관리를 참조하세요.

AWS Lake Formation 설정
이 섹션에서는 Lake Formation 리소스를 두 가지 방법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 AWS CloudFormation 템플릿 사용
• Lake Formation 콘솔 사용

AWS콘솔을 사용하여 Lake Formation 설정하려면 로 이동하십시오워크플로에 대한 IAM 역할 생
성 (p. 16).

AWS CloudFormation템플릿을 사용하여 Lake Formation 리소스 
설정하기

Note

AWS CloudFormation스택은 4단계를 제외하고 위의 2~7단계를 수행합니다. Lake Formation 콘솔
에서기본 권한 모델 변경 (p. 20) 수동으로 수행합니다.

1.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 에서 미국 동부 (버지니아 북부) 리전에 있는 IAM 관리
자로AWS CloudFormation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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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cli/latest/userguide/cli-configure-sso.html
https://docs.aws.amazon.com/cli/latest/userguide/cli-configure-sso.html
https://docs.aws.amazon.com/cli/latest/userguide/cli-configure-sso.html
https://docs.aws.amazon.com/cli/latest/userguide/cli-configure-sso.html
https://docs.aws.amazon.com/sdkref/latest/guide/access-sso.html
https://docs.aws.amazon.com/sdkref/latest/guide/access-sso.html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id_credentials_temp_use-resources.html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id_credentials_temp_use-resources.html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id_credentials_temp_use-resources.html
https://docs.aws.amazon.com/cli/latest/userguide/cli-authentication-us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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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id_credentials_access-keys.html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id_credentials_access-keys.html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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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택 시작을 선택합니다.
3. 스택 생성 화면에서 다음을 선택합니다.
4. 스택 이름을 입력합니다.
5. DatalakeAdminName및 DatalakeAdminPassword에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과 암

호를 입력합니다.
6. DatalakeUser1Name 및 DatalakeUser1Password의 경우 데이터 레이크 분석가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

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7. 의 DataLakeBucketName경우 생성될 새 버킷 이름을 입력합니다.
8. 다음을 선택합니다.
9. 다음 페이지에서 다음을 선택합니다.
10. 마지막 페이지의 세부 정보를 검토하고 IAM 리소스가AWS CloudFormation 생성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

다를 선택합니다.
11. Create(생성)를 선택합니다.

스택 생성에는 최대 2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리소스 정리

AWS CloudFormation스택 리소스를 정리하고 싶다면:

1. 스택에서 생성하여 데이터 레이크 위치로 등록한 Amazon S3 버킷을 등록 취소합니다.
2. AWS CloudFormation스택을 삭제합니다. 그러면 스택에서 만든 모든 리소스가 삭제됩니다.

워크플로에 대한 IAM 역할 생성
AWS Lake Formation에서는AWS Glue 크롤러가 실행하는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
다. 워크플로는 데이터를 Data Lake로 가져오기 위한 데이터 소스 및 일정을 정의합니다. Lake Formation에
서 제공하는 청사진 또는 템플릿을 사용하여 워크플로를 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를 생성할 때는 Lake Formation Formation에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는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역할을 워크플로에 할당해야 합니다.

다음 절차는 IAM에 익숙하다는 전제하에 진행됩니다.

워크플로에 대한 IAM 역할을 생성하려면

1. 에서https://console.aws.amazon.com/iam IAM 콘솔을 열고 생성한 관리자 사용자관리 사용자 생
성 (p. 14) 또는AdministratorAccessAWS 관리형 정책의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탐색 창에서 역할을 선택한 다음 역할 생성을 선택합니다.
3. 역할 만들기 페이지에서 AWS서비스를 선택한 다음 Glue를 선택합니다. 다음을 선택합니다.
4. 권한 추가 페이지에서 AWSGlueServiceRole관리형 정책을 검색하고 목록에서 정책 이름 옆

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역할 만들기 마법사를 완료하고 역할 이름을 지정합니
다LakeFormationWorkflowRole. 완료하려면 역할 생성을 선택합니다.

5. 역할 페이지로 돌아가서 역할 이름을LakeFormationWorkflowRole 검색하고 선택합니다.
6. 역할 요약 페이지의 권한 탭에서 인라인 정책 생성을 선택합니다. 정책 생성 화면에서 JSON 탭으로 이

동하여 다음 인라인 정책을 추가합니다. 정책의 권장 이름은 입니다LakeFormationWorkflow.

Important

다음 정책에서는 <account-id>유효한 AWS ##번호로 바꾸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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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lakeformation:GetDataAccess", 
                 "lakeformation:GrantPermissions" 
             ], 
            "Resource": "*" 
        }, 
        { 
            "Effect": "Allow", 
            "Action": ["iam:PassRole"], 
            "Resource": [ 
                "arn:aws:iam::<account-id>:role/LakeFormationWorkflowRole" 
            ] 
        } 
    ]
}

다음은 이 정책의 권한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 lakeformation:GetDataAccess워크플로우에서 만든 작업을 대상 위치에 쓸 수 있습니다.
• lakeformation:GrantPermissions워크플로에서 대상 테이블에 대한SELECT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iam:PassRole서비스에서 크롤러 및 작업 (워크플로 인스턴스) 을 생성하는 역할

을LakeFormationWorkflowRole 맡아 생성된 크롤러 및 작업에 해당 역할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7. 역할에 두LakeFormationWorkflowRole 개의 정책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8. 데이터 레이크 위치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소스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인라인 정책을 추가하십시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생성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는 처음에는 데이터 위치 및 Data Catalog 리소스에 대한 Lake Formation 권한을 모든 
주체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본인 포함) 에게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IAM) 사용자 또는 역
할입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세요암시적 Lake Formation Lake 
Formation 권한을 (p. 135). 기본적으로 Lake Formation Formation에서는 최대 30명의 데이터 레이크 관리
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Lake Formation 콘솔 또는 Lake Formation APIPutDataLakeSettings 작업을 사용하여 데이터 레이크 관
리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Data Lake 관리자를 만들려면 다음 권한이 필요합니다. Administrator사용자는 이러한 권한을 암시적으
로 가집니다.

• lakeformation:PutDataLakeSettings
• lakeformation:GetDataLakeSettings

사용자에게AWSLakeFormationDataAdmin 정책을 부여하면 해당 사용자는 Lake Formation 관리자 사용
자를 추가로 생성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콘솔) 를 만들려면

1.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가 될 사용자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경우 IAM 콘솔을 사용하여 생성하십시오. 그
렇지 않으면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가 될 기존 사용자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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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IAM 관리자 사용자 (AdministratorAccessAWS관리형 정책을 사용하는 사용자) 를 Data 
Lake 관리자로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AWS 관리형 정책을 사용자에게 연결합니다.

정책 필수? 주의

AWSLakeFormationDataAdmin 필수 기본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권한 이AWS 관리형 
정책에는 사용자가 새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를 
생성하는PutDataLakeSetting 것을 제한하
는 Lake Formation API 작업에 대한 명시적 거
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WSGlueConsoleFullAccess,
CloudWatchLogsReadOnlyAccess

선택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가 Lake Formation 블루
프린트에서 생성된 워크플로의 문제를 해결하
려는 경우 이러한 정책을 첨부하십시오. 이러한 
정책을 통해 Data Lake 관리자는AWS Glue 콘
솔과 콘솔에서 문제 해결 정보를 볼 수Amazon 
CloudWatch Logs 있습니다. 워크플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세요워크플로를 사
용하여 데이터 가져오기 (p. 129).

AWSLakeFormationCrossAccountManager 선택 이 정책을 첨부하여 Data Lake 관리자가 Data 
Catalog 리소스에 대한 교차 계정 권한을 부여
하고 취소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Lake Formation 포메이션의 교차 계정 데이터 
공유 (p. 201)을 참조하세요.

AmazonAthenaFullAccess 선택 Data Lake 관리자가 에서 쿼리를 실행할 경우 
이 정책을Amazon Athena 첨부하십시오.

2.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에게 Lake Formation 서비스 연결 역할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다음 인
라인 정책을 첨부하십시오. 정책의 권장 이름은 입니다LakeFormationSLR.

서비스 연결 역할을 활용하면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가 Lake Formation에 Amazon S3 위치를 보다 쉽
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Lake Formation 서비스 연결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세요the 
section called “서비스 연결 역할 사용” (p. 265).

Important

다음 정책에서는 모두 <account-id>유효한AWS 계좌 번호로 바꾸십시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iam:CreateServiceLinkedRole", 
            "Resource": "*", 
            "Condition": { 
                "StringEquals": { 
                    "iam:AWSServiceName": "lakeformation.amazonaws.com" 
                } 
            } 
        }, 
        { 
            "Effect": "Allow", 
            "A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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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m:PutRolePolicy" 
            ], 
            "Resource": "arn:aws:iam::<account-id>:role/aws-service-role/
lakeformation.amazonaws.com/AWSServiceRoleForLakeFormationDataAccess" 
        } 
    ]
}

3. (선택 사항) 다음PassRole 인라인 정책을 사용자에게 추가합니다. 이 정책을 통해 Data Lake 관리자
는 워크플로를 생성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iam:PassRole권한을 통해 워크플로는 크롤러 및 작업
을LakeFormationWorkflowRole 만드는 역할을 위임하고 생성된 크롤러 및 작업에 역할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권장 이름은 입니다UserPassRole.

Important

<account-id>유효한AWS 계좌 번호로 바꾸십시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PassRolePermissions", 
            "Effect": "Allow", 
            "Action": [ 
                "iam:PassRole" 
            ], 
            "Resource": [ 
                "arn:aws:iam::<account-id>:role/LakeFormationWorkflowRole" 
            ] 
        } 
    ]
}

4. (선택 사항) 계정에서 교차 계정 Lake Formation 권한을 부여하거나 받는 경우 이 추가 인라인 정책을 
첨부하세요. 이 정책을 통해 Data Lake 관리자는 리소스 공유 초대를 보고 수락AWS Resource Access 
Manager (AWS RAM) 할 수 있습니다. 또한AWS Organizations 관리 계정의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를 위
한 정책에는 조직에 대한 교차 계정 권한 부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정
보는 Lake Formation 포메이션의 교차 계정 데이터 공유 (p. 201)을 참조하세요.

정책의 권장 이름은 입니다RAMAccess.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ram:AcceptResourceShareInvitation", 
                "ram:RejectResourceShareInvitation", 
                "ec2:DescribeAvailabilityZones", 
                "ram:EnableSharingWithAwsOrganization" 
            ], 
            "Resource": "*" 
        } 
    ]
}

5. 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 에서AWS Lake Formation 콘솔을 열고 생성한 관리자 
사용자관리 사용자 생성 (p. 14) 또는AdministratorAccess 사용자AWS 관리 정책을 사용하는 사
용자로 로그인합니다.

6. Lake Formation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창이 나타나면 1단계에서 생성했거나 선택한 IAM 사용자를 선택
한 다음 시작하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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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Lake Formation 시작 창이 표시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Lake Formation 관리자를 구성하십
시오.

a. 탐색 창의 권한에서 관리 역할 및 작업을 선택합니다. 콘솔 페이지의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섹션에
서 관리자 선택을 선택합니다.

b.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관리 대화 상자에서 IAM 사용자 및 역할에 대해 1단계에서 생성하거나 선택
한 IAM 사용자를 선택한 다음 저장을 선택합니다.

기본 권한 모델 변경
Lake Formation Formation은 기존AWS Glue Data Catalog 동작과의 호환성을 위해 “IAM 액세스 제어만 사
용” 설정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Lake Formation 권한으로 세분화된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를 활
성화하려면 이러한 설정을 비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데이터 레이크의 기본 보안 설정 변경” (p. 262)을 참조하세요.

Important

기존AWS Glue Data Catalog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이 있는 경우 이 단원에 나오는 지침을 따르
지 마십시오. 그 대신 the section called “Lake Formation 모델로AWS Glue 데이터 권한 업그레이
드” (p. 23)의 지시 사항을 따릅니다.

Warning

데이터 카탈로그에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을 생성하는 자동화가 적용된 경우 다음 단계를 수행하
면 자동화 및 다운스트림 ETL (추출, 변환 및 로드) 작업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기존 프로세스를 수
정하거나 필요한 주도자에게 명시적인 Lake Formation 권한을 부여한 후에만 진행하십시오. Lake 
Formation 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the section called “Lake Formation 권한 참
조” (p. 189).

기본 데이터 카탈로그 설정을 변경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 의 Lake Formation 콘솔에서 계속하십시오. 생성한 관
리자 사용자관리 사용자 생성 (p. 14) 또는AdministratorAccessAWS 관리형 정책을 사용하는 사
용자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2. [데이터 카탈로그] 설정을 수정합니다.

a. 탐색 창의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설정을 선택합니다.
b. 두 확인란을 모두 지우고 저장을 선택합니다.

3. 데이터베이스 작성자에 대한IAMAllowedPrincipals 권한을 취소합니다.

a. 탐색 창의 권한에서 관리자 역할 및 작업을 선택합니다.
b. 관리 역할 및 작업 콘솔 페이지의 데이터베이스 생성자 섹션에서IAMAllowedPrincipals 그룹을 

선택하고 취소를 선택합니다.

권한 취소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데이터베이스 만들기IAMAllowedPrincipals 권한이 있는 것으
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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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해지를 선택합니다.

Lake Formation 사용자에게 권한 할당
에서 데이터 레이크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를 생성합니다AWS Lake Formation. 이 사용자에게는 데이터 
레이크를 쿼리할 수 있는 최소 권한이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그룹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IAM 자격 증명 섹션을 참조하
세요.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Lake Formation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면

1. 에서https://console.aws.amazon.com/iam IAM 콘솔을 열고 생성한 관리자 사용자관리 사용자 생
성 (p. 14) 또는AdministratorAccessAWS 관리형 정책을 사용하는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사용자 또는 사용자 그룹을 선택합니다.
3. 목록에서 정책을 삽입할 사용자 또는 그룹 이름을 선택합니다.

권한(Permissions)을 선택합니다.
4. 권한 추가를 선택하고 정책 직접 연결을 선택합니다. 필터 정책 텍스트 필드에 를 입력합니다Athena. 

결과 목록에서 확인란을 선택합니다AmazonAthenaFullAccess.
5. 정책 생성 버튼을 선택합니다. [Create] 페이지에서 JSON 탭을 선택합니다. 다음 코드를 복사하여 정책 

편집기에 붙여 넣습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lakeformation:GetDataAccess", 
                "glue:GetTable", 
                "glue:GetTables", 
                "glue:SearchTables", 
                "glue:GetDatabase", 
                "glue:GetDatabases", 
                "glue:GetPartitions", 
                "lakeformation:GetResourceLFTags", 
                "lakeformation:ListLFTags", 
                "lakeformation:GetLFTag", 
                "lakeformation:SearchTablesByLFTags", 
                "lakeformation:SearchDatabasesByLFTags" 
            ], 
            "Resource": "*" 
        } 
    ]
}

6. 정책 검토 페이지가 표시될 때까지 하단에서 다음 버튼을 선택합니다. 정책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DatalakeUserBasic. 정책 생성을 선택한 다음 정책 탭 또는 브라우저 창을 닫습니다.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Amazon S3 위치를 구성합니다.
Lake Formation Formation을 사용하여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보호하려면 먼저 Amazon S3 위
치를 등록해야 합니다. 위치를 등록하면 해당 Amazon S3 경로와 해당 경로 아래의 모든 폴더가 등록되므로 
Lake Formation이 스토리지 수준 권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Amazon Athena와 같은 통합 엔진에
서 데이터를 요청하면 Lake Formation Formation은 사용자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 액세스를 제공합니
다.

21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id.html
https://console.aws.amazon.com/iam


AWS Lake Formation 개발자 안내서
AWS Lake Formation 설정

위치를 등록할 때 해당 위치에 대한 읽기/쓰기 권한을 부여하는 IAM 역할을 지정합니다. Lake Formation 
Formation은 등록된 Amazon S3 위치의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하는 통합AWS 서비스에 임시 자격 증
명을 제공할 때 이 역할을 맡습니다. Lake Formation 서비스 연결 역할 (SLR) 을 지정하거나 사용자 역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사용자 지정 역할을 사용합니다.

• 등록된 Amazon S3 위치에 관리되는 테이블을 생성할 계획입니다. 사용자 정의 역할에는 SLR 권한 
외에 로그에CloudWatch 로그를 추가하고 지표를 게시하기 위한 정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CloudWatch 권한을 부여하는 인라인 정책의 예는 을 참조하십시오위치 등록에 사용되는 역할 요구 사
항 (p. 102).

• Amazon S3 위치는 다른 계정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he section called “다른 위치에 Amazon S3 위
치 등록AWS계정” (p. 108)을 참조하세요.

• Amazon S3 위치에는 암호화된 데이터가 포함됩니다AWS 관리형 키. 자세한 내용은 암호화된 Amazon 
S3 위치 등록 (p. 106) 및 여러AWS 계정에 암호화된 Amazon S3 위치 등록 (p. 110) 섹션을 참조하세
요.

• Amazon EMR을 사용하여 Amazon S3 위치에 액세스할 계획입니다. 역할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Amazon EMR 관리 가이드의 Lake Formation Formation의 IAM 역할을 참조하십시오.

선택한 역할에는 에 설명된 대로 필요한 권한이 있어야위치 등록에 사용되는 역할 요구 사항 (p. 102) 합니
다. Amazon S3 위치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섹션을 참조하세요Amazon S3 위치를 데이터 레이크
에 추가 (p. 102).

행 수준 보안 사용 준비
Data Catalog 테이블에 Lake Formation 권한을 부여할 때 데이터 필터링 사양을 포함하여 쿼리 결과 및AWS 
Glue ETL 작업 내의 특정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Lake Formation Formation은 데이터 
필터링을 사용하여 열 수준 보안, 행 수준 보안 및 셀 수준 보안을 달성합니다. 테이블에 대해SELECT Lake 
Formation 권한을 부여할 때 명명된 데이터 필터를 생성하고 데이터 필터를 지정하여 열 수준, 행 수준 및 셀 
수준 보안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필터를 만들 때는 포함해야 하는 행에 대한 열 세트와 필터 표현식
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쿼리 결과 및 Athena 및AWS Glue ETL 작업과 같은 Lake Formation과 통합된 엔
진 내에서 특정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필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세요Lake Formation 포메이션의 데이터 필터링 및 셀 수준 
보안 (p. 234).

Lake Formation 행 수준 필터링은 사용하기 전에 추가 구성이 필요합니다.

테이블에 대한 행 수준 보안을 구성하려면

1. 액세스를 제한하려는 콘텐츠를 식별하고 데이터 필터를 생성합니다. 데이터 필터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
한 지침은 섹션을 참조하세요the section called “데이터 필터 생성” (p. 241).

2. 데이터 필터를 볼 수 있는 사용자에게 데이터 필터에 대한DESCRIBE 권한을 부여합니다.

데이터 필터를 만들면 사용자만 해당 필터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주도자가 데이터 필터를 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데이터 필터에 대한DESCRIBE 권한을 부여하면 됩니다.

3. 테이블에 대한SELECT Lake Formation 권한을 주도자에게 부여할 때 데이터 필터를 지정하십시오.
4. 셀 수준 필터를 사용하여 테이블을 쿼리할 보안 주체에 IAM 권한을 할당합니다. 셀 수준 필터링을 사용

하여 테이블을 쿼리하는 보안 주체에는 다음 IAM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lakeformation:StartQueryPlanning 
                    lakeformation:GetQueryState 
                    lakeformation:GetWorkUnits 
                    lakeformation:GetWorkUnit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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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사항) 외부 데이터 필터링 설정
타사 쿼리 엔진을 사용하여 Data Lake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려는 경우 Lake Formation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에 외부 엔진이 액세스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옵트인하지 않으면 Lake Formation에 등록된 
Amazon S3 위치에 있는 데이터에 외부 엔진이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Lake Formation Formation은 테이블의 특정 열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열 수준 권한을 지원합니다. 
Amazon Redshift Spectrum 및 Amazon EMR과 같은Amazon Athena 통합 분석 서비스는 필터링되지 않은 
테이블 메타데이터를 에서AWS Glue Data Catalog 검색합니다. 쿼리 응답의 실제 열 필터링은 통합 서비스
에서 담당합니다. 데이터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방지하기 위해 권한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은 타사 관리자
의 책임입니다.

타사 엔진이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데이터를 필터링하도록 허용하기 (콘솔)

1. 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 의 Lake Formation 콘솔에서 계속하십시오. Lake 
FormationPutDataLakeSettings API 작업에 대한 IAM 권한이 있는 보안 주체로 로그인했는지 확인
하십시오. 에서 생성한 IAM 관리자 사용자는AWS 계정에 가입 (p. 13) 이 권한을 가집니다.

2. 탐색 창의 권한에서 외부 데이터 필터링을 선택합니다.
3. [외부 데이터 필터링]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Lake Formation에 등록된 Amazon S3 위치에서 외부 엔진이 데이터를 필터링하도록 허용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b. 타사 엔진용으로 정의된 세션 태그 값을 입력합니다.
c. AWS계정 ID에는 Lake Formation에 등록된 위치에 타사 엔진이 액세스할 수 있는 계정 ID를 입력합

니다. 각 계정 ID 다음에 Enter 키를 누릅니다.
d. 저장을 선택합니다.

(선택 사항) 데이터 카탈로그 암호화 키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
암호화된 경우 Data Catalog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에 Lake Formation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 모든 보안 주
체에게AWS KMS 키에 대한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권한을 부여하십시오.AWS Glue 
Data Catalog

자세한 내용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AWS Lake Formation모델에 대한AWS Glue 데이터 
권한 업그레이드

AWS Lake Formation권한을 통해 데이터 Lake Formation 권한 모델을 사용하여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에서 기존AWS Glue Data Catalog 객체 및 데이터 위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Lake Formation 권한 모델은 API 서비스 액세스를 위해 간결한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권한을 사용합니다. 이는 사용자 및 해당 서비스가 Lake Formation 기능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한합니다. 이에 비해 이AWS Glue 모델은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 IAM 권한을 통해 데이터 액세스를 부여합
니다. 전환하려면 이 안내서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Lake Formation 출입 통제 개요” (p. 253)을 참조하세요.

주제
• Lake Formation 권한 모델로의 업그레이드에 대해 (p. 24)
• 1단계: 사용자 및 역할의 기존 권한 목록 (p. 24)
• 2단계: 동일한 Lake Formation 권한 설정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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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사용자에게 레이크 포메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IAM 권한 부여 (p. 26)
• 4단계: 데이터 저장소를 Lake Formation 권한 모델로 전환 (p. 27)
• 5단계: 새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 확보 (p. 29)
• 6단계: 사용자에게 future 데이터 레이크 액세스를 위한 새로운 IAM 정책 제공 (p. 29)
• 7단계: 기존 IAM 정책 정리 (p. 30)

Lake Formation 권한 모델로의 업그레이드에 대해
이전 버전과의AWS Glue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모든 기존AWS Glue Data Catalog 리소스에 
대한Super 권한을IAMAllowedPrincipals 그룹에 부여하고, Use only IAM 액세스 제어 설정이 활성화된 
경우 새 Data Catalog 리소스에 대한Super 권한을 부여합니다.AWS Lake Formation 따라서 데이터 카탈로
그 리소스 및 Amazon S3 위치에 대한 액세스가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정책으로만 효
과적으로 제어됩니다. IAMAllowedPrincipals그룹에는 IAM 정책에 따라 Data Catalog 객체에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IAM 사용자 및 역할이 포함됩니다. Super권한을 통해 주도자는 권한이 부여된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에서 지원되는 모든 Lake Formation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Lake Formation을 사용하여 Lake Formation에 기존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의 위치를 등록하여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기존AWS Glue 데이터 카탈로그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에서 Lake 
Formation 권한을 사용하려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각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에 대한 사용자의 기존 IAM 권한을 확인하십시오.
2. Lake Formation 포메이션에서 이러한 권한을 복제하세요.
3. 데이터가 포함된 각 Amazon S3 위치에 대해:

a. 해당 위치를 참조하는 각 Data Catalog 리소스의IAMAllowedPrincipals 그룹Super 권한을 취소하
십시오.

b. Lake Formation 포메이션에 위치를 등록하세요.
4. 기존의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 IAM 정책을 정리합니다.

Important

데이터 카탈로그를 전환하는 동안 새 사용자를 추가하려면 이전과 같이 IAM에서 세분화된AWS 
Glue 권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 섹션에 설명된 대로 Lake Formation Formation에서 이러한 
권한을 복제해야 합니다. 새 사용자는 이 가이드에서 설명하는 간단한 IAM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경
우Super 권한이 부여된 모든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을 나열할 수IAMAllowedPrincipals 있
습니다. 또한 해당 리소스의 메타데이터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Lake Formation에 Amazon S3 
위치를 등록하지 않는 한 데이터 자체를 쿼리할 수 없습니다.

이 섹션의 단계에 따라 Lake Formation 권한 모델로 업그레이드하십시오. the section called “1단계: 기존 권
한 목록” (p. 24) 단원에서 시작합니다.

1단계: 사용자 및 역할의 기존 권한 목록
기존AWS Glue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에서AWS Lake Formation 권한을 사용하려면 먼저 사용자의 기존 
권한을 결정해야 합니다.

Important

시작하기 전에 에서 작업을 완료했는지 확인합니다시작하기 (p. 13).

주제
• API 작업 사용 (p. 25)
• AWS Management Console 사용 (p. 25)
• AWS CloudTrail 사용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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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작업 사용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ListPoliciesGrantingServiceAccessAPI 작업을 사용하여 각 보
안 주체 (사용자 또는 역할) 에 연결된 IAM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반환된 정책을 통해 보안 주체
에 부여되는 IAM 권한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각 보안 주체에 대해 개별적으로 API를 호출해야 합니다.

Example

다음AWS CLI 예에서는 사용자에게 첨부된 정책을 반환합니다glue_user1.

aws iam list-policies-granting-service-access --arn arn:aws:iam::111122223333:user/
glue_user1 --service-namespaces glue

이 명령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반환합니다.

{ 
    "PoliciesGrantingServiceAccess": [ 
        { 
            "ServiceNamespace": "glue", 
            "Policies": [ 
                { 
                    "PolicyType": "INLINE", 
                    "PolicyName": "GlueUserBasic", 
                    "EntityName": "glue_user1", 
                    "EntityType": "USER" 
                }, 
                { 
                    "PolicyType": "MANAGED", 
                    "PolicyArn": "arn:aws:iam::aws:policy/AmazonAthenaFullAccess", 
                    "PolicyName": "AmazonAthenaFullAccess" 
                } 
            ] 
        } 
    ], 
    "IsTruncated": false
}

AWS Management Console 사용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콘솔의 사용자 또는 역할 요약 페이지의 액세스 관리자 탭에서
도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https://console.aws.amazon.com/iam/에서 IAM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사용자 또는 역할을 선택합니다.
3. 목록에서 이름을 선택하여 요약 페이지를 연 다음 Access Advisor 탭을 선택합니다.
4. 각 정책을 검사하여 각 사용자에게 권한이 있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및 작업의 조합을 결정하십시오.

데이터 처리 작업에서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으므로 이 프로세스 중에는 사용자 외에도 
역할도 검사해야 합니다.

AWS CloudTrail 사용
기존 권한을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은 로그additionaleventdata 필드
에insufficientLakeFormationPermissions 항목이 포함된AWS Glue API 호출을 확인하는 것입니
다.AWS CloudTrail 이 항목은 사용자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Lake Formation 권한이 필요한 데이터
베이스 및 테이블을 나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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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데이터 액세스 로그이므로 전체 사용자 및 권한 목록을 생성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용자 
데이터 액세스 패턴을 캡처하려면 몇 주 또는 몇 개월과 같은 광범위한 시간 범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Trail사용 설명서의 CloudTrail이벤트 기록과 함께 이벤트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다음으로, 권한과 일치하도록 Lake Formation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AWS Glue 2단계: 동일한 Lake 
Formation 권한 설정 (p. 26)을 참조하세요.

2단계: 동일한 Lake Formation 권한 설정
에서1단계: 사용자 및 역할의 기존 권한 목록 (p. 24) 수집된 정보를 사용하여 권한과 일치하는AWS Lake 
Formation 권한을 부여합니다.AWS Glue 다음과 같은 메서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수행합니다.

• Lake Formation 콘솔 또는 를 사용하십시오AWS CLI.

the section called “데이터 카탈로그 권한 부여 및 취소” (p. 170)을 참조하세요.
• GrantPermissions또는BatchGrantPermissions API 작업을 사용하십시오.

권한 API (p. 299)을 참조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Lake Formation Lake Formation 허가서 개요  (p. 133)을 참조하세요.

Lake Formation 권한을 설정한 후 다음으로 진행하십시오3단계: 사용자에게 레이크 포메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IAM 권한 부여 (p. 26).

3단계: 사용자에게 레이크 포메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IAM 권한 부여
AWS Lake Formation권한 모델을 사용하려면 주도자에게 Lake Formation API에 대한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IAM에서 다음 정책을 생성하여 데이터 레이크에 액세스해야 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연결하십시오. 정책 이름
을 LakeFormationDataAccess로 지정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LakeFormationDataAccess", 
            "Effect": "Allow", 
            "Action": [ 
                "lakeformation:GetDataAccess" 
            ], 
            "Resource": "*" 
        } 
    ]
}

그런 다음 한 번에 한 데이터 위치씩 Lake Formation 권한으로 업그레이드하십시오. 4단계: 데이터 저장소를 
Lake Formation 권한 모델로 전환 (p. 27)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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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Lake Formation 권한 모델로 전환

4단계: 데이터 저장소를 Lake Formation 권한 모델로 
전환
한 번에 한 데이터 위치씩 Lake Formation 권한으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이렇게 하려면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참조하는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경로들을 등록할 때까지 이 섹션 전체를 반복합니
다.

주제
• Lake Formation 권한 확인 (p. 27)
• 기존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 보호 (p. 28)
• Amazon S3 위치에 Lake Formation 권한을 활성화합니다. (p. 28)

Lake Formation 권한 확인
위치를 등록하기 전에 확인 단계를 수행하여 올바른 주도자에게 필요한 Lake Formation 권한이 있는지, 
Lake Formation 권한이 없어야 하는 주도자에게는 Lake Formation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
오. Lake FormationGetEffectivePermissionsForPath API 작업을 사용하여 Amazon S3 위치를 참조
하는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와 해당 리소스에 대한 권한이 있는 보안 주체를 식별합니다.

다음AWS CLI 예제는 Amazon S3 버킷을 참조하는 데이터 카탈로그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을 반환합니
다products.

aws lakeformation get-effective-permissions-for-path --resource-arn arn:aws:s3:::products 
 --profile datalake_admin

profile옵션을 기록해 두십시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로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반환된 결과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 
        "PermissionsWithGrantOption": [ 
            "SELECT" 
        ], 
        "Resource": { 
            "TableWithColumns": { 
                "Name": "inventory_product", 
                "ColumnWildcard": {}, 
                "DatabaseName": "inventory" 
            } 
        }, 
        "Permissions": [ 
            "SELECT" 
        ], 
        "Principal": { 
            "DataLakePrincipalIdentifier": "arn:aws:iam::111122223333:user/datalake_user1", 
            "DataLakePrincipalType": "IAM_USER" 
        } 
 },...
 

Important

AWS Glue데이터 카탈로그가 암호화된 경우 Lake Formation 정식 출시 이후에 생성되거나 수정된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만GetEffectivePermissionsForPath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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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Lake Formation 권한 모델로 전환

기존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 보호
그런 다음 해당 위치로IAMAllowedPrincipals 식별한 각 테이블과 데이터베이스에서Super 권한을 취소
합니다.

Warning

데이터 카탈로그에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을 생성하는 자동화가 적용된 경우 다음 단계를 수행하
면 자동화 및 다운스트림 ETL (추출, 변환 및 로드) 작업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기존 프로세스를 수
정하거나 필요한 주도자에게 명시적인 Lake Formation 권한을 부여한 후에만 진행하십시오. Lake 
Formation 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the section called “Lake Formation 권한 참
조” (p. 189).

SuperIAMAllowedPrincipals테이블에서 취소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 에서AWS Lake 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데이터 레이
크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2. 탐색 창에서 테이블(Tables)을 선택합니다.
3. 테이블 페이지에서 원하는 테이블 옆에 있는 라디오 버튼을 선택합니다.
4. 조치 메뉴에서 취소를 선택합니다.
5. 권한 취소 대화 상자의 IAM 사용자 및 역할 목록에서 그룹 제목까지 아래로 스크롤하여 IAM을 선택합니

다AllowedPrincipals.
6. 테이블 권한에서 Super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취소를 선택합니다.

SuperIAMAllowedPrincipals데이터베이스에서 취소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 에서AWS Lake 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데이터 레이
크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2. 탐색 창에서 Databases(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3.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에서 원하는 데이터베이스 옆에 있는 라디오 버튼을 선택합니다.
4. [Actions] 메뉴에서 [Edit]을 선택합니다.
5. 데이터베이스 편집 페이지에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새 테이블에 대해 IAM 액세스 제어만 사용을 선택 취

소한 다음 저장을 선택합니다.
6. 데이터베이스 페이지로 돌아가서 데이터베이스가 여전히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작업 메뉴에서 

취소를 선택합니다.
7. 권한 취소 대화 상자의 IAM 사용자 및 역할 목록에서 그룹 제목까지 아래로 스크롤하여 IAM을 선택합니

다AllowedPrincipals.
8. 데이터베이스 권한에서 Super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취소를 선택합니다.

Amazon S3 위치에 Lake Formation 권한을 활성화합니다.
다음으로 Lake Formation Formation에 Amazon S3 위치를 등록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에 설명된 
프로세스를 사용할 수Amazon S3 위치를 데이터 레이크에 추가 (p. 102) 있습니다. 또는 에 설명된 대
로RegisterResource API 작업을 사용하십시오자격 증명 벤딩 API (p. 300).

Note

부모 위치가 등록된 경우 자녀 위치를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단계를 완료하고 사용자가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면 Lake Formation 권한으로 성공적으
로 업그레이드된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5단계: 새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 확보 (p. 29)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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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새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 확보

5단계: 새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 확보
다음으로 기본 데이터 카탈로그 설정을 변경하여 새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를 모두 보호하십시오. 새 데이
터베이스 및 테이블에 대해 IAM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액세스 제어만 사용하는 옵션
을 끕니다.

Warning

데이터 카탈로그에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을 생성하는 자동화가 적용된 경우 다음 단계를 수행하
면 자동화 및 다운스트림 ETL (추출, 변환 및 로드) 작업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기존 프로세스를 수
정하거나 필요한 주도자에게 명시적인 Lake Formation 권한을 부여한 후에만 진행하십시오. Lake 
Formation 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the section called “Lake Formation 권한 참
조” (p. 189).

기본 데이터 카탈로그 설정을 변경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 에서AWS Lake 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IAM 관리자 
사용자 (AdministratorAccessAWS관리형 정책을 사용하는 사용자Administrator 또는 다른 사
용자) 로 로그인합니다.

2. 탐색 창에서 설정(Settings)을 선택합니다.
3. 데이터 카탈로그 설정 페이지에서 두 확인란을 모두 지운 다음 저장을 선택합니다.

다음 단계는 향후 사용자에게 추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6단
계: 사용자에게 future 데이터 레이크 액세스를 위한 새로운 IAM 정책 제공 (p. 29)을 참조하세요.

6단계: 사용자에게 future 데이터 레이크 액세스를 위한 
새로운 IAM 정책 제공
future 사용자에게 추가 Data Catalog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려면 다음과 
같은 간략한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인라인 정책을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정책 
이름을 GlueFullReadAccess로 지정합니다.

Important

데이터 카탈로그의 모든 데이터베이스 및SuperIAMAllowedPrincipals 테이블에서 취소하기 
전에 이 정책을 사용자에게 연결하면 해당 사용자는 권한이 부여된 모든 리소스의 모든 메타데이터
를 볼 수IAMAllowedPrincipals 있습니다.Super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GlueFullReadAccess", 
            "Effect": "Allow", 
            "Action": [ 
                "lakeformation:GetDataAccess", 
                "glue:GetTable", 
                "glue:GetTables", 
                "glue:SearchTables", 
                "glue:GetDatabase", 
                "glue:GetDatabases", 
                "glue:GetPartitions" 
            ], 
            "Resourc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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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기존 IAM 정책 정리

Note

이 단계와 이전 단계에서 지정한 인라인 정책에는 최소 IAM 권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
크 관리자, 데이터 분석가 및 기타 개인을 위한 권장 정책은 을 참조하십시오Lake Formation 페르소
나 및 IAM 권한 참조 (p. 285).

다음으로 진행하십시오7단계: 기존 IAM 정책 정리 (p. 30).

7단계: 기존 IAM 정책 정리
AWS Lake Formation권한을 설정하고 간략한 액세스 제어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정
책을 생성하여 연결한 후 다음 마지막 단계를 완료하세요.

• Lake Formation에서 복제했던 이전의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 IAM 정책을 사용자, 그룹 및 역할에서 제거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보안 주체가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데이터에 더 이상 액세스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Lake Formation을 통해 해당 보안 주체에 대한 데이터 레이크 액세스를 완전히 관
리할 수 있습니다.

AWS Lake Formation 및 인터페이스 VPC 엔드포인
트(AWS PrivateLink)

Amazon VPC란 사용자가 정의한 가상 네트워크에서 AWS 리소스를 시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AWS 서비스
입니다. VPC가 있으면 IP 주소 범위, 서브넷, 라우팅 테이블,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등 네트워크 설정을 제어
할 수 있습니다.

Amazon Virtual Private Cloud (Amazon VPC) 를 사용하여AWS 리소스를 호스트하는 경우, VPC와 Lake 
Formation 간에 프라이빗 연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연결을 사용하면 Lake Formation Formation이 퍼블
릭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 VPC의 리소스와 통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VPC 종단점을 생성하여 VPC와 AWS Lake Formation 간에 프라이빗 연결을 설정할 수 있습
니다.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는 인터넷 게이트웨이 AWS PrivateLink, NAT 디바이스, VPN 연결 또는AWS 
Direct Connect 연결 없이 비공개로 Lake Formation API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로 구동됩니
다. VPC의 인스턴스는 Lake Formation API와 통신하는 데 퍼블릭 IP 주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VPC와 
Lake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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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ke Formation VPC
Lake Formation Formation에 대한 인터페이스 VPC 엔드포인트를 설정하기 전에 Amazon VPC 사용 설명서
에서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 사용

Lake Formation Formation은 VPC 모든 API 작업에 대한 호출 수행을 지원합니다. Lake Formation 
Formation과 Amazon VPC 엔드포인트를 둘 다AWS 리전 지원하는 모든

Lake Formation에 대한 인터페이스
Amazon VPC 콘솔이나AWS Command Line Interface (AWS CLI) 를 사용하여 Lake Formation 서비스에 대
한 VPC 엔드포인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VPC 사용 설명서의 인터페이스 엔드포
인트 생성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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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 Formation에 대한 VPC

다음 서비스 이름을 사용하여 Lake Formation Formation에 대한 VPC 엔드포인트를 생성합니다.

• com.amazonaws.region.lakeformation

엔드포인트에 대한 프라이빗 DNS를 활성화하면, 리전에서 기본 DNS 이름을 사용하여 Lake Formation 
Formation에 대한 API 요청을 생성할 수lakeformation.us-east-1.amazonaws.com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VPC 사용 설명서의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를 통해 서비스 액세스를 참조하세요.

Lake Formation에 대한 VPC
Lake Formation Formation은 VPC VPC 단점 정책은 엔드포인트를 만들거나 수정 시 엔드포인트를 만들거나 
수정 시 엔드포인트에 연결하는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리소스 정책입니다.

Lake Formation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는 VPC 엔드포인트에 엔드포인트 정책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정
책은 다음 정보를 지정합니다.

•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보안 주체.
• 수행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 태스크를 수행할 있는 리소스.

자세한 정보는 Amazon VPC 사용 설명서의 VPC 엔드포인트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참조하세
요.

예제: Lake Formation 작업에 대한 VPC

다음은 레이크 포메이션의 VPC 엔드포인트 정책 예시에서는 Lake Formation 권한을 사용한 자격 증명 벤딩
을 허용합니다. 이 정책을 사용하여 Amazon Redshift 클러스터 또는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클러스터에서 
Lake Formation 권한을 사용하여 쿼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Amazon EMR

{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lakeformation:GetDataAccess", 
            "Resource": "*", 
            "Principal": "*" 
        } 
    ]
}

Note

엔드포인트를 생성할 때 정책을 연결하지 않으면 서비스에 대한 모든 액세스를 허용하는 기본 정책
이 추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VPC 설명서에서 다음 주제를 참조하세요.

• Amazon VPC란 무엇인가?
•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 생성
• VPC

Lake Formation VPC
Lake Formation Formation에 대한 인터페이스 VPC 엔드포인트를 설정하기 전에 Amazon VPC 사용 설명서
에서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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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 Formation VPC

Lake Formation Formation은 VPC 모든 API 작업에 대한 호출 수행을 지원합니다. Lake Formation 
Formation과 Amazon VPC 엔드포인트를 둘 다AWS 리전 지원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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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습서
다음 자습서는 세 가지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AWS Lake Formation 다음을 사용하여 데이터 레이크를 구
축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레이크를 공유하고,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step-by-step 지침을 제공합니
다.

1. 데이터 레이크 구축 및 데이터 수집: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고 블루프린트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이동, 저
장, 카탈로그 작성, 정리 및 구성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또한 관리되는 테이블을 설정하는 방법도 배우
게 됩니다. 관리 테이블은 원자적이고 일관되고 격리되고 내구성 있는 (ACID) 트랜잭션을 지원하는 새로
운 Amazon S3 테이블 유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의 단계를 완료해야Lake Formation 시작하기 (p. 13) 합니다.
• AWS CloudTrail소스에서 데이터 레이크 생성 (p. 34)

자체CloudTrail 로그를 데이터 소스로 사용하여 첫 번째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고 로드하세요.
• 레이크 포메이션의 JDBC 소스에서 데이터 Lake Formation (p. 41)

JDBC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소 (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를 데이터 소스로 사용하
여 데이터 레이크를 생성합니다.

2. 데이터 레이크 보안: 태그 기반 및 행 수준 액세스 제어를 사용하여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액세스를 효과
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 Lake Formation 포메이션에서 오픈 테이블 스토리지 형식에 대한 권한 설정 (p. 50)

이 튜토리얼은 레이크 포메이션에서 오픈 소스 트랜잭션 테이블 형식 (아파치 아이스버그, 아파치 후디, 
리눅스 파운데이션 델타 레이크 테이블) 에 대한 권한을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를 사용한 데이터 레이크 관리 (p. 60)

Lake Formation의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를 사용하여 데이터 레이크 내의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
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 행 수준 액세스 제어를 통한 데이터 레이크 보호 (p. 75)

Lake Formation의 데이터 규정 준수 및 거버넌스 정책에 따라 특정 행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는 
행 수준 권한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3. 데이터 공유: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 (TBAC)AWS 계정 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서로 공
유되는 데이터세트에 대한 세분화된 권한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AWS 계정.
•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 및 명명된 리소스를 사용하여 데이터 레이크 공유 (p. 84)

이 튜토리얼에서는 Lake Formation을AWS 계정 사용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는 방법을 배웁니
다.

• Lake Formation 세분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p. 97)

이 튜토리얼에서는 Lake Formation Formation을 사용하여 여러AWS 계정 데이터세트를 관리할 때 빠
르고 쉽게 데이터세트를 공유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AWS Organizations.

주제
• AWS CloudTrail소스에서 데이터 레이크 생성 (p. 34)
• 레이크 포메이션의 JDBC 소스에서 데이터 Lake Formation (p. 41)
• Lake Formation 포메이션에서 오픈 테이블 스토리지 형식에 대한 권한 설정 (p. 50)
•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를 사용한 데이터 레이크 관리 (p. 60)
• 행 수준 액세스 제어를 통한 데이터 레이크 보호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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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loudTrail소스에서 데이터 레이크 생성

•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 및 명명된 리소스를 사용하여 데이터 레이크 공유 (p. 84)
• Lake Formation 세분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p. 97)

AWS CloudTrail소스에서 데이터 레이크 생성
이 자습서에서는 Lake Formation 콘솔에서AWS CloudTrail 소스에서 첫 번째 데이터 레이크를 생성하고 로
드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작업을 안내합니다.

데이터 레이크를 생성하기 위한 고수준 단계

1.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경로를 데이터 레이크로 등록합니다.
2. Lake Formation 포메이션에 데이터 카탈로그와 데이터 레이크의 Amazon S3 위치에 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여 Data Catalog의 메타데이터 테이블을 구성합니다.
4. 블루프린트를 사용하여 워크플로를 만드세요. 워크플로를 실행하여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합

니다.
5. Lake Formation 권한을 설정하여 다른 사용자가 데이터 카탈로그와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6. Amazon Athena를 설정하여 Amazon S3 데이터 레이크로 가져온 데이터를 쿼리하도록 합니다.
7. 일부 데이터 스토어 유형의 경우 Amazon Redshift Spectrum을 설정하여 Amazon S3 데이터 레이크로 

가져온 데이터를 쿼리할 수 있습니다.

주제
• 수강 대상 (p. 34)
• 사전 조건 (p. 35)
• 1단계: 데이터 분석가 사용자 생성 (p. 35)
• 2단계: 워크플로우 역할에AWS CloudTrail 로그 읽기 권한 추가 (p. 36)
• 3단계: 데이터 레이크용 Amazon S3 버킷 생성 (p. 36)
• 4단계: Amazon S3 경로 등록 (p. 36)
• 5단계: 데이터 위치 권한 부여 (p. 37)
• 6단계: 데이터 카탈로그에 데이터베이스 생성 (p. 37)
• 7단계: 데이터 권한 부여 (p. 37)
• 8단계: 블루프린트를 사용하여 워크플로우 생성 (p. 39)
• 9단계: 워크플로 실행 (p. 39)
• 10단계: 테이블에 선택 권한 부여 (p. 40)
• 11단계: 다음을 사용하여 데이터 레이크를 쿼리합니다.Amazon Athena (p. 40)

수강 대상
다음 표에는 이 자습서에서 데이터 레이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수강 대상

역할 설명

IAM 관리자 AWS관리형 정책 보유:AdministratorAccess. 
IAM 역할 및 Amazon S3 버킷을 생성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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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조건

역할 설명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데이터 카탈로그에 액세스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생
성하고, Lake Formation 권한을 다른 사용자에게 부
여할 수 있는 사용자입니다. IAM 관리자보다 IAM 권
한은 적지만 데이터 레이크를 관리하기에 충분합니
다.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레이크에 대해 쿼리를 실행할 수 있는 사용
자입니다. 쿼리를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만 있
습니다.

워크플로 역할 워크플로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IAM 정책을 포함하
는 역할.

사전 조건
시작하기 전:

• 에서 태스크를 완료했는지 확인합니다Lake Formation 시작하기 (p. 13).
• CloudTrail 로그 위치를 파악하세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에 익숙하다고 가정합니다. IAM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
용 설명서 를 참조하세요.

1단계: 데이터 분석가 사용자 생성
이 사용자는 데이터 레이크를 쿼리할 수 있는 최소 권한 집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1. https://console.aws.amazon.com/iam에서 IAM 콘솔을 엽니다. 생성한 관리자 사용자관리 사용자 생
성 (p. 14) 또는AdministratorAccessAWS 관리형 정책을 사용하는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다음 설정을datalake_user 사용하여 이름이 지정된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 AWS Management Console액세스를 활성화합니다.
• 암호를 설정하면 암호를 재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AmazonAthenaFullAccessAWS관리형 정책을 연결합니다.
• 다음 인라인 정책을 연결합니다. 정책 이름을 DatalakeUserBasic로 지정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lakeformation:GetDataAccess", 
                "glue:GetTable", 
                "glue:GetTables", 
                "glue:SearchTables", 
                "glue:GetDatabase", 
                "glue:GetDatabases", 
                "glue:GetPartitions", 
                "lakeformation:GetResourceLFTags", 
                "lakeformation:ListLFTags", 
                "lakeformation:GetLFTag", 
                "lakeformation:SearchTablesByLF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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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워크플로우 역할에AWS 
CloudTrail 로그 읽기 권한 추가

                "lakeformation:SearchDatabasesByLFTags"                 
           ], 
            "Resource": "*" 
        } 
    ]
}

2단계: 워크플로우 역할에AWS CloudTrail 로그 읽기 권
한 추가
1. 다음 인라인 정책을 역할에 연결합니다LakeFormationWorkflowRole. 정책은AWS CloudTrail 로그

를 읽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정책 이름을 DatalakeGetCloudTrail로 지정합니다.

Important

<your-s3-cloudtrail-bucket> CloudTrail 데이터가 있는 Amazon S3 위치로 바꾸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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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역할에 연결된 세 가지 정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단계: 데이터 레이크용 Amazon S3 버킷 생성
데이터 레이크의 루트 위치가 될 Amazon S3 버킷을 생성합니다.

1. https://console.aws.amazon.com/s3/ 에서 Amazon S3 콘솔을 열고 생성한 관리자로관리 사용자 생
성 (p. 14) 로그인합니다.

2. Create bucket (Create bucket) 을 선택하고 마법사의 안내에 따라<yourName>-datalake-
cloudtrail, <yourName>는 첫 번째 이니셜과 성이라는 이름의 버킷을 생성합니다. 예: jdoe-
datalake-cloudtrail.

Amazon S3 버킷 생성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버킷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4단계: Amazon S3 경로 등록
Amazon S3 경로를 데이터 레이크의 루트 위치로 등록합니다.

1. Lake Formation 콘솔(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을 엽니다. Data Lake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2. 탐색 창의 등록 및 인제스트에서 데이터 레이크 위치를 선택합니다.
3. 위치 등록을 선택한 다음 찾아보기를 선택합니다.
4. 이전에 생성한<yourName>-datalake-cloudtrail 버킷을 선택하고 기본 IAM 역할

을AWSServiceRoleForLakeFormationDataAccess 수락한 다음 Register location (Register 
location)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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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데이터 위치 권한 부여

위치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Amazon S3 위치를 데이터 레이크에 추
가 (p. 102).

5단계: 데이터 위치 권한 부여
주도자는 데이터 레이크 위치에 대한 데이터 위치 권한이 있어야 해당 위치를 가리키는 Data Catalog 테이블
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가 데이터 수집 대상에 쓸 수 있도록 워크플로의 IAM 역
할에 데이터 위치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1. 탐색 창의 권한에서 데이터 위치를 선택합니다.
2. 허용을 선택하고 권한 부여 대화 상자에서 다음과 같이 선택합니다.

a. IAM 사용자 및 역할에서 선택하십시오LakeFormationWorkflowRole.
b. 스토리지 위치에서는<yourName>-datalake-cloudtrail 버킷을 선택합니다.

3. 권한 부여(Grant)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위치 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Underlying Data Access Control (p. 258).

6단계: 데이터 카탈로그에 데이터베이스 생성
Lake Formation 데이터 카탈로그의 메타데이터 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됩니다.

1. 탐색 창의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2.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선택하고 데이터베이스 세부 정보에서 이름을 입력합니

다lakeformation_cloudtrail.
3. 다른 필드는 비워 두고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선택합니다.

7단계: 데이터 권한 부여
Data Catalog에 메타데이터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워크플로는 역할과 함
께LakeFormationWorkflowRole 실행되므로 역할에 이러한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1. Lake Formation 콘솔의 탐색 창에 있는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2. lakeformation_cloudtrail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 다음 작업 드롭다운 목록에서 권한 제목 아래

에서 허용을 선택합니다.
3. 데이터 권한 부여 대화 상자에서 다음과 같이 선택합니다.

a. 주도자 아래에서 IAM 사용자 및 역할에 대해 선택합니다LakeFormationWorkflowRole.
b. LF-태그 또는 카탈로그 리소스에서 명명된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c. 데이터베이스의 경우lakeformation_cloudtrail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 데이터베이스 권한에서 테이블 생성, 변경 및 삭제를 선택하고 수퍼가 선택되어 있는 경우 선택을 

취소합니다.

이제 데이터 권한 부여 대화 상자가 다음 스크린샷과 같이 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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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데이터 권한 부여

4. 권한 부여(Grant)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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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블루프린트를 사용하여 워크플로우 생성

Lake Formation Formatio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Lake Formation 포메이션의 메타데이
터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 및 액세스 제어 (p. 252).

8단계: 블루프린트를 사용하여 워크플로우 생성
CloudTrail 로그를 읽고, 그 구조를 이해하고, 데이터 카탈로그에 적절한 테이블을 만들려면AWS Glue 크롤
러, 작업, 트리거 및 워크플로로 구성된 워크플로를 설정해야 합니다. 레이크 포메이션의 청사진은 이 과정을 
단순화합니다.

워크플로는 데이터를 검색하고 데이터 레이크로 수집하는 작업, 크롤러 및 트리거를 생성합니다. 미리 정의
된 Lake Formation 블루프린트 중 하나를 기반으로 워크플로를 생성합니다.

1. Lake Formation 콘솔의 탐색 창에서 블루프린트를 선택한 다음 블루프린트 사용을 선택합니다.
2. 블루프린트 사용 페이지의 블루프린트 유형에서 선택합니다 AWS CloudTrail.
3. 소스 가져오기에서 CloudTrail 소스 및 시작 날짜를 선택합니다.
4. 가져오기 대상에서 다음 매개변수를 지정합니다.

대상 데이터베이스 lakeformation_cloudtrail

대상 스토리지 위치 s3://<yourName>-datalake-cloudtrail

Data format(데이터 형식) Parquet

5. 가져오기 빈도를 보려면 Run on demand (Run on demand) 를 선택합니다.
6. 가져오기 옵션에서 다음 매개변수를 지정합니다.

워크플로 이름 lakeformationcloudtrailtest

IAM 역할 LakeFormationWorkflowRole

테이블 접두사 cloudtrailtest

Note

소문자여야 합니다.

7. [Create] 를 선택하고 콘솔에서 워크플로가 성공적으로 생성되었다고 보고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Tip

다음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었나요?
User: arn:aws:iam::<account-id>:user/<datalake_administrator_user>
is not authorized to perform: iam:PassRole on 
resource:arn:aws:iam::<account-id>:role/LakeFormationWorkflowRole...
그렇다면 <account-id>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사용자에 대한 인라인 정책을 유효한AWS 계정 
번호로 교체했는지 확인하십시오.

9단계: 워크플로 실행
워크플로를 로 지정했으므로 워크플로를 수동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run-on-demand

• 블루프린트 페이지에서lakeformationcloudtrailtest 워크플로를 선택하고 액션 메뉴에서 시작
을 선택합니다.

워크플로가 실행되면 마지막 실행 상태 열에서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씩 새로 고침 버튼을 선
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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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단계: 테이블에 선택 권한 부여

상태는 [실행 중] 에서 [검색 중], [가져오기], [완료] 로 바뀝니다.

워크플로가 완료되면

• 데이터 카탈로그에는 새 메타데이터 테이블이 있습니다.
• CloudTrail 로그가 데이터 레이크에 수집됩니다.

워크플로가 실패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a. 워크플로를 선택하고 작업 메뉴에서 그래프 보기를 선택합니다.

워크플로우가AWS Glue 콘솔에서 열립니다.
b. 워크플로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록(History)] 탭을 선택합니다.
c. 기록에서 가장 최근 실행을 선택하고 실행 세부 정보 보기를 선택합니다.
d. 동적 (런타임) 그래프에서 실패한 작업 또는 크롤러를 선택하고 오류 메시지를 검토합니다. 장애가 

발생한 노드는 빨간색 또는 노란색입니다.

10단계: 테이블에 선택 권한 부여
데이터 분석가가 테이블이 가리키는 데이터를 쿼리할 수 있도록 새 데이터 카탈로그 테이블에 대한SELECT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Note

워크플로는 만든 테이블에 대한SELECT 권한을 해당 워크플로를 실행한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부여
합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가 이 워크플로를 실행했으므로 데이터SELECT 분석가에게 권한을 부
여해야 합니다.

1. Lake Formation 콘솔의 탐색 창에 있는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2. lakeformation_cloudtrail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 다음 작업 드롭다운 목록에서 권한 제목 아래

에서 허용을 선택합니다.
3. 데이터 권한 부여 대화 상자에서 다음과 같이 선택합니다.

a. 주도자 아래에서 IAM 사용자 및 역할에 대해 선택합니다datalake_user.
b. LF-태그 또는 카탈로그 리소스에서 명명된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c. 데이터베이스의 경우lakeformation_cloudtrail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

다.
d. 테이블에서 을 선택합니다cloudtrailtest-cloudtrail.
e. 테이블 및 열 권한에서 선택을 선택합니다.

4. 권한 부여(Grant)를 선택합니다.

다음 단계는 데이터 분석가로서 수행됩니다.

11단계: 다음을 사용하여 데이터 레이크를 쿼리합니
다.Amazon Athena
Amazon Athena콘솔을 사용하여 데이터 레이크의 CloudTrail 데이터를 쿼리합니다.

1. https://console.aws.amazon.com/athena/ 에서 Athena 콘솔을 열고 데이터 분석가, 사용자
로datalake_user 로그인합니다.

2. 필요한 경우 Get Started를 선택하여 Athena 쿼리 편집기로 계속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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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BC 소스에서 데이터 레이크 생성

3. Data source(데이터 원본)에 AwsDataCatalog을 선택합니다.
4. Database(데이터베이스)에서 lakeformation_cloudtrail를 선택합니다.

테이블 목록이 채워집니다.
5. 테이블 옆에 있는 오버플로 메뉴 (가로로 정렬된 점 3개) 에서 테이블cloudtrailtest-cloudtrail

미리 보기를 선택한 다음 실행을 선택합니다.

쿼리가 실행되고 10개의 데이터 행이 표시됩니다.

이전에 Athena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 먼저 Athena 콘솔에서 쿼리 결과를 저장할 Amazon S3 위치를 
구성해야 합니다. 선택한 Amazon S3 버킷에 액세스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datalake_user 있어야 합
니다.

Note

자습서를 완료했으니 이제 조직의 주도자에게 데이터 권한 및 데이터 위치 권한을 부여하십시오.

레이크 포메이션의 JDBC 소스에서 데이터 Lake 
Formation

이 자습서에서는 Lake Formation을 사용하여 JDBC 소스에서 첫 번째 데이터 레이크를 생성하고 로드하기 
위해AWS Lake Formation 콘솔에서 수행하는 단계를 안내합니다.

주제
• 수강 대상 (p. 41)
• JDBC 자습서 사전 요구 사항 (p. 42)
• 1단계: 데이터 분석가 사용자 생성 (p. 42)
• 2단계: 다음에 연결 만들기AWS Glue (p. 43)
• 3단계: 데이터 레이크용 Amazon S3 버킷 생성 (p. 43)
• 4단계: Amazon S3 경로 등록 (p. 44)
• 5단계: 데이터 위치 권한 부여 (p. 44)
• 6단계: 데이터 카탈로그에 Database 생성 (p. 44)
• 7단계: 데이터 권한 부여 (p. 44)
• 8단계: 블루프린트를 사용하여 워크플로우 생성 (p. 45)
• 9단계: 워크플로우 실행 (p. 46)
• 10단계: 테이블에 선택 권한 부여 (p. 46)
• 11단계: 다음을 사용하여 데이터 레이크 쿼리Amazon Athena (p. 47)
• 12단계: Amazon Redshift Spectrum 데이터를 쿼리합니다. (p. 47)
• 13단계: Amazon Redshift Spectrum 스펙트럼을 사용하여 Lake Formation 권한 부여 또는 취

소 (p. 50)

수강 대상
다음 표에는 이 AWS Lake FormationJDBC 자습서에서 (p. 41) 사용되는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역할 설명

IAM 관리자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사
용자와 역할, Amazon Simple Simple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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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조건

역할 설명
Service (Amazon S3) 버킷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AdministratorAccessAWS관리형 정책이 있습
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데이터 카탈로그에 액세스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생
성하고, Lake Formation 권한을 다른 사용자에게 부
여할 수 있는 사용자입니다. IAM 관리자보다 IAM 권
한은 적지만 데이터 레이크를 관리하기에 충분합니
다.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레이크에 대해 쿼리를 실행할 수 있는 사용
자입니다. 쿼리를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만 있
습니다.

워크플로우 역할 워크플로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IAM 정책이 있는 역
할입니다.

자습서를 완료하기 위한 사전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JDBC 자습서 사전 요구 사
항 (p. 42).

JDBC 자습서 사전 요구 사항
AWS Lake FormationJDBC 자습서를 (p. 41) 시작하기 전에 다음을 완료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Lake Formation 시작하기 (p. 13)의 작업을 완료합니다.
• 자습서에 사용할 JDBC로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소를 결정하십시오.
• JDBC 유형의AWS Glue 연결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 Data Catalog 객체에는 데이터 

스토어의 URL, 로그인 자격 증명, 데이터 스토어가 Amazon VPC (가상 사설 클라우드) 에서 생성된 경우 
추가 VPC 관련 구성 정보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Glue개발자 안내서의AWS Glue 데이터 카
탈로그에서 연결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자습서에서는 사용자가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IAM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 를 참조하세요.

시작하려면 로 이동하세요the section called “1단계: 데이터 분석가 사용자 생성” (p. 42).

1단계: 데이터 분석가 사용자 생성
이 단계에서는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 분석가가 될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사용자를 
생성합니다AWS Lake Formation.

이 사용자는 데이터 레이크를 쿼리할 수 있는 최소 권한 집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1. https://console.aws.amazon.com/iam에서 IAM 콘솔을 엽니다. 생성한 관리자 사용자관리 사용자 생
성 (p. 14) 또는AdministratorAccessAWS 관리형 정책을 사용하는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다음 설정을datalake_user 사용하여 이름이 지정된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 AWS Management Console액세스를 활성화합니다.
• 암호를 설정하면 암호를 재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AmazonAthenaFullAccessAWS관리형 정책을 첨부합니다.
• 다음 인라인 정책을 연결합니다. 정책 이름을 DatalakeUserBasic로 지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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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다음에 연결 만들기AWS Glue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lakeformation:GetDataAccess", 
                "glue:GetTable", 
                "glue:GetTables", 
                "glue:SearchTables", 
                "glue:GetDatabase", 
                "glue:GetDatabases", 
                "glue:GetPartitions", 
                "lakeformation:GetResourceLFTags", 
                "lakeformation:ListLFTags", 
                "lakeformation:GetLFTag", 
                "lakeformation:SearchTablesByLFTags", 
                "lakeformation:SearchDatabasesByLFTags"                 
           ], 
            "Resource": "*" 
        } 
    ]
}

2단계: 다음에 연결 만들기AWS Glue
Note

JDBC 데이터 소스에 이미AWS Glue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 단계를 건너뛰십시오.

AWS Lake FormationAWS Glue연결을 통해 JDBC 데이터 소스에 액세스합니다. 연결은 데이터 소스에 연결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된 Data Catalog객입니다. AWS Glue콘솔을 사용하여 연결을 생성할 수 있
습니다.

연결 생성

1. 에서AWS Gluehttps://console.aws.amazon.com/glue/ 콘솔을 열고 에서 생성한 관리자로관리 사용자 생
성 (p. 14) 로그인합니다.

2. 탐색 창의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연결을 선택합니다.
3. 연결 페이지에서 연결 추가를 선택합니다.
4. 연결 속성 설정 페이지에서 연결 이름을 입력하고datalake-tutorial 연결 유형으로 JDBC를 선택합

니다. 이후 다음을 선택합니다.
5. 연결 마법사를 계속 실행하고 연결을 저장합니다.

연결을 만드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AWS Glue개발자 안내서의AWS Glue 콘솔에서의 연결 작업을 참조
하십시오.

3단계: 데이터 레이크용 Amazon S3 버킷 생성
이 단계에서는 데이터 레이크의 루트 위치가 될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버킷을 생성합니다.

1. https://console.aws.amazon.com/s3/ 에서 Amazon S3 콘솔을 열고 생성한 관리자로관리 사용자 생
성 (p. 14) 로그인합니다.

2. Create bucket (Create bucket) 을 선택하고 마법사의 안내에 따라<yourName>-datalake-
tutorial, <yourName>는 첫 번째 이니셜과 성이라는 이름의 버킷을 생성합니다. 예: jdoe-
datalake-tut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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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Amazon S3 경로 등록

Amazon S3 버킷 생성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S3 버킷 정책을 생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사용 설명서 를 참조하세요.

4단계: Amazon S3 경로 등록
이 단계에서는 Amazon Simple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경로를 데이터 레이크의 루트 위치로 
등록합니다.

1. Lake Formation 콘솔(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을 엽니다. Data 관리자로 로그인
합니다.

2. 탐색 창의 등록 및 인제스트에서 데이터 레이크 위치를 선택합니다.
3. 위치 등록을 선택한 다음 찾아보기를 선택합니다.
4. 이전에 생성한<yourName>-datalake-tutorial 버킷을 선택하고 기본 IAM 역할

을AWSServiceRoleForLakeFormationDataAccess 수락한 다음 Register location (Register 
location) 를 선택합니다.

위치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Amazon S3 위치를 데이터 레이크에 추
가 (p. 102).

5단계: 데이터 위치 권한 부여
주도자는 데이터 레이크 위치에 대한 데이터 위치 권한이 있어야 해당 위치를 가리키는 Data Catalog 테이블
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가 데이터 수집 대상에 쓸 수 있도록 워크플로의 IAM 역
할에 데이터 위치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1. Lake Formation 콘솔의 탐색 창에 있는 권한에서 데이터 위치를 선택합니다.
2. 허용을 선택하고 권한 부여 대화 상자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IAM 사용자 및 역할에서 선택하십시오LakeFormationWorkflowRole.
b. 스토리지 위치에서는<yourName>-datalake-tutorial 버킷을 선택합니다.

3. 권한 부여(Grant)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위치 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Underlying Data Access Control (p. 258).

6단계: 데이터 카탈로그에 Database 생성
Lake Formation 데이터 카탈로그의 메타데이터 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됩니다.

1. Lake Formation 콘솔의 탐색 창에 있는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2.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선택하고 데이터베이스 세부 정보에서 이름을 입력합니

다lakeformation_tutorial.
3. 다른 필드는 비워 두고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선택합니다.

7단계: 데이터 권한 부여
Data Catalog에 메타데이터 테이블을 생성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워크플로는 역할과 함
께LakeFormationWorkflowRole 실행되므로 역할에 이러한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1. Lake Formation 콘솔의 탐색 창에 있는 권한에서 데이터 레이크 권한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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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블루프린트를 사용하여 워크플로우 생성

2. 허용을 선택하고 데이터 권한 부여 대화 상자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주도자 아래에서 IAM 사용자 및 역할에 대해 선택합니다LakeFormationWorkflowRole.
b. LF-태그 또는 카탈로그 리소스에서 명명된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c.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이전에 생성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lakeformation_tutorial.
d. 데이터베이스 권한에서 테이블 생성, 변경 및 삭제를 선택하고 수퍼가 선택되어 있는 경우 선택을 

취소합니다.
3. 권한 부여(Grant)를 선택합니다.

Lake Formation Forma권한 부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Lake Formation 포메이션의 메
타데이터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 및 액세스 제어 (p. 252).

8단계: 블루프린트를 사용하여 워크플로우 생성
AWS Lake Formation워크플로는 데이터를 검색하고 데이터 레이크로 수집하는AWS Glue 작업, 크롤러 및 
트리거를 생성합니다. 미리 정의된 Lake Formation 블루프린트 중 하나를 기반으로 워크플로를 생성합니다.

1. Lake Formation 콘솔의 탐색 창에서 블루프린트를 선택한 다음 블루프린트 사용을 선택합니다.
2. 블루프린트 사용 페이지의 블루프린트 유형에서 데이터베이스 스냅샷을 선택합니다.
3. 원본 가져오기에서 데이터베이스 연결에서 방금 만든 연결을 선택하거나 데이터 원본의 기존 연결을 선

택합니다.datalake-tutorial
4. 소스 데이터 경로에 데이터를 인제스트할 경로를 양식에 입력합니

다<database>/<schema>/<table>.

스키마나 테이블을 백분율 (%) 와일드카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스키마를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database>/<schema>/%를 입력하여 <schema>내부의 모든 테이블과 일치시킵니다<database>. 
Oracle 데이터베이스 및 MySQL 경로에서 스키마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database>/%를 입력하
십시오. Oracle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database>SID (시스템 식별자) 입니다.

예를 들어, Oracle 데이터베이스의 SID가orcl SID인 경우 JDCB 연결에서 지정한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테이블과orcl/% 일치하도록 입력하십시오.

Important

이 필드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5. 가져오기 대상에서 다음 매개변수를 지정합니다.

대상 데이터베이스 lakeformation_tutorial

대상 스토리지 위치 s3://<yourName>-datalake-tutorial

Data format(데이터 형식) (쪽모이 세공 마루 또는 CSV 선택)

6. 가져오기 빈도를 보려면 Run on demand (Run on demand) 를 선택합니다.
7. 가져오기 옵션에서 다음 매개변수를 지정합니다.

워크플로 이름 lakeformationjdbctest

IAM 역할 LakeFormationWorkflowRole

테이블 접두사 jdbctest

Note

소문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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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단계: 워크플로우 실행

8. [Create] 를 선택하고 콘솔에서 워크플로가 성공적으로 생성되었다고 보고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Tip

다음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었습니까?
User: arn:aws:iam::<account-id>:user/<datalake_administrator_user>
is not authorized to perform: iam:PassRole on 
resource:arn:aws:iam::<account-id>:role/LakeFormationWorkflowRole...
그렇다면 <account-id>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사용자에 대한 인라인 정책을 유효한AWS 계정 
번호로 교체했는지 확인하십시오.

9단계: 워크플로우 실행
워크플로를 로 지정했으므로 에서 수동으로 워크플로를 시작해야 합니다AWS Lake Formation.run-on-
demand

1. Lake Formation 콘솔의 블루프린트 페이지에서 워크플로를 선택합니다lakeformationjdbctest.
2. [동작] 을 선택한 다음 [시작] 을 선택합니다.
3. 워크플로가 실행되면 마지막 실행 상태 열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끔 새로 고침 버튼을 

선택합니다.

상태는 [실행 중] 에서 [검색 중], [가져오기], [완료] 로 바뀝니다.

워크플로가 완료되면

• 데이터 카탈로그에 새 메타데이터 테이블이 있습니다.
• 데이터는 데이터 레이크에 수집됩니다.

워크플로가 실패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a. 워크플로를 선택합니다. 동작을 선택한 다음 그래프 보기를 선택합니다.

워크플로우가AWS Glue 콘솔에서 열립니다.
b. 워크플로를 선택하고 기록 탭을 선택합니다.
c. 가장 최근 실행을 선택하고 실행 세부 정보 보기를 선택합니다.
d. 동적 (런타임) 그래프에서 실패한 작업 또는 크롤러를 선택하고 오류 메시지를 검토합니다. 장애가 

발생한 노드는 빨간색 또는 노란색입니다.

10단계: 테이블에 선택 권한 부여
데이터 분석가가 테이블이 가리키는 데이터를 쿼리할 수AWS Lake Formation 있도록 새 Data Catalog 테이
블에 대한SELECT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Note

워크플로는 자신이 만든 테이블에 대한SELECT 권한을 해당 워크플로를 실행한 사용자에게 자동으
로 부여합니다. Data Lake 관리자가 이 워크플로를 실행했으므로 데이터SELECT 분석가에게 권한
을 부여해야 합니다.

1. Lake Formation 콘솔의 탐색 창에 있는 권한에서 데이터 레이크 권한을 선택합니다.
2. 허용을 선택하고 데이터 권한 부여 대화 상자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주도자 아래에서 IAM 사용자 및 역할에 대해 선택합니다datalake_user.
b. LF-태그 또는 카탈로그 리소스에서 명명된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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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단계: 다음을 사용하여 데이터 레이크 쿼리Amazon Athena

c.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을 선택합니다lakeformation_tutorial.

테이블 목록이 채워집니다.
d. Tab의 경우 데이터 원본에서 테이블을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e. 테이블 및 열 권한에서 선택을 선택합니다.

3. 권한 부여(Grant)를 선택합니다.

다음 단계는 데이터 분석가로서 수행됩니다.

11단계: 다음을 사용하여 데이터 레이크 쿼리Amazon 
Athena
Amazon Athena콘솔을 사용하여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를 쿼리합니다.

1. https://console.aws.amazon.com/athena/ 에서 Athena 콘솔을 열고 데이터 분석가, 사용자
로datalake_user 로그인합니다.

2. 필요한 경우 Get Started를 선택하여 Athena 쿼리 편집기로 계속 진행하십시오.
3. Data source(데이터 원본)에 AwsDataCatalog을 선택합니다.
4. Database(데이터베이스)에서 lakeformation_tutorial를 선택합니다.

테이블 목록이 채워집니다.
5. 테이블 중 하나 옆에 있는 팝업 메뉴에서 테이블 미리 보기를 선택합니다.

쿼리가 실행되고 10개의 데이터 행이 표시됩니다.

12단계: Amazon Redshift Spectrum 데이터를 쿼리합
니다.
Amazon Simple StorService (Amazon S3) 데이터 레이크로 가져온 데이터를 쿼리하도록 Amazon Redshift 
Spectrum (Amazon S3) 데이터 레이크로 가져온 데이터를 쿼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Amazon Redshift 클러
스터를 시작하고 Amazon S3 데이터를 쿼리하는 데 사용되는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역할을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이 역할에 쿼리하려는 테이블에 대한Select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런 다음 
Amazon Redshift 쿼리 편집기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마지막으로 Amazon Redshift 클러스터를 생성
하고 쿼리를 실행합니다.

관리자로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데이터 분석가로서 클러스터를 쿼리합니다.

Amazon Redshift Spectrum Data 를 참조하세요. Amazon Redshift Spectrum Query External Data 를 참조
하세요.

Amazon Redshift 쿼리를 실행할 권한을 설정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iam/에서 IAM 콘솔을 엽니다. 생성한 관리자 사용자관리 사용자 생
성 (p. 14) (사용자 이름Administrator) 또는AdministratorAccessAWS 관리형 정책을 사용하는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탐색 창에서 Policies(정책)을 선택합니다.

정책(Policies)을 처음으로 선택하는 경우 관리형 정책 소개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시작하기(Get 
Started)를 선택합니다.

3. [정책 생성(Create policy)]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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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JSON 탭을 선택합니다.
5. 다음 JSON 정책 문서를 붙여넣습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lakeformation:GetDataAccess", 
                "glue:GetTable", 
                "glue:GetTables", 
                "glue:SearchTables", 
                "glue:GetDatabase", 
                "glue:GetDatabases", 
                "glue:GetPartitions", 
                "lakeformation:GetResourceLFTags", 
                "lakeformation:ListLFTags", 
                "lakeformation:GetLFTag", 
                "lakeformation:SearchTablesByLFTags", 
                "lakeformation:SearchDatabasesByLFTags"                 
           ], 
            "Resource": "*" 
        } 
    ]
}

6. 작업이 완료되면 검토를 선택하여 정책을 검토합니다. 정책 검사기가 모든 구문 오류를 보고합니다.
7. 정책 검토 페이지에서 생성 중인 정책의 이름을RedshiftLakeFormationPolicy 입력합니다. 설

명을 입력합니다(선택 사항). 정책 요약을 검토하여 정책이 부여한 권한을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정책 
생성(Create policy)을 선택하여 작업을 저장합니다.

8. IAM 콘솔의 탐색 창에서 역할을 선택하고 역할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9. 신뢰할 수 있는 엔터티 선택(Select trusted entity)에서 AWS 서비스( service)를 선택합니다.
10. 이 역할을 맡을 Amazon Redshift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11. 서비스에 대해 Redshift Customizable(Redshift 사용자 지정) 사용 사례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다음: 

권한을 선택합니다.
12. 생성한 권한 정책을RedshiftLakeFormationPolicy 검색하고 목록에서 정책 이름 옆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13. 다음: 태그(Next: Tags)를 선택합니다.
14. 다음: 검토(Next: Review)를 선택합니다.
15. 역할 이름에 이름 RedshiftLakeFormationRole을 입력합니다.
16. (선택 사항) Role description(역할 설명)에 새 역할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17. 역할을 검토한 다음 역할 생성을 선택합니다.

Lake Formation Forma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할 테이블에 대한Select 권한 부여

1. Lake Formation 콘솔(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을 엽니다. Data 관리자로 로그인
합니다.

2. 탐색 창의 권한에서 데이터 레이크 권한을 선택한 다음 허용을 선택합니다.
3. 다음 정보를 제공합니다.

• IAM 사용자 및 역할의 경우 생성한 IAM 역할을 선택합니다RedshiftLakeFormationRole. 
Amazon Redshift 쿼리 편집기를 실행할 때 데이터에 대한 권한으로 이 IAM 역할을 사용합니다.

• Database(데이터베이스)에서 lakeformation_tutorial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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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목록이 채워집니다.
• 테이블의 경우 쿼리할 데이터 소스 내의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 테이블 선택 권한을 선택합니다.

4. 권한 부여(Grant)를 선택합니다.

Amazon Redshift Spectrum 설정하고 쿼리를 실행하려면

1. 에서 Amazon Redshift 콘솔을 엽니다https://console.aws.amazon.com/redshift. 사용자
로Administrator 로그인합니다.

2. 클러스터 생성(Create cluster)을 선택합니다.
3. 클러스터 생성 페이지에서 클러스터redshift-lakeformation-demo 식별자를 입력합니다.
4. 노드 유형으로 dc2.large를 선택합니다.
5. 아래로 스크롤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성에서 다음 매개 변수를 입력하거나 수락합니다.

• 관리자 사용자 이름:awsuser
• 관리자 사용자 암호:(Choose a password)

6. 클러스터 권한을 확장하고 사용 가능한 IAM 역할에서 을 선택합니다 RedshiftLakeFormationRole. 그런 
다음 Add IAM role(IAM 역할 추가)을 선택합니다.

7. 기본값인 5439가 아닌 다른 포트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추가 구성 옆의 기본값 사용 옵션을 끄십시오.
데이터베이스 구성 섹션을 확장하고 새 데이터베이스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8. 클러스터 생성(Create cluster)을 선택합니다.

클러스터 페이지가 로드됩니다.
9. 클러스터 상태가 Available (사용 가능) 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정기적으로 새로고침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10. 데이터 분석가에게 클러스터에 대해 쿼리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다음 단

계를 완료합니다.

a. https://console.aws.amazon.com/iam/ 에서 IAM 콘솔을 열고Administrator 사용자로 로그인합
니다.

b. 탐색 창에서 [Users] 를 선택하고 다음과 같은 관리형 정책을 사용자에게 연결합니
다datalake_user.

• AmazonRedshiftQueryEditor
• AmazonRedshiftReadOnlyAccess

11. Amazon Redshift 콘솔에서 로그아웃하고 사용자로 다시datalake_user 로그인합니다.
12. 왼쪽 수직 도구 모음에서 EDITOR 아이콘을 선택하여 쿼리 편집기를 열고 클러스터에 연결합니다. 데이

터베이스에 Connect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클러스터 이름을redshift-lakeformation-demo 선택
하고 생성한 데이터베이스 이름devawsuser,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Connect to 
database(데이터베이스에 연결)를 선택합니다.

Note

Connect 매개 변수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고 쿼리 편집기에서 다른 클러스터가 
이미 선택되어 있는 경우 연결 변경을 선택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연결 대화 상자를 엽니다.

13. 새 쿼리 1 텍스트 상자에 다음 명령문을 입력하고 실행하여 Lake 
Formationlakeformation_tutorial Formation의 데이터베이스를 Amazon Redshift 스키마 이름에 
매핑합니다redshift_jdbc.

Important

<account-id>유효한AWS 계정 번호와 <region>유효한AWS 지역 이름 (예:us-east-1) 으로 
바꾸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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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여 Lake Formation 권한 부여 또는 취소

create external schema if not exists redshift_jdbc from DATA CATALOG 
 database 'lakeformation_tutorial' iam_role 'arn:aws:iam::<account-id>:role/
RedshiftLakeFormationRole' region '<region>';

14. 스키마 선택 아래의 스키마 목록에서 redshift_jdbc를 선택합니다.

테이블 목록이 채워집니다. 쿼리 편집기에는 Lake Formation 데이터 레이크 권한이 부여된 테이블만 표
시됩니다.

15. 테이블 이름 옆에 있는 팝업 메뉴에서 데이터 미리 보기를 선택합니다.

Amazon Redshift Redshift는 처음 10개의 행을 반환합니다.

이제 권한이 있는 테이블과 열에 대해 쿼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13단계: Amazon Redshift Spectrum 스펙트럼을 사용
하여 Lake Formation 권한 부여 또는 취소
Amazon Redshift Redshift는 수정된 SQL 문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에 Lake Formation 권한을 
부여하고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진술은 기존 Amazon Redshift 명세서와 유사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Amazon Redshift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안내서의 GRANT 및 REVOKE를 참조하십시오.

Lake Formation 포메이션에서 오픈 테이블 스토리지 
형식에 대한 권한 설정

AWS Lake Formation아파치 아이스버그, 아파치 후디, 리눅스 파운데이션 델타 레이크와 같은 오픈 테이
블 포맷 (OTF) 에 대한 액세스 권한 관리를 지원합니다. 이 자습서에서는 심볼릭 링크 매니페스트 테이블을
AWS Glue Data Catalog 사용하여 Iceberg, Hudi 및 Delta Lake를 생성하고AWS Glue, Lake Formation을 사
용하여 세분화된 권한을 설정하고, Amazon Athena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쿼리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Note

AWS분석 서비스가 모든 트랜잭션 테이블 형식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른 AWS 
서비스와 함께 사용 (p. 274)을 참조하세요. 이 자습서에서는AWS Glue 작업만 사용하여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수동으로 새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자습서에는 빠른 설정을 위한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검토하고 필요에 
맞게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제
• 수강 대상 (p. 51)
• 필수 조건 (p. 51)
• 1단계: 리소스 프로비저닝 (p. 52)
• 2단계: Iceberg 테이블에 대한 권한 설정 (p. 53)
• 3단계: Hudi 테이블 권한 설정 (p. 57)
• 4단계: Delta Lake 테이블에 대한 권한 설정 (p. 58)
• 5단계:AWS 리소스 정리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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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대상
이 자습서는 IAM 관리자,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및 비즈니스 분석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 표에는 Lake 
Formation을 사용하여 관리되는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 이 자습서에서 사용하는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역할 설명

IAM 관리자 IAM 사용자 및 역할과 Amazon S3 버킷을 생성할 수 
있는 사용자입니다. AdministratorAccessAWS
관리형 정책이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데이터 카탈로그에 액세스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생
성하고, Lake Formation 권한을 다른 사용자에게 부
여할 수 있는 사용자입니다. IAM 관리자보다 IAM 권
한은 적지만 데이터 레이크를 관리하기에 충분합니
다.

기업 분석가 데이터 레이크에 대해 쿼리를 실행할 수 있는 사용
자입니다. 쿼리를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만 있
습니다.

필수 조건
이 자습서를 시작하기 전에 올바른 권한이 있는 이 있어야 합니다.AWS 계정 자세한 내용은 AWS 계정에 가
입 (p. 13) 및 관리 사용자 생성 (p. 14) 단원을 참조하세요.

이 자습서에서는 IAM 역할 및 정책에 익숙하다고 가정합니다. IAM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이 자습서를 완료하려면 다음AWS 리소스를 설정해야 합니다.

•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사용자
• Lake Formation 데이터 레이크 설정
• Amazon Athena 엔진 버전 3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를 만들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 에서 관리자 사용자로 Lake Formation 콘솔에 로그인
합니다. 이 자습서에서는 미국 동부 (버지니아 북부) 리전에서 리소스를 만듭니다.

2. Lake Formation 콘솔의 탐색 창에 있는 권한에서 관리자 역할 및 작업을 선택합니다.
3.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에서 관리자 선택을 선택합니다.
4.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관리 팝업 창의 IAM 사용자 및 역할에서 IAM 관리자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5. 저장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레이크 설정을 활성화하려면

1. Lake Formation 콘솔(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을 엽니다. 탐색 창의 데이터 카탈
로그에서 설정을 선택합니다. 다음을 선택 해제하세요.

• 새 데이터베이스에는 IAM 액세스 제어만 사용하십시오.
• 새 데이터베이스의 새 테이블에는 IAM 액세스 제어만 사용하십시오.

2. 교차 계정 버전 설정에서 교차 계정 버전으로 버전 3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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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장을 선택합니다.

Amazon Athena 엔진을 버전 3으로 업그레이드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athena/ 에서 Athena 콘솔을 엽니다.
2. 워크그룹을 선택하고 기본 워크그룹을 선택합니다.
3. 워크그룹이 최소 버전 3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 워크그룹을 편집하고 쿼리 엔진 업그레이

드에서 수동을 선택한 다음 버전 3을 선택합니다.
4. 변경 사항 저장(Save changes)을 선택합니다.

1단계: 리소스 프로비저닝
이 섹션에서는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사용하여AWS 리소스를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AWS CloudFormation템플릿을 사용하여 리소스를 만들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 에서AWS CloudFormation 미국 동부 (버지니아 북부) 
리전의 IAM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2. 스택 시작을 선택합니다.
3. 스택 생성 화면에서 다음을 선택합니다.
4. 스택 이름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선택합니다.
6. 다음 페이지에서 다음을 선택합니다.
7. 마지막 페이지의 세부 정보를 검토하고 IAM 리소스가AWS CloudFormation 생성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

다를 선택합니다.
8. Create(생성)를 선택합니다.

스택 생성은 최대 2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을 시작하면 다음 리소스가 만들어집니다.

• lf-otf-datalake-123456789012 — 데이터를 저장하는 Amazon S3 버킷

Note

Amazon S3 버킷 이름에 추가된 계정 ID는 계정 ID로 대체됩니다.
• lf-otf-tutorial-123456789012 — 쿼리 결과 및AWS Glue 작업 스크립트를 저장하는 Amazon S3 버킷
• lficebergdb —AWS Glue 아이스버그 데이터베이스
• lfhudidb —AWS Glue Hudi 데이터베이스
• lfdeltadb —AWS Glue 델타 데이터베이스
• native-iceberg-create—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아이스버그 테이블을 생성하는AWS Glue 작업
• native-hudi-create—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Hudi 테이블을 생성하는AWS Glue 작업
• native-delta-create—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델타 테이블을 생성하는AWS Glue 작업
• LF-OTF-GlueServiceRole — 작업을AWS Glue 실행하기 위해 전달하는 IAM 역할입니다. 이 역할에는 데

이터 카탈로그, Amazon S3 버킷 등과 같은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데 필요한 정책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 LF-OTF-RegisterRole — Lake Formation에 Amazon S3 위치를 등록하기 위한 IAM 역할. 이 역할은 역할

에LF-Data-Lake-Storage-Policy 연결되었습니다.
• lf-consumer-analystuser— IAM 사용자가 Athena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쿼리합니다.
• lf-consumer-analystuser-credentials— 데이터 분석가 사용자의 암호가 저장되어 있습니다.AWS Secrets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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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 생성이 완료되면 출력 탭으로 이동하여 다음 값을 기록해 둡니다.

• AthenaQueryResultLocation— Athena 쿼리 출력을 위한 Amazon S3 위치
• BusinessAnalystUserCredentials— 데이터 분석가 사용자의 비밀번호

암호 값을 검색하려면
1. Secrets Manager 콘솔로 이동해lf-consumer-analystuser-credentials 값을 선택합니다.
2. 보안 암호 값(Secret value) 섹션에서 보안 암호 값 검색(Retrieve secret value)을 선택합니다.
3. 암호의 비밀 값을 기록해 둡니다.

2단계: Iceberg 테이블에 대한 권한 설정
이 단원에서는 에서 Iceberg 테이블을 생성하고, 에서 데이터 권한을 설정하고AWS Glue Data Catalog, 
Amazon Athena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쿼리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AWS Lake Formation

Iceberg 테이블을 만들려면

이 단계에서는 데이터 카탈로그에 Iceberg 트랜잭션 테이블을 만드는AWS Glue 작업을 실행합니다.

1. 미국 동부 (버지니아 북부) 리전의 https://console.aws.amazon.com/glue/ 에서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사
용자로AWS Glue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작업을 선택합니다.
3. Select native-iceberg-create.

4. 작업에서 작업 편집을 선택합니다.
5. Job 세부 정보에서 고급 속성을 확장하고 HiveAWS Glue Data Catalog 메타스토어로 사용 옆의 확인란

을 선택하여 테이블 메타데이터를 에 추가합니다AWS Glue Data Catalog. 이렇게 하면 작업에 사용되는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의AWS Glue Data Catalog 메타스토어로 지정되며 Lake Formation 권한을 나
중에 카탈로그 리소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6. 저장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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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un(실행)을 선택합니다. 실행 중인 작업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AWS Glue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Glue개발자 안내서의AWS Glue 콘솔에서의 작업 사용을 참
조하십시오.

이 작업은lficebergdb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이 지정된product Iceberg 테이블을 만듭니다. Lake 
Formation 콘솔에서 제품 테이블을 확인합니다.

Lake Formation 포메이션에 데이터 위치를 등록하려면

다음으로 Amazon S3 경로를 데이터 레이크의 위치로 등록합니다.

1. 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 에서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사용자로 Lake 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의 등록 및 인제스트에서 데이터 위치를 선택합니다.
3. 콘솔 오른쪽 상단에서 위치 등록을 선택합니다.
4. 위치 등록 페이지에서 다음을 입력합니다.

• Amazon S3 경로 — 찾아보기를 선택하고 선택합니다lf-otf-datalake-123456789012. 
Amazon S3 루트 위치 옆의 오른쪽 화살표 (>) 를 클릭하여 해당s3/buckets/lf-otf-
datalake-123456789012/transactionaldata/native-iceberg 위치로 이동합니다.

• IAM 역할 — IAMLF-OTF-RegisterRole 역할로 선택합니다.
• 위치 등록을 선택합니다.

Lake Formation Formation에 데이터 위치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
오Amazon S3 위치를 데이터 레이크에 추가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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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버그 테이블에 Lake Formation 권한 부여하기

이 단계에서는 기업 분석가 사용자에게 데이터 레이크 권한을 부여합니다.

1. 데이터 레이크 권한에서 Grant를 선택합니다.
2. 데이터 권한 부여 화면에서 IAM 사용자 및 역할을 선택합니다.
3. lf-consumer-analystuser드롭다운에서 선택합니다.

4. 이름이 지정된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5.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을 선택합니다lficebergdb.
6. 테이블에서 을 선택합니다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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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으로 열을 지정하여 열 기반 액세스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a. 테이블 권한에서 선택을 선택합니다.
b. 데이터 권한에서 열 기반 액세스를 선택하고 열 포함을 선택합니다.
c. product_nameprice, 및category 열을 선택합니다.
d. 권한 부여(Grant)를 선택합니다.

Athena를 사용하여 아이스버그 테이블을 쿼리하려면

이제 Athena를 사용하여 생성한 Iceberg 테이블을 쿼리할 수 있습니다. Athena에서 쿼리를 처음 실행하는 경
우 쿼리 결과 위치를 구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쿼리 결과 위치 지정 을 참조하세요.

1. Data Lake 관리자 사용자로 로그아웃하고lf-consumer-analystuserAWS CloudFormation 출력에
서 앞서 적어둔 암호를 사용하여 미국 동부 (버지니아 북부) 지역에서와 같이 로그인합니다.

2. https://console.aws.amazon.com/athena/에서 Athena 콘솔을 엽니다.
3. 설정을 선택하고 관리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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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Hudi 테이블 권한 설정

4. 쿼리 결과 위치 상자에서AWS CloudFormation 출력에서 생성한 버킷의 경로를 입력합니다.
AthenaQueryResultLocation(s3://lf-otf-tutorial-123456789012/athena-results/) 의 값을 복사하고
저장을 선택합니다.

5. 다음 쿼리를 실행하여 Iceberg 테이블에 저장된 10개 레코드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select * from lficebergdb.product limit 10;

Athena를 사용하여 Iceberg 테이블을 쿼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Athena Athena 사
용 설명서의 Iceberg 테이블 쿼리를 참조하십시오.

3단계: Hudi 테이블 권한 설정
이 섹션에서는 에서 Hudi 테이블을 생성하고, 에서 데이터 권한을 설정하고AWS Glue Data Catalog, 
Amazon Athena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쿼리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AWS Lake Formation

Hudi 테이블을 만들려면

이 단계에서는 데이터 카탈로그에 Hudi 트랜잭션 테이블을 만드는AWS Glue 작업을 실행합니다.

1. 미국 동부 (버지니아 북부) 리전의 https://console.aws.amazon.com/glue/ 에서AWS Glue 콘솔을 엽니
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사용자로서
2. 왼쪽 탐색 창에서 작업을 선택합니다.
3. Select native-hudi-create.
4. 작업에서 작업 편집을 선택합니다.
5. Job 세부 정보에서 고급 속성을 확장하고 HiveAWS Glue Data Catalog 메타스토어로 사용 옆의 확인란

을 선택하여 테이블 메타데이터를 에 추가합니다AWS Glue Data Catalog. 이렇게 하면 작업에 사용되는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의AWS Glue Data Catalog 메타스토어로 지정되며 Lake Formation 권한을 나
중에 카탈로그 리소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6. 저장을 선택합니다.
7. Run(실행)을 선택합니다. 실행 중인 작업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AWS Glue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Glue개발자 안내서의AWS Glue 콘솔에서의 작업 사용을 참
조하십시오.

이 작업은 데이터베이스:lfhudidb 데이터베이스에 Hudi (소)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Lake Formation 콘솔
에서product 테이블을 확인합니다.

Lake Formation 포메이션에 데이터 위치를 등록하려면

다음으로 Amazon S3 경로를 데이터 레이크의 루트 위치로 등록합니다.

1. 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 에서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사용자로 Lake 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의 등록 및 인제스트에서 데이터 위치를 선택합니다.
3. 콘솔 오른쪽 상단에서 위치 등록을 선택합니다.
4. 위치 등록 페이지에서 다음을 입력합니다.

• Amazon S3 경로 — 찾아보기를 선택하고 선택합니다lf-otf-datalake-123456789012. 
Amazon S3 루트 위치 옆의 오른쪽 화살표 (>) 를 클릭하여 해당s3/buckets/lf-otf-
datalake-123456789012/transactionaldata/native-hudi 위치로 이동합니다.

• IAM 역할 — IAMLF-OTF-RegisterRole 역할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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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등록을 선택합니다.

Hudi 테이블에 데이터 레이크 권한을 부여하려면

이 단계에서는 기업 분석가 사용자에게 데이터 레이크 권한을 부여합니다.

1. 데이터 레이크 권한에서 Grant를 선택합니다.
2. 데이터 권한 부여 화면에서 IAM 사용자 및 역할을 선택합니다.
3. lf-consumer-analystuser드롭다운에서.
4. 이름이 지정된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5.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을 선택합니다lfhudidb.
6. 테이블에서 을 선택합니다product.
7. 다음으로 열을 지정하여 열 기반 액세스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a. 테이블 권한에서 선택을 선택합니다.
b. 데이터 권한에서 열 기반 액세스를 선택하고 열 포함을 선택합니다.
c. product_nameprice, 및category 열을 선택합니다.
d. 권한 부여(Grant)를 선택합니다.

Athena를 사용하여 Hudi 테이블을 쿼리하려면

이제 Athena를 사용하여 생성한 Hudi 테이블을 쿼리해 보십시오. Athena에서 쿼리를 처음 실행하는 경우 쿼
리 결과 위치를 구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쿼리 결과 위치 지정 을 참조하세요.

1. Data Lake 관리자 사용자로 로그아웃하고lf-consumer-analystuserAWS CloudFormation 출력에
서 앞서 적어둔 암호를 사용하여 미국 동부 (버지니아 북부) 지역에서와 같이 로그인합니다.

2. https://console.aws.amazon.com/athena/에서 Athena 콘솔을 엽니다.
3. 설정을 선택하고 관리를 선택합니다.
4. 쿼리 결과 위치 상자에서AWS CloudFormation 출력에서 생성한 버킷의 경로를 입력합니다.

AthenaQueryResultLocation(s3://lf-otf-tutorial-123456789012/athena-results/) 의 값을 복사하고
저장합니다.

5. 다음 쿼리를 실행하여 Hudi 테이블에 저장된 10개 레코드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select * from lfhudidb.product limit 10;

Hudi 테이블 쿼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Athena 사용 설명서의 Hudi 테이블 쿼리 섹션을 참조
하십시오.

4단계: Delta Lake 테이블에 대한 권한 설정
이 단원에서는 심볼릭 링크 매니페스트 파일이 포함된 Delta Lake 테이블을 생성하고AWS Glue Data 
Catalog, Amazon Athena를 사용하여 데이터 권한을 설정하고, 데이터를 쿼리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AWS 
Lake Formation

Delta Lake 테이블을 만들려면

이 단계에서는 데이터 카탈로그에 Delta Lake 트랜잭션 테이블을 생성하는AWS Glue 작업을 실행합니다.

1. 미국 동부 (버지니아 북부) 리전의 https://console.aws.amazon.com/glue/ 에서AWS Glue 콘솔을 엽니
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사용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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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왼쪽 탐색 창에서 작업을 선택합니다.
3. Select native-delta-create.
4. 작업에서 작업 편집을 선택합니다.
5. Job 세부 정보에서 고급 속성을 확장하고 HiveAWS Glue Data Catalog 메타스토어로 사용 옆의 확인란

을 선택하여 테이블 메타데이터를 에 추가합니다AWS Glue Data Catalog. 이렇게 하면 작업에 사용되는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의AWS Glue Data Catalog 메타스토어로 지정되며 Lake Formation 권한을 나
중에 카탈로그 리소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6. 저장을 선택합니다.
7. 작업에서 실행을 선택합니다.

이 작업은lfdeltadb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이 지정된product Delta Lake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Lake 
Formation 콘솔에서product 테이블을 확인합니다.

Lake Formation 포메이션에 데이터 위치를 등록하려면

다음으로 Amazon S3 경로를 데이터 레이크의 루트 위치로 등록합니다.

1.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사용자인 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 에서 Lake 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의 등록 및 인제스트에서 데이터 위치를 선택합니다.
3. 콘솔 오른쪽 상단에서 위치 등록을 선택합니다.
4. 위치 등록 페이지에서 다음을 입력합니다.

• Amazon S3 경로 — 찾아보기를 선택하고 선택합니다lf-otf-datalake-123456789012. 
Amazon S3 루트 위치 옆의 오른쪽 화살표 (>) 를 클릭하여 해당s3/buckets/lf-otf-
datalake-123456789012/transactionaldata/native-delta 위치로 이동합니다.

• IAM 역할 — IAMLF-OTF-RegisterRole 역할로 선택합니다.
• 위치 등록을 선택합니다.

Delta Lake 테이블에 데이터 레이크 권한을 부여하려면

이 단계에서는 기업 분석가 사용자에게 데이터 레이크 권한을 부여합니다.

1. 데이터 레이크 권한에서 Grant를 선택합니다.
2. 데이터 권한 부여 화면에서 IAM 사용자 및 역할을 선택합니다.
3. lf-consumer-analystuser드롭다운에서.
4. 이름이 지정된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5.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을 선택합니다lfdeltadb.
6. 테이블에서 을 선택합니다product.
7. 다음으로 열을 지정하여 열 기반 액세스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a. 테이블 권한에서 선택을 선택합니다.
b. 데이터 권한에서 열 기반 액세스를 선택하고 열 포함을 선택합니다.
c. product_nameprice, 및category 열을 선택합니다.
d. 권한 부여(Grant)를 선택합니다.

Athena를 사용하여 Delta Lake 테이블을 쿼리하려면

이제 Athena를 사용하여 생성한 Delta Lake 테이블을 쿼리해 보십시오. Athena에서 쿼리를 처음 실행하는 
경우 쿼리 결과 위치를 구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쿼리 결과 위치 지정 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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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AWS 리소스 정리

1. Data Lake 관리자 사용자로 로그아웃하고BusinessAnalystUserAWS CloudFormation 출력에서 앞
서 적어둔 암호를 사용하여 미국 동부 (버지니아 북부) 지역에서와 같이 로그인합니다.

2. https://console.aws.amazon.com/athena/에서 Athena 콘솔을 엽니다.
3. 설정을 선택하고 관리를 선택합니다.
4. 쿼리 결과 위치 상자에서AWS CloudFormation 출력에서 생성한 버킷의 경로를 입력합니다.

AthenaQueryResultLocation(s3://lf-otf-tutorial-123456789012/athena-results/) 의 값을 복사하고
저장합니다.

5. 다음 쿼리를 실행하여 Delta Lake 테이블에 저장된 10개 레코드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select * from lfdeltadb.product limit 10;

델타 레이크 테이블 쿼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Athena 사용 설명서의 델타 레이크 테이블 쿼
리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5단계:AWS 리소스 정리
리소스를 정리하려면

원치 않는 요금이 청구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이 자습서에서 사용한AWS 리소스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AWS 
계정

1.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 에서 IAM 관리자로AWS CloudFormation 콘솔에 로그
인합니다.

2. 구름 형성 스택을 삭제합니다. 생성한 테이블은 스택과 함께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를 사용한 데
이터 레이크 관리

수천 명의 고객이 페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AWS. 이러한 고객 중 다수는 데이
터 레이크를 쉽게 구축하고 조직 전체에서 공유하는AWS Lake Formation 데 사용합니다. 테이블과 사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관리자와 관리자는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권한을 대규모로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 (LF-TBAC) 는 데이터 관리자가 LF-태그 (데이
터 분류 및 온톨로지 기반) 를 생성하여 리소스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LF-TBAC는 속성을 기반으로 권한을 정의하는 권한 부여 전략입니다. Lake Formation 포메이션에서는 이러
한 속성을 LF-태그라고 합니다. LF-태그를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 및 Lake Formation 주체에 첨부할 수 있
습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는 LF-태그를 사용하여 Lake Formation 리소스에 대한 권한을 할당하고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세요Lake Formation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
그 기반 태그 (p. 136).

이 자습서에서는AWS 공개 데이터세트를 사용하여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 정책을 만드는 방
법을 보여줍니다. 또한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액세스 정책이 연결된 테이블, 데이터베이스 및 열을 쿼리
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다음과 같은 사용 사례에 LF-TBAC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가 액세스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 테이블과 주도자가 많습니다.
•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류하고 분류를 기반으로 권한을 부여하려는 경우
•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는 느슨하게 결합된 방식으로 동적으로 권한을 할당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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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대상

다음은 LF-TBAC를 사용한 권한 구성을 위한 주요 단계입니다.

1. 데이터 스튜어드는 두 개의 LF-태그 (Confidential및) 로 태그 온톨로지를 정의합니다Sensitive. 를 
사용하는 데이터는 액세스Confidential=True 제어가 더 엄격합니다. 를 사용한 데이터에는 분석가의 
특정 분석이Sensitive=True 필요합니다.

2. 데이터 스튜어드는 데이터 엔지니어에게 다양한 권한 수준을 할당하여 다양한 LF-태그가 있는 테이블을 
빌드합니다.

3. 데이터 엔지니어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tag_database 구축합니
다col_tag_database. 의 모든tag_database 테이블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
다Confidential=True. 의 모든 테이블은col_tag_database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
다Confidential=False. 표의 일부col_tag_database 열에는 특정 분석 요구 사항에 맞게 태그가 
지정되어Sensitive=True 있습니다.

4. 데이터 엔지니어는 분석가에게 특정 표현식 조건Confidential=True 및Confidential=False, 이 
있는 테이블에 대한 읽기 권한을Sensitive=True 부여합니다.

5. 이 구성을 통해 데이터 분석가는 올바른 데이터로 분석을 수행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주제
• 수강 대상 (p. 61)
• 사전 조건 (p. 62)
• 1단계: 리소스 프로비저닝 (p. 62)
• 2단계: 데이터 위치 등록, LF-Tag 온톨로지 생성, 권한 부여 (p. 63)
• 3단계: Lake Formation 데이터베이스 생성 (p. 65)
• 4단계: 테이블 권한 부여 (p. 73)
• 5단계: Amazon Athena에서 쿼리를 실행하여 권한을 확인합니다. (p. 74)
• 6단계:AWS 리소스 정리 (p. 75)

수강 대상

이 자습서는 데이터 관리자, 데이터 엔지니어 및 데이터 분석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Lake Formation 
Formation의 권한 관리AWS Glue Data Catalog 및 관리와 관련하여 프로덕션 계정 내의 데이터 관리자는 지
원하는 기능에 따라 기능적 소유권을 가지며 다양한 소비자, 외부 조직 및 계정에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는 이 자습서에 사용되는 역할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역할 설명

데이터 스튜어드 (관리자) lf-data-steward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액세스 
권한을 가집니다.

• Data Catalog의 모든 리소스에 대한 읽기 권한
• LF-Tag를 생성하고 데이터 엔지니어 역할에 연결

하여 다른 책임자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
다.

데이터 엔지니어 lf-data-engineer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액세스 
권한을 가집니다.

• Data Catalog의 모든 리소스에 대한 전체 읽기, 쓰
기 및 업데이트 액세스

•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 위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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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조건

역할 설명
• LF-태그를 연결하고 데이터 카탈로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리소스에 LF-태그를 첨부하여 데이터 관리자가 만

든 정책을 기반으로 보안 주체에 액세스할 수 있
습니다.

데이터 분석가 lf-data-analyst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액세스 
권한을 가집니다.

•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액세스 정책으로 공유
되는 리소스에 대한 세분화된 액세스

사전 조건
이 자습서를 시작하기 전에 올바른 권한이AWS 계정 있는 관리자로 로그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전체 초기 AWS 구성 태스크 (p. 13)을 참조하세요.

이 자습서에서는 사용자가 IAM에 익숙하다고 가정합니다. IAM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를 참
조하세요.

1단계: 리소스 프로비저닝
이 자습서에는 빠른 설정을 위한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있어야 합니다. 검
토하고 필요에 맞게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은 이 연습을 수행하기 위한 세 가지 역할 (에수강 대
상 (p. 61) 나열됨) 을 생성하고 nyc-taxi-data 데이터 세트를 로컬 Amazon S3 버킷에 복사합니다.

• Amazon S3 버킷
• 적절한 Lake Formation 설정
• 적절한 Amazon EC2 리소스
• 자격 증명이 있는 세 가지 IAM 역할

리소스 생성

1. 미국 동부 (버지니아 북부) 리전에 있는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 에서AWS 
CloudFormation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2. 스택 시작을 선택합니다.
3.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4. [사용자 구성] 섹션에서 세 가지DataStewardUserPassword 역할 

(DataEngineerUserPassword및) 에 대한 암호를 입력합니다DataAnalystUserPassword.
5. 마지막 페이지의 세부 정보를 검토하고 IAM 리소스가AWS CloudFormation 생성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

다를 선택합니다.
6. Create(생성)를 선택합니다.

스택 생성에는 최대 5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Note

자습서를 완료한 후에는 요금이 계속 부과되지 않도록AWS CloudFormation 스택을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택의 이벤트 상태에서 리소스가 성공적으로 삭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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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데이터 위치 등록, LF-Tag 온톨로지 생성, 권한 
부여
이 단계에서 데이터 스튜어드 사용자는 두 개의 LF-태그 (Confidential및Sensitive) 로 태그 온톨로지
를 정의하고 특정 IAM 보안 주체에게 새로 생성된 LF-태그를 리소스에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합니다.

데이터 위치 등록 및 LF-Tag 온톨로지 정의

1. 데이터 관리자 사용자 (lf-data-steward) 로서 첫 번째 단계를 수행하여 Amazon S3에 있는 데이터
와 Lake Formation 포메이션의 데이터 카탈로그를 확인하십시오.

a. AWS CloudFormation스택을 배포할 때 사용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https:// 
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 에서 Lake Formation 콘솔에 로그인합니다.lf-data-
steward

b. 탐색 창의 권한 에서 관리자 역할 및 작업을 선택합니다.
c. IAM 사용자 및 역할의 경우 사용자를 선택합니다lf-data-steward.
d. 저장을 선택하여 Lake Formationlf-data-steward 관리자로 추가합니다.

2. 그런 다음 IAM 기반 액세스 제어 대신 Lake Formation 권한을 사용하여 카탈로그 리소스를 제어하도록 
데이터 카탈로그 설정을 업데이트합니다.

a. 탐색 창의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설정을 선택합니다.
b. 새 데이터베이스에 IAM 액세스 제어만 사용을 선택 취소합니다.
c. 새 데이터베이스의 새 테이블에 IAM 액세스 제어만 사용을 선택 취소합니다.
d. Save를 클릭합니다.

3. 다음으로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 위치를 등록합니다.

a. 탐색 창의 등록 및 인제스트에서 데이터 레이크 위치를 선택합니다.
b. Amazon S3 경로의 경우 를 입력합니다s3://lf-tagbased-demo-Account-ID.
c. IAM 역할의 경우 기본값을AWSServiceRoleForLakeFormationDataAccess 그대로 두십시오.
d. 위치 등록을 선택합니다.

4. 다음으로 LF-태그를 정의하여 온톨로지를 생성합니다.

a. 탐색 창의 권한에서 관리 역할에서 LF-Tags를 선택합니다. .
b. LF-태그 추가를 선택합니다.
c. 키(Key)에 Confidential를 입력합니다.
d. 값에True 및 를 추가합니다False.
e. LF-태그 추가를 선택합니다.
f. 단계를 반복하여 값이Sensitive 포함된 LF-태그를 생성합니다True.

이 연습에 필요한 모든 LF-태그를 만들었습니다.

IAM 사용자에게 권한 부여

1. 다음으로, 특정 IAM 보안 주체에게 새로 생성된 LF-태그를 리소스에 연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a. 탐색 창의 권한에서 관리 역할에서 LF-Tag 권한을 선택합니다.
b. 권한 부여(Grant)를 선택합니다.
c. IAM 사용자 및 역할을 선택합니다.
d. IAM 사용자 및 역할의 경우lf-data-engineer 역할을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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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LF-Tag 권한 범위 섹션에서 값True 및ConfidentialFalse 와 함께 키와 값을keySensitive
추가합니다True.

f. 권한 에서 LF-Tag 권한 및 부여 가능한 권한에 대한 설명 및 연결을 선택합니다.
g. 권한 부여(Grant)를 선택합니다.

2. 다음으로 데이터 카탈로그와 에서 생성한 기본 Amazon S3 버킷에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권한을AWS 
CloudFormation 부여합니다.lf-data-engineer

a. 탐색 창의 권한에서 관리 역할을 선택합니다.
b. 데이터베이스 생성자 섹션에서 Grant를 선택합니다.
c. IAM 사용자 및 역할의 경우lf-data-engineer 역할을 선택합니다.
d. 카탈로그 권한에서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선택합니다.
e. 권한 부여(Grant)를 선택합니다.

3. 다음으로 사용자에게 Amazon S3(s3://lf-tagbased-demo-Account-ID) 버킷에 대한 권한을 부
여합니다.lf-data-engineer

a. 탐색 창에서 데이터 위치를 선택합니다.
b. 권한 부여(Grant)를 선택합니다.
c. 내 계정을 선택합니다.
d. IAM 사용자 및 역할의 경우lf-data-engineer 역할을 선택합니다.
e. 스토리지 위치에는AWS CloudFormation 템플릿으로 만든 Amazon S3 버킷을 입력합니다(s3://

lf-tagbased-demo-Account-ID).
f. 권한 부여(Grant)를 선택합니다.

4. 다음으로 LF-Tag 표현식과 관련된 리소스에 허용lf-data-engineer 가능한 권한
을Confidential=True 부여합니다.

a. 탐색 창에서 데이터 권한을 선택합니다.
b. 권한 부여(Grant)를 선택합니다.
c. IAM 사용자 및 역할을 선택합니다.
d. 역할을 선택합니다lf-data-engineer.
e. LF-태그 또는 카탈로그 리소스 섹션에서 LF-태그와 일치하는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f. LF-태그 추가를 선택합니다.
g. Confidential키에 값을 추가합니다True.
h. 데이터베이스 권한 섹션에서 데이터베이스 권한 및 부여 가능한 권한에 대한 설명을 선택합니다.
i. 테이블 및 열 권한 섹션에서 테이블 권한과 부여 가능한 권한 모두에 대해 설명, 선택 및 변경을 선

택합니다.
j. 권한 부여(Grant)를 선택합니다.

5. 다음으로 LF-Tag 표현식과 관련된 리소스에 허용lf-data-engineer 가능한 권한
을Confidential=False 부여합니다.

a. 탐색 창에서 데이터 권한을 선택합니다.
b. 권한 부여(Grant)를 선택합니다.
c. IAM 사용자 및 역할을 선택합니다.
d. 역할을 선택합니다lf-data-engineer.
e. LF-태그와 일치하는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f. LF-태그 추가를 선택합니다.
g. Confidential키에 값을 추가합니다False.
h. 데이터베이스 권한 섹션에서 데이터베이스 권한 및 부여 가능한 권한에 대한 설명을 선택합니다.
i. 테이블 및 열 권한 섹션에서 아무 것도 선택하지 마십시오.
j. 권한 부여(Grant)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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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으로 LF-TagConfidential=False 표현식과 관련된 리소스에 대해lf-data-engineer 부여 가
능한 권한을Sensitive=True 부여합니다.

a. 탐색 창에서 데이터 권한을 선택합니다.
b. 권한 부여(Grant)를 선택합니다.
c. IAM 사용자 및 역할을 선택합니다.
d. 역할을 선택합니다lf-data-engineer.
e. LF-태그와 일치하는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f. LF-태그 추가를 선택합니다.
g. Confidential키에 값을 추가합니다False.
h. LF-태그 추가를 선택합니다.
i. Sensitive키에 값을 추가합니다True.
j. 데이터베이스 권한 섹션에서 데이터베이스 권한 및 부여 가능한 권한에 대한 설명을 선택합니다.
k. 테이블 및 열 권한 섹션에서 테이블 권한과 부여 가능한 권한 모두에 대해 설명, 선택 및 변경을 선

택합니다.
l. 권한 부여(Grant)를 선택합니다.

3단계: Lake Formation 데이터베이스 생성
이 단계에서는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테스트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및 특정 열에 LF-태그를 연결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수준 액세스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 생성

1. 먼저 데이터베이스와tag_database 테이블을source_data 만들고 적절한 LF-태그를 첨부합니다.

a. Lake Formation 콘솔 (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 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
합니다.

b. Create database(데이터베이스 생성)를 선택합니다.
c. 이름(Name)에 tag_database을 입력합니다.
d. 위치에AWS CloudFormation 템플릿으로 생성한 Amazon S3 위치를 입력합니다(s3://lf-

tagbased-demo-Account-ID/tag_database/).
e. 이 데이터베이스의 새 테이블에 IAM 액세스 제어만 사용을 선택 취소합니다.
f. Create database(데이터베이스 생성)를 선택합니다.

2. 다음으로 안에 새 테이블을 생성합니다tag_database.

a.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tag_database.
b. 테이블 보기를 선택하고 테이블 생성을 클릭합니다.
c. 이름(Name)에 source_data을 입력합니다.
d. Database(데이터베이스)의 경우, tag_database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e. 데이터 위치의 경우 내 계정에서 지정된 경로를 선택합니다.
f. 포함 경로에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tag_database 생성할 경로를 입력합니다(s3://

lf-tagbased-demoAccount-ID/tag_database/).
g. 데이터 형식에서 CSV를 선택합니다.
h. 업로드 스키마에서 다음과 같은 JSON 열 구조 배열을 입력하여 스키마를 생성합니다.

 [ 
               { 
                    "Name": "vendorid", 
                    "Type": "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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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lpep_pickup_datetime", 
                    "Type": "string"                     
               }, 
               { 
                    "Name": "lpep_dropoff_datetime", 
                    "Type": "string"   
               
               }, 
                  { 
                    "Name": "store_and_fwd_flag", 
                    "Type": "string"                                 
               }, 
                  { 
                    "Name": "ratecodeid", 
                    "Type": "string"                    
                     
               }, 
                  { 
                    "Name": "pulocationid", 
                    "Type": "string"                    
                     
               }, 
               { 
                    "Name": "dolocationid", 
                    "Type": "string"                    
                     
               }, 
                  { 
                    "Name": "passenger_count", 
                    "Type": "string"                    
                     
               }, 
               { 
                    "Name": "trip_distance", 
                    "Type": "string"                     
                     
               },  
                  { 
                    "Name": "fare_amount", 
                    "Type": "string"                    
                     
               }, 
               { 
                    "Name": "extra", 
                    "Type": "string"                    
                     
               }, 
                  { 
                    "Name": "mta_tax", 
                    "Type": "string"                     
                     
               }, 
               { 
                    "Name": "tip_amount", 
                    "Type": "string"                    
                     
               }, 
                  { 
                    "Name": "tolls_amount", 
                    "Type": "string"                    
                     
               }, 
               { 
                    "Name": "ehail_fee", 
                    "Type":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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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Name": "improvement_surcharge", 
                    "Type": "string"                    
                     
               }, 
               { 
                    "Name": "total_amount", 
                    "Type": "string"                     
                     
               }, 
               { 
                    "Name": "payment_type", 
                    "Type": "string"                     
                     
               } 
 ]             

i. 업로드를 선택합니다. 스키마를 업로드한 후 테이블 스키마는 다음 스크린샷과 같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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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Submit(제출)을 선택합니다.
3.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 수준에서 LF-태그를 연결합니다.

a.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에서 를 찾아 선택합니다tag_database.
b. 작업 메뉴에서 LF-태그 편집을 선택합니다.
c. 새 LF-태그 지정을 선택합니다.
d. 할당된 키의ConfidentialLF-tag 경우 이전에 생성한 키를 선택합니다.
e. [값] 에서 선택합니다True.
f. 저장을 선택합니다.

이것으로 tag_database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LF-태그 할당이 완료됩니다.

열 수준 액세스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 생성

다음 단계를 반복하여col_tag_database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을source_data_col_lvl 생성하고 
열 수준에서 LF-태그를 첨부합니다.

1.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에서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선택합니다.
2. 이름(Name)에 col_tag_database을 입력합니다.
3. 위치에AWS CloudFormation 템플릿으로 생성한 Amazon S3 위치를 입력합니다(s3://lf-

tagbased-demo-Account-ID/col_tag_database/).
4. 이 데이터베이스의 새 테이블에 IAM 액세스 제어만 사용을 선택 취소합니다.
5. Create database(데이터베이스 생성)를 선택합니다.
6.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에서 새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col_tag_database).
7. 테이블 보기를 선택하고 테이블 생성을 클릭합니다.
8. 이름(Name)에 source_data_col_lvl을 입력합니다.
9. 데이터베이스에서 새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col_tag_database).
10. 데이터 위치의 경우 내 계정에서 지정된 경로를 선택합니다.
11. 에 대한 Amazon S3 경로를 입력합니다col_tag_database(s3://lf-tagbased-demo-Account-

ID/col_tag_database/).
12. 데이터 형식에서 을 선택합니다CSV.
13. 아래에Upload schema 다음 스키마 JSON을 입력합니다.

[ 
               { 
                    "Name": "vendorid", 
                    "Type": "string" 
                     
                     
               }, 
               { 
                    "Name": "lpep_pickup_datetime", 
                    "Type": "string" 
                     
                     
               }, 
               { 
                    "Name": "lpep_dropoff_datetime", 
                    "Type": "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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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store_and_fwd_flag", 
                    "Type": "string" 
                     
                     
               }, 
                  { 
                    "Name": "ratecodeid", 
                    "Type": "string" 
                     
                     
               }, 
                  { 
                    "Name": "pulocationid", 
                    "Type": "string" 
                     
                     
               }, 
               { 
                    "Name": "dolocationid", 
                    "Type": "string" 
                     
                     
               }, 
                  { 
                    "Name": "passenger_count", 
                    "Type": "string" 
                     
                     
               }, 
               { 
                    "Name": "trip_distance", 
                    "Type": "string" 
                     
                     
               },  
                  { 
                    "Name": "fare_amount", 
                    "Type": "string" 
                     
                     
               }, 
               { 
                    "Name": "extra", 
                    "Type": "string" 
                     
                     
               }, 
                  { 
                    "Name": "mta_tax", 
                    "Type": "string" 
                     
                     
               }, 
               { 
                    "Name": "tip_amount", 
                    "Type": "string" 
                     
                     
               }, 
                  { 
                    "Name": "tolls_amount", 
                    "Type": "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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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ehail_fee", 
                    "Type": "string" 
                     
                     
               },  
               { 
                    "Name": "improvement_surcharge", 
                    "Type": "string" 
                     
                     
               }, 
               { 
                    "Name": "total_amount", 
                    "Type": "string" 
                     
                     
               }, 
               { 
                    "Name": "payment_type", 
                    "Type": "string" 
                     
                     
               }
]   

14. Upload를 선택합니다. 스키마를 업로드하면 테이블 스키마가 다음 스크린샷과 같아야 합니다.

71



AWS Lake Formation 개발자 안내서
3단계: Lake Formation 데이터베이스 생성

72



AWS Lake Formation 개발자 안내서
4단계: 테이블 권한 부여

15. 제출을 선택하여 테이블 생성을 완료합니다.
16. 이제Sensitive=True LF-태그를vendorid 열과 연결합니다fare_amount.

a. 테이블 페이지에서 생성한 테이블을 선택합니다(source_data_col_lvl).
b. 작업 메뉴에서 스키마를 선택합니다.
c. 열을vendorid 선택하고 LF-태그 편집을 선택합니다.
d. 할당된 키에 대해 민감을 선택합니다.
e. [값] 에서 [True] 를 선택합니다.
f. 저장을 선택합니다.

17. 다음으로Confidential=False LF-태그를 에 연결합니다col_tag_database. 이는 Athena에서lf-
data-analyst 로그인할col_tag_database 때 데이터베이스를 설명하는 데 필요합니다.

a.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에서 를 찾아 선택합니다col_tag_database.
b. 작업 메뉴에서 LF-태그 편집을 선택합니다.
c. 새 LF-태그 지정을 선택합니다.
d. 할당된 키의 경우 이전에 생성한Confidential LF-태그를 선택합니다.
e. [값] 에서 선택합니다False.
f. 저장을 선택합니다.

4단계: 테이블 권한 부여
LF-태그Confidential 및 를col_tag_database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tag_database 및 테이블을 사
용할 수 있는 권한을 데이터 분석가에게Sensitive 부여합니다.

1. 다음 단계에 따라 LF-TagConfidential=True (Database: tag_database) 와 연관된 개체에 대한 권한
을lf-data-analyst 사용자에게 부여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에 대한Select 권한을 부여하십
시오.Describe

a. 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 as에서 Lake Formation 콘솔에 로그인하세요lf-
data-engineer.

b. 권한 페이지에서 데이터 권한을 선택합니다.
c. 권한 부여(Grant)를 선택합니다.
d. 주도자에서 IAM 사용자 및 역할을 선택합니다.
e. IAM 사용자 및 역할의 경우 선택하십시오lf-data-analyst.
f. LF-태그와 일치하는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g. LF-태그 추가를 선택합니다.
h. 키로 선택합니다Confidential.
i. 값 에서 선택하십시오True.
j. 데이터베이스 권한에서 을 선택합니다Describe.
k. 테이블 권한의 경우 선택 및 설명을 선택합니다.
l. 권한 부여(Grant)를 선택합니다.

2. 그런 다음 단계를 반복하여 데이터 분석가에게 LF-태그 표현식에 대한 권한을Confidential=False
부여합니다. 이 LF-태그는 Amazonlf-data-analyst Athena에서 로그인한source_data_col_lvl
경우col_tag_database 및 테이블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a. 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 as에서 Lake Formation 콘솔에 로그인하세요lf-
data-engineer.

b.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col_tag_database.
c. 조치 및 부여를 선택합니다.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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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행하여 권한을 확인합니다.

d. 주도자에서 IAM 사용자 및 역할을 선택합니다.
e. IAM 사용자 및 역할의 경우 선택하십시오lf-data-analyst.
f. LF-태그와 일치하는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g. LF-태그 추가를 선택합니다.
h. 키로 선택합니다Confidential.
i. 값 에서 선택하십시오False.
j. 데이터베이스 권한에서 을 선택합니다Describe.
k. 테이블 권한의 경우 아무 것도 선택하지 마십시오.
l. 권한 부여(Grant)를 선택합니다.

3. 그런 다음 단계를 반복하여 데이터 분석가에게Confidential=False 및 에 대한 LF-태그 표현식에 대
한 권한을Sensitive=True 부여합니다. 이 LF-태그는 Amazonlf-data-analyst Athena에서 로그
인한 경우col_tag_database 및 테이블source_data_col_lvl (열 수준) 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
다.

a. 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 as에서 Lake Formation 콘솔에 로그인하세요lf-
data-engineer.

b.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col_tag_database.
c. 조치 및 부여를 선택합니다.
d. 주도자에서 IAM 사용자 및 역할을 선택합니다.
e. IAM 사용자 및 역할의 경우 선택하십시오lf-data-analyst.
f. LF-태그와 일치하는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g. LF-태그 추가를 선택합니다.
h. 키로 선택합니다Confidential.
i. 값 에서 선택하십시오False.
j. LF-태그 추가를 선택합니다.
k. 키로 선택합니다Sensitive.
l. 값 에서 선택하십시오True.
m. 데이터베이스 권한에서 을 선택합니다Describe.
n. 테이블 권한에서Select 및 을 선택합니다Describe.
o. 권한 부여(Grant)를 선택합니다.

5단계: Amazon Athena에서 쿼리를 실행하여 권한을 확
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Amazon Athena를 사용하여 두 테이블에 대해SELECT 쿼리를 실행합니다(source_data 
and source_data_col_lvl). Amazon S3 경로를 쿼리 결과 위치로 사용합니다(s3://lf-tagbased-
demo-Account-ID/athena-results/).

1. https://console.aws.amazon.com/athena/ 에서 Athena 콘솔에 로그인하세요lf-data-analyst.
2. Athena 쿼리 편집기에서 왼쪽 패널에서 선택합니다tag_database.
3. 옆에 있는 추가 메뉴 옵션 아이콘 (세 개의 세로 점) 을source_data 선택하고 표 미리 보기를 선택합니

다.
4. 쿼리 실행을 선택합니다.

쿼리를 실행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LF-태그가 데이터베이스 수준에서 연결되
고source_data 테이블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동으로 상속되므로 쿼리는 출력의LF-tag 모든 열을 
표시합니다tag_database.

5. col_tag_database및 를 사용하여 다른 쿼리를 실행합니다source_data_col_lv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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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쿼리는Non-Confidential 및 태그가 지정된 두 개의 열을 반환합니다Sensitive.
6. 정책 권한이 없는 열에서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액세스 정책 동작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source_data_col_lvl테이블에서 태그가 지정되지 않은 열을 선택하면 Athena가 오류를 반환합니
다. 예를 들어 다음 쿼리를 실행하여 태그가 없는 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geolocationid.

SELECT geolocationid FROM "col_tag_database"."source_data_col_lvl" limit 10;

6단계:AWS 리소스 정리
원치 않는 요금이 청구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이 자습서에서 사용한AWS 리소스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AWS 
계정

1. Lake Formation 콘솔에 다음과 같이lf-data-engineertag_database 로그인하고 데이터베이스
를col_tag_database 삭제합니다.

2. 다음으로 다음으로lf-data-steward 로그인하여 위에서 부여된 모든 LF-Tag 권한, 데이터 권한 및 데
이터 위치 권한을lf-data-analyst. 정리합니다.lf-data-engineer

3. AWS CloudFormation스택을 배포하는 데 사용한 IAM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계정 소유자로 Amazon S3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4. 다음 버킷을 삭제합니다.

• lf-tagbased-demo-accesslogs- ## ID
• lf-tagbased-demo- ## ID

5.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 에서AWS CloudFormation 콘솔에 로그인하고 생성한 
스택을 삭제합니다. 스택 상태가 로 변경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DELETE_COMPLETE.

행 수준 액세스 제어를 통한 데이터 레이크 보호
AWS Lake Formation행 수준 권한을 사용하면 데이터 규정 준수 및 거버넌스 정책을 기반으로 테이블의 특
정 행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십억 개의 레코드를 저장하는 대형 테이블이 있는 경우 서로 
다른 사용자와 팀이 볼 수 있는 데이터에만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행 수준 액세스 제어는 사
용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데이터를 보호하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Lake Formation Formation은 어떤 주체가 언제, 어떤 서비스를 통해 어떤 데이터에 액
세스했는지 식별하여 중앙 집중식 감사 및 규정 준수 보고를 제공합니다.

이 자습서에서는 Lake Formation (Lake Formation) 에서 행 수준 액세스 제어가 작동하는 방식과 이를 설정
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이 자습서에는 필요한 리소스를 빠르게 설정하기 위한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맞게 검토 및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제
• 수강 대상 (p. 76)
• 사전 조건 (p. 76)
• 1단계: 리소스 프로비저닝 (p. 76)
• 2단계: 데이터 필터 없이 쿼리 (p. 77)
• 3단계: 데이터 필터 설정 및 권한 부여 (p. 81)
• 4단계: 데이터 필터를 사용한 쿼리 (p. 82)
• 5단계:AWS 리소스 정리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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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대상

수강 대상
이 자습서는 데이터 관리자, 데이터 엔지니어 및 데이터 분석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 표에는 데이터 소유
자와 데이터 소비자의 역할과 책임이 나와 있습니다.

역할 설명

IAM 관리자 사용자 및 역할 및 Amazon Amazon Amazon 
Amazon Amazon Amazon Simple Simple Service 
(Amazon Amazon Amazon Amazon Amazon 
Amazon) 버킷을 생성할 수 있는 사용자입니다.
AdministratorAccessAWS관리형 정책이 있습
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데이터 레이크 설정, 데이터 필터 생성, 데이터 분석
가에게 권한 부여를 담당하는 사용자입니다.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레이크에 대해 쿼리를 실행할 수 있는 사용
자입니다. 다른 국가 (사용 사례의 경우 미국 및 일
본) 에 거주하는 데이터 분석가는 자국에 위치한 고
객에 대한 제품 리뷰만 분석할 수 있으며 규정 준수
를 위해 다른 국가에 있는 고객 데이터를 볼 수 없습
니다.

사전 조건
이 자습서를 시작하기 전에 올바른 권한이AWS 계정 있는 관리자로 로그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전체 초기 AWS 구성 태스크 (p. 13)을 참조하세요.

자습서에서는 사용자가 IAM에 익숙하다고 가정합니다. IAM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 를 참조
하세요.

Lake Formation 설정 변경

Important

AWS CloudFormation템플릿을 실행하기 전에 아래 단계에 따라 Lake Formation Formation에서 새 
데이터베이스/테이블에 IAM 액세스 제어만 사용 옵션을 비활성화하십시오.

1. 미국 동부 (버지니아 북부) 지역의 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 에서 Lake Formation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2.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설정을 선택합니다.
3. 새 데이터베이스에 IAM 액세스 제어만 사용 및 새 데이터베이스의 새 테이블에 IAM 액세스 제어만 사용

을 선택 해제합니다.
4. 저장을 선택합니다.

1단계: 리소스 프로비저닝
이 자습서에는 빠른 설정을 위한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맞게 검토 및 사
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AWS CloudFormation템플릿은 다음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 다음에 대한 사용자 및 정책
• DataLake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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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Analyst미국
• DataAnalystJP

• Lake Formation 데이터 레이크 설정 및 권한
• 퍼블릭 Amazon S3 버킷에서 Amazon S3 버킷으로 샘플 데이터 파일을 복사하는 데 사용되는 Lambda 함

수 (Lambda 지원AWS CloudFormation 사용자 지정 리소스용)
• 데이터 레이크 역할을 할 Amazon S3 Simple 버킷입니다.
• AWS Glue Data Catalog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및 파티션

리소스 생성

AWS CloudFormation템플릿을 사용하여 리소스를 만들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 미국 동부 (버지니아 북부) 지역의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 에서AWS 
CloudFormation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2. 스택 시작을 선택합니다.
3. 스택 생성 화면에서 다음을 선택합니다.
4. 스택 이름을 입력합니다.
5. DatalakeAdminUserName및 DatalakeAdminUserPassword에는 Data Lake 관리자 사용자의 IAM 사용

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6. DataAnalystUsUserName및 DataAnalystUsUserPassword에는 미국 마켓플레이스를 담당하는 데이터 

분석가 사용자의 원하는 사용자 이름과 암호에 대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7. DataAnalystJpUserName및 DataAnalystJpUserPassword에는 일본 마켓플레이스를 담당하는 데이터 

분석가 사용자의 원하는 사용자 이름과 암호에 대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8. 의 DataLakeBucketName경우 데이터 버킷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9. 에 대해 DatabaseName, 기본값으로 TableName둡니다.
10.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11. 다음 페이지에서 다음을 선택합니다.
12. 마지막 페이지의 세부 정보를 검토하고 IAM 리소스가AWS CloudFormation 생성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

다를 선택합니다.
13. Create(생성)를 선택합니다.

스택 생성을 완료하는 데 1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단계: 데이터 필터 없이 쿼리
환경을 설정한 후 제품 리뷰 테이블을 쿼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행 수준 액세스 제어 없이 테이블을 쿼리하
여 데이터를 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Amazon Athena에서 처음으로 쿼리를 실행하는 경우 쿼리 결과 위치
를 구성해야 합니다.

행 수준 액세스 제어 없이 테이블을 쿼리합니다.

1. https://console.aws.amazon.com/athena/ 에서 사용자로Athena 콘솔에DatalakeAdmin 로그인하고 다
음 쿼리를 실행합니다.

SELECT *  
FROM lakeformation_tutorial_row_security.amazon_reviews
LIMIT 10         

다음 이미지는 쿼리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테이블에는 파티션이product_category=Video 하나뿐
이므로 각 레코드는 비디오 제품에 대한 리뷰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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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 다음 집계 쿼리를 실행하여 각 레코드의 총 수를marketplace 검색합니다.

SELECT marketplace, count(*) as total_count
FROM lakeformation_tutorial_row_security.amazon_reviews
GROUP BY marketplace

다음 이미지는 쿼리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marketplace 열에는 다섯 가지 값이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
서는marketplace 열을 사용하여 행 기반 필터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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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데이터 필터 설정 및 권한 부여
이 자습서에서는 두 명의 데이터 분석가를 사용합니다. 한 명은 미국 마켓플레이스를 담당하고 다른 한 명은 
일본 마켓플레이스를 담당합니다. 각 분석가는 Athena를 사용하여 특정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고객 리뷰만 
분석합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 필터를 만드세요. 하나는 미국 마켓플레이스를 담당하는 분석가용이
고 다른 하나는 일본 마켓플레이스를 담당하는 분석가용입니다. 그런 다음 분석가에게 해당 권한을 부여합니
다.

데이터 필터 생성 및 권한 부여

1. USmarketplace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필터를 생성합니다.

a. 미국 동부 (버지니아 북부) 지역의 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 에서 Lake 
Formation 콘솔에DatalakeAdmin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b. 데이터 필터를 선택합니다.
c. 새 필터 생성을 선택합니다.
d. 데이터 필터 이름에 를 입력합니다amazon_reviews_US.
e. 대상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

다lakeformation_tutorial_row_security.
f. 타겟 테이블에서 테이블을 선택합니다amazon_reviews.
g. 열 수준 액세스의 경우 기본값으로 둡니다.
h. 행 필터 표현식에 를 입력합니다marketplace='US'.
i. Create filter(필터 생성)를 선택합니다.

2. 일본marketplace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필터를 생성합니다.

a. 데이터 필터 페이지에서 새 필터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b. 데이터 필터 이름에 를 입력합니다amazon_reviews_JP.
c. 대상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

다lakeformation_tutorial_row_security.
d. 대상 테이블에서 를 선택합니다table amazon_reviews.
e. 열 수준 액세스의 경우 기본값으로 둡니다.
f. 행 필터 표현식에 를 입력합니다marketplace='JP'.
g. Create filter(필터 생성)를 선택합니다.

3. 그런 다음 이러한 데이터 필터를 사용하여 데이터 분석가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미
국 데이터 분석가 (DataAnalystUS) 에게 권한을 부여하십시오.

a. 권한에서 데이터 레이크 권한을 선택합니다.
b. 데이터 권한에서 허용을 선택합니다.
c. 주도자의 경우 IAM 사용자 및 역할을 선택하고 역할을 선택합니다DataAnalystUS.
d. LF 태그 또는 카탈로그 리소스의 경우 이름이 지정된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e. Database(데이터베이스)에서 lakeformation_tutorial_row_security를 선택합니다.
f. 테이블 (선택 사항) 의 경우 선택하십시오amazon_reviews.
g. 데이터 필터의 경우 — 선택 사항 을 선택합니다amazon_reviews_US.
h. 데이터 필터 권한에서 선택을 선택합니다.
i. 권한 부여(Grant)를 선택합니다.

4. 다음 단계에 따라 일본 데이터 분석가 (DataAnalystJP) 에게 권한을 부여하십시오.

a. 권한에서 데이터 레이크 권한을 선택합니다.
b. 데이터 권한에서 허용을 선택합니다.
c. 주도자의 경우 IAM 사용자 및 역할을 선택하고 역할을 선택합니다DataAnalystJ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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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Lake Formation 개발자 안내서
4단계: 데이터 필터를 사용한 쿼리

d. LF 태그 또는 카탈로그 리소스의 경우 이름이 지정된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e. Database(데이터베이스)에서 lakeformation_tutorial_row_security를 선택합니다.
f. 테이블 (선택 사항) 의 경우 선택하십시오amazon_reviews.
g. 데이터 필터의 경우 — 선택 사항 을 선택합니다amazon_reviews_JP.
h. 데이터 필터 권한에서 선택을 선택합니다.
i. 권한 부여(Grant)를 선택합니다.

4단계: 데이터 필터를 사용한 쿼리
제품 리뷰 테이블에 데이터 필터를 첨부하여 몇 가지 쿼리를 실행하고 Lake Formation Formation에서 권한
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확인하십시오.

1. https://console.aws.amazon.com/athena/ 에서 사용자로 Athena 콘솔에DataAnalystUS 로그인합니
다.

2. 다음 쿼리를 실행하여 정의한 행 수준 권한에 따라 필터링된 몇 가지 레코드를 검색합니다.

SELECT *  
FROM lakeformation_tutorial_row_security.amazon_reviews
LIMIT 10        

다음 이미지는 쿼리 결과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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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AWS 리소스 정리

3. 마찬가지로 쿼리를 실행하여 마켓플레이스당 총 레코드 수를 계산합니다.

SELECT marketplace , count ( * ) as total_count
FROM lakeformation_tutorial_row_security .amazon_reviews
GROUP BY marketplace 

쿼리 결과는 결과에만 표시됩니다.marketplaceUS 이는 사용자가marketplace 열 값과 동일한 행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US.

4. DataAnalystJP사용자로 전환하고 동일한 쿼리를 실행합니다.

SELECT *  
FROM lakeformation_tutorial_row_security.amazon_reviews
LIMIT 10        

쿼리 결과에는 에 속한 레코드만 표시됩니다JPmarketplace.
5. 쿼리를 실행하여 각 레코드의 총 개수를 계산합니다marketplace.

SELECT marketplace, count(*) as total_count
FROM lakeformation_tutorial_row_security.amazon_reviews
GROUP BY marketplace       

쿼리 결과에는 에 속한 행만 표시됩니다JPmarketplace.

5단계:AWS 리소스 정리
리소스 정리

원치 않는 요금이 청구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이 자습서에서 사용한AWS 리소스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AWS 
계정

• 구름 형성 스택을 삭제합니다.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 및 명명된 리
소스를 사용하여 데이터 레이크 공유

이 자습서에서는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복사하지 않고도 데이터 레이크 내에 저장된 데이터를 여러 회사, 조
직 또는 사업부와 안전하게AWS Lake Formation 공유하도록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Lake Formation 
교차 계정 액세스 제어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을 다른AWS 계정 사람과 공유하는 두 가지 옵션
이 있습니다.

• Lake Formation

LLLLLLake Formation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는 속성을 기반으로 권한을 정의하는 권한 부여 전략입니다. 
Lake Formation 포메이션에서는 이러한 속성을 LF-태그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를 사용한 데이터 레이크 관리 (p. 60)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 Lake Formation 이름이 지정된 리소스

LLLLLLLLake Formation Formation 명명된 리소스 메서드는 리소스에 대한 권한을 정의하는 권한 부여 전
략입니다. 리소스에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및 열이 포함됩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는 Lake Formation 
리소스에 대한 권한을 할당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ake Formation 포메이션의 교차 계정 
데이터 공유 (p. 201)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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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대상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가 개별 리소스에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 명명된 리소
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된 리소스 메서드를 사용하여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에 대한 Lake 
Formation 권한을 외부 계정에 부여하면 Lake Formation Formation은AWS Resource Access Manager 
(AWS RAM) 을 사용하여 리소스를 공유합니다.

주제
• 수강 대상 (p. 85)
• 프로듀서 계정에서 Lake Formation 데이터 카탈로그 설정 구성 (p. 86)
• 1단계: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사용하여 리소스 프로비저닝 (p. 88)
• 2단계: Lake Formation 교차 계정 공유 전제 조건 (p. 89)
• 3단계: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 방법을 사용하여 계정 간 공유 구현 (p. 91)
• 4단계: 명명된 리소스 메서드 구현 (p. 95)
• 5단계:AWS 리소스 정리 (p. 97)

수강 대상

이 자습서는 데이터 관리자, 데이터 엔지니어 및 데이터 분석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Lake Formation 
Formation에서AWS Glue 데이터 카탈로그 테이블을 공유하고 권한을 관리하는 경우 생산 계정 내의 데이터 
관리자는 지원하는 기능에 따라 기능적 소유권을 가지며 다양한 소비자, 외부 조직 및 계정에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는 이 자습서에 사용되는 역할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역할 설명

DataLakeAdminProducer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IAM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액
세스 권한을 가집니다.

• 데이터 카탈로그의 모든 리소스에 대한 전체 읽
기, 쓰기 및 업데이트 액세스

• 리소스에 권한 부여 기능
• 공유 테이블에 대한 리소스 링크를 생성할 수 있

습니다.
• 리소스에 LF-태그를 첨부하여 데이터 관리자가 만

든 정책을 기반으로 보안 주체에 액세스할 수 있
습니다.

DataLakeAdminConsumer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IAM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액
세스 권한을 가집니다.

• 데이터 카탈로그의 모든 리소스에 대한 전체 읽
기, 쓰기 및 업데이트 액세스

• 리소스에 권한 부여 기능
• 공유 테이블에 대한 리소스 링크를 생성할 수 있

습니다.
• 리소스에 LF-태그를 첨부하여 데이터 관리자가 만

든 정책을 기반으로 보안 주체에 액세스할 수 있
습니다.

DataAnalyst DataAnalyst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액세스 권한을 가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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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설명
•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액세스 정책 또는 지정

된 리소스 방법을 사용하여 공유하는 리소스에 대
한 세분화된 액세스

프로듀서 계정에서 Lake Formation 데이터 카탈로그 설
정 구성
이 자습서를 시작하기 전에 올바른 권한이AWS 계정 있는 관리자로 로그인할 수 있는 이 있어야 합니다. 자
세한 정보는 전체 초기 AWS 구성 태스크 (p. 13)을 참조하세요.

이 자습서에서는 사용자가 IAM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IAM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
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프로듀서 계정에서 Lake Formation 데이터 카탈로그 설정 구성

Note

이 자습서에서는 원본 테이블이 있는 계정을 생산자 계정이라고 하고 원본 테이블에 액세스해야 하
는 계정을 소비자 계정이라고 합니다.

Lake Formation 자체 권한 관리 모델을 제공합니다. IAM 권한 모델과의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모든 기존AWS Glue Data Catalog 리소스에IAMAllowedPrincipals 대한Super 권
한이 그룹에 부여됩니다. 또한 새 Data Catalog 리소스에는 IAM 액세스 제어 설정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자습서에서는 Lake Formation 권한을 사용한 세밀한 액세스 제어와 간단한 액세스 제어를 위한 IAM 정
책을 사용합니다. 세부 정보는 세분화된 액세스 (p. 254)을 참조하십시오. 따라서 빠른 설정을 위해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사용하기 전에 프로듀서 계정에서 Lake Formation Data Catalog 설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Important

이 설정은 새로 만든 모든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에 영향을 미치므로 프로덕션 계정이 아닌 계정이
나 새 계정에서 이 자습서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유 계정 (예: 회사의 개발 계정) 을 사용
하는 경우 다른 리소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기본 보안 설정을 유지하려면 다른 계
정과 리소스를 공유할 때 데이터베이스 또는IAMAllowedPrincipals 테이블에서 기본 Super 권
한을 취소하는 추가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자습서의 후반에서 설명합니다.

프로듀서 계정에서 Lake Formation 데이터 카탈로그 설정을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프로듀서 계정을AWS Management Console 사용하여 관리자 사용자 또는 Lake 
FormationPutDataLakeSettings API 권한이 있는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Lake Formation 콘솔의 탐색 창에 있는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설정을 선택합니다.
3. 새 데이터베이스에 IAM 액세스 제어만 사용 및 새 데이터베이스의 새 테이블에 IAM 액세스 제어만 사용

을 선택 취소합니다.

저장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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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AWS CloudFormation 템플
릿을 사용하여 리소스 프로비저닝

또한 관리자 역할 및IAMAllowedPrincipals 작업에서 데이터베이스 작성자에 대
한CREATE_DATABASE 권한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Lake Formation 권한을 통해 누가 새 데이
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1단계: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사용하여 리소스 
프로비저닝
생산자 계정의CloudFormation 템플릿은 다음과 같은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 데이터 LAM으로 사용할 수 있는 Amazon S3 버킷입니다.
• Lambda 함수 (Lambda 기반AWS CloudFormation 사용자 지정 리소스용). 이 함수를 사용하여 퍼블릭 

Amazon S3 버킷의 샘플 데이터 파일을 Amazon S3 버킷에 복사합니다.
• IAM 사용자 및 정책:DataLakeAdminProducer.
• 다음을 포함한 적절한 Lake Formation 설정 및 권한:

• 생산자 계정에서 Lake Formation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정의하기
• Amazon S3 버킷을 Lake Formation 데이터 레이크 위치 (생산자 계정) 로 등록

• AWS Glue Data Catalog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및 파티션. 리소스 공유를 위한 두 가지 옵션이 있으므로 이 
템플릿은 두 개의 개별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 세트를 만듭니다.AWS 계정

소비자 계정용AWS CloudFormation 템플릿은 다음과 같은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 IAM 사용자 및 정책:
• DataLakeAdminConsumer
• DataAnalyst

• AWS Glue Data Catalog 데이터베이스. 이 데이터베이스는 공유 리소스에 대한 리소스 링크를 만들기 위
한 것입니다.

프로듀서 계정에서 리소스 생성

1. 미국 동부 (버지니아 북부) 리전에 있는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 에서AWS 
CloudFormation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2. 스택 시작을 선택합니다.
3. 다음을 선택합니다.
4. 스택 이름에는 스택 이름 (예:) 을 입력합니다stack-producer.
5. [사용자 구성] 섹션에서 및 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

다ProducerDatalakeAdminUserNameProducerDatalakeAdminUserPassword.
6. 에 DataLakeBucketName데이터 레이크 버킷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전역적으로 고유해야 합

니다.
7. DatabaseName및 TableName의 경우 기본값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8. 다음을 선택합니다.
9. 다음 페이지에서 다음을 선택합니다.
10. 마지막 페이지의 세부 정보를 검토하고 IAM 리소스가AWS CloudFormation 생성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

다를 선택합니다.
11. Create(생성)를 선택합니다.

스택 생성에는 최대 1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88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
https://aws-bigdata-blog.s3.amazonaws.com/artifacts/Securely_sharing_data_across_AWS_accounts_using_AWS_Lake_Formation/lakeformation_tutorial_cross_account_producer.yaml


AWS Lake Formation 개발자 안내서
2단계: Lake Formation 교차 계정 공유 전제 조건

소비자 계정에 리소스 생성

1. 미국 동부 (버지니아 북부) 리전에 있는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 에서AWS 
CloudFormation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2. 스택 시작을 선택합니다.
3. 다음을 선택합니다.
4. 스택 이름에는 스택 이름 (예:) 을 입력합니다stack-consumer.
5. [사용자 구성] 섹션에서 및 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

다ConsumerDatalakeAdminUserNameConsumerDatalakeAdminUserPassword.
6. DataAnalystUserName및DataAnalystUserPassword 에는 데이터 분석가 IAM 사용자에 대해 원

하는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합니다.
7. 에 DataLakeBucketName데이터 레이크 버킷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전역적으로 고유해야 합

니다.
8. 의 DatabaseName경우 기본값을 그대로 두십시오.
9. 의AthenaQueryResultS3BucketName 경우 Amazon AthenA 쿼리 결과를 저장하는 Amazon S3 버

킷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없는 경우 Amazon S3 버킷을 생성합니다.
10. 다음을 선택합니다.
11. 다음 페이지에서 다음을 선택합니다.
12. 마지막 페이지의 세부 정보를 검토하고 IAM 리소스가AWS CloudFormation 생성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

다를 선택합니다.
13. Create(생성)를 선택합니다.

스택 생성에는 최대 1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Note

튜토리얼을 완료한 후 요금이 발생하지AWS CloudFormation 않도록 스택을 삭제하십시오. 스택의 
이벤트 상태에서 리소스가 성공적으로 삭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Lake Formation 교차 계정 공유 전제 조건
Lake Formation Formation과 리소스를 공유하기 전에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 방법과 명명된 리소스 메서드 
모두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 교차 계정 공유 사전 요구 사항 충족

•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 방법을 사용하여 리소스에 대한 교차 계정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려면 먼저 프로
듀서 계정의 Data Catalog 리소스 정책에 다음JSON 권한 개체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비자 
계정에 데이터 카탈로그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glue:EvaluatedByLakeFormationTags
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조건은 소비자 계정에 Lake Formation 권한 태그를 사용하여 권한을 부여한 
리소스에도 적용됩니다. 이 정책은 권한을AWS 계정 부여하는 모든 대상에 필요합니다.

다음 정책은Statement 요소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전체 IAM 정책을 다룹니다.

{ 
    "Effect": "Allow", 
    "Action": [ 
        "glue:*" 
    ], 
    "Principal": { 
        "AWS": [ 
            "consumer-account-id" 
        ] 
    }, 
    "Resour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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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n:aws:glue:region:account-id:table/*", 
        "arn:aws:glue:region:account-id:database/*", 
        "arn:aws:glue:region:account-id:catalog" 
    ], 
    "Condition": { 
        "Bool": { 
            "glue:EvaluatedByLakeFormationTags": true 
        } 
    }
} 
         

명명된 리소스 메서드 교차 계정 공유 사전 요구 사항 완료

1. 계정에 Data Catalog 리소스 정책이 없는 경우 Lake Formation 교차 계정 보조금은 평소대로 진행됩니
다. 하지만 Data Catalog 리소스 정책이 있는 경우 지정된 리소스 메서드로 이루어진 교차 계정 권한 부
여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다음 설명을 추가해야 합니다. 지정된 리소스 메서드만 사용하거나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 방법만 사용하려는 경우 이 단계를 건너뛰어도 됩니다. 이 자습서에서는 두 방법을 모
두 평가하며 다음 정책을 추가해야 합니다.

다음 정책은Statement 요소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전체 IAM 정책을 다룹니다.

{ 
          "Effect": "Allow", 
          "Action": [ 
          "glue:ShareResource" 
          ], 
          "Principal": { 
            "Service":"ram.amazonaws.com" 
          }, 
          "Resource": [ 
              "arn:aws:glue:region:account-id:table/*/*", 
              "arn:aws:glue:region:account-id:database/*", 
              "arn:aws:glue:region:account-id:catalog" 
          ]
} 
         

2. 다음으로AWS Command Line Interface (AWS CLI) 를 사용하여AWS Glue Data Catalog; 리소스 정책
을 추가합니다.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 방법과 지정된 리소스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교차 계정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이
전 정책을 추가할 때EnableHybrid 인수를 'true'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 옵션은 현재 콘솔에서 지원되
지 않으므로glue:PutResourcePolicy API와 를 사용해야 합니다AWS CLI.

먼저 정책 문서 (예: policy.json) 를 만들고 앞의 두 정책을 추가합니다. 권한을AWS 계정 부여받은 사람
의 ## ID#, ### 권한을 부여하려는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이 포함된 데이터 카탈로그의 영역으로, ##
AWS ## ID# #### ID# consumer-account-id바꾸십시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ram.amazonaws.com" 
            }, 
            "Action": "glue:ShareResource", 
            "Resource": [ 
                "arn:aws:glue:region:account-id:table/*/*", 
                "arn:aws:glue:region:account-id:database/*", 

90



AWS Lake Formation 개발자 안내서
3단계: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 방
법을 사용하여 계정 간 공유 구현

                "arn:aws:glue:region:account-id:catalog" 
            ] 
        }, 
        { 
            "Effect": "Allow", 
            "Principal": { 
                "AWS": "region:account-id" 
            }, 
            "Action": "glue:*", 
            "Resource": [ 
                "arn:aws:glue:region:account-id:table/*/*", 
                "arn:aws:glue:region:account-id:database/*", 
                "arn:aws:glue:region:account-id:catalog" 
            ], 
            "Condition": { 
                "Bool": { 
                    "glue:EvaluatedByLakeFormationTags": "true" 
                } 
            } 
        } 
    ]
}         

다음AWS CLI 명령을 입력합니다. 올바른 값 (예: 파일: //policy.json) glue-resource-policy으로 바
꾸십시오.

aws glue put-resource-policy --policy-in-json glue-resource-policy --enable-hybrid TRUE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 put-resource-policy.

3단계: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 방법을 사용하여 계정 간 
공유 구현
이 섹션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략적인 단계를 안내합니다.

1. LF 태그를 정의합니다.
2. 대상 리소스에 LF-태그를 할당합니다.
3. 소비자 계정에 LF-tag 권한을 부여합니다.
4. 소비자 계정에 데이터 권한을 부여합니다.
5.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및 열에IAMAllowedPrincipals 대한 권한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6. 공유 테이블에 리소스 링크를 생성합니다.
7. LF-태그를 생성하여 대상 데이터베이스에 할당합니다.
8. 소비자 계정에 LF-tag 데이터 권한을 부여합니다.

LF-태그 정의
Note

프로듀서 계정에 로그인한 경우 다음 단계를 완료하기 전에 로그아웃하세요.

1. 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 에서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로 프로듀서 계정에 로그
인하세요. AWS CloudFormation스택 생성 중에 지정한 프로듀서 계정 번호, IAM 사용자 이름 (기본
값DatalakeAdminProducer) 및 암호를 사용합니다.

2. Lake Formation 콘솔 (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 의 탐색 창의 권한 아래에 있는
관리자 역할 및 작업에서 LF-태그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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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F-태그 추가를 선택합니다.

대상 리소스에 LF-태그 할당

대상 리소스에 LF-태그를 할당하고 다른 계정에 데이터 권한을 부여합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는 리소스에 태그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역할을 사용하려는 경우 별도의 역할
에 설명 및 첨부 권한을 부여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탐색 창의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2. 대상 데이터베이스를(lakeformation_tutorial_cross_account_database_tbac) 선택하고

작업 메뉴에서 LF-태그 편집을 선택합니다.

이 자습서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LF-태그를 할당하지만 테이블과 열에 LF-태그를 할당할 수도 있습니
다.

3. 새 LF-태그 지정을 선택합니다.
4. Confidentiality키와 값을 추가합니다public.
5. 저장을 선택합니다.

소비자 계정에 LF-태그 권한 부여

여전히 생산자 계정에서 소비자 계정에 LF-태그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세요.

1. 탐색 창의 권한, 관리 역할 및 작업, LF-Tag 권한에서 부여를 선택합니다.
2. 주도자의 경우 외부 계정을 선택합니다.
3. 대상 AWS 계정ID를 입력합니다.

AWS 계정동일한 조직 내에서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으면AWS 계정 ID를 수동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는 조직 또는 조직 단위에 대한 권
한 부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4. LF-태그의 경우 소비자 계정과 공유되는 LF-태그의 키 및 값 (키Confidentiality 및 값public) 을 
선택합니다.

5. 권한에서 LF-Tag 권한에 대한 설명을 선택합니다.

LF-tag 권한은 소비자 계정에 부여되는 권한입니다. 부여 가능한 권한은 소비자 계정이 다른 주체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6. 권한 부여(Grant)를 선택합니다.

이제 소비자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는 소비자 계정 Lake Formation 콘솔의 권한, 관리 역할 및 작업, LF-
태그에서 공유되고 있는 정책 태그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 계정에 데이터 권한 부여

이제 LF-Tag 표현식을 지정하고 소비자 계정에 표현식과 일치하는 테이블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여 소비자 계정에 대한 데이터 액세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 탐색 창의 권한, 데이터 레이크 권한에서 허용을 선택합니다.
2. 주도자의 경우 외부 계정을 선택하고 대상AWS 계정 ID를 입력합니다.
3. LF-태그 또는 카탈로그 리소스의 경우 소비자 계정과 공유되는 LF-태그의 키 및 값

(키Confidentiality 및 값public) 을 선택합니다.
4. 권한의 경우 LF-태그와 일치하는 리소스 (권장) 에서 LF-태그 추가를 선택합니다.
5. 소비자 계정과 공유되는 태그의 키와 값 (키Confidentiality 및 값public) 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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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데이터베이스 권한의 경우 데이터베이스 권한에서 설명을 선택하여 데이터베이스 수준에서 액세스 권
한을 부여합니다.

7. 소비자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는 Lake Formation 콘솔의 https://console.aws.amazon.com/ 
lakeformation/ 권한, 관리 역할 및 작업, LF-태그에서 소비자 계정을 통해 공유되는 정책 태그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8. 소비자 계정이 사용자에게 데이터베이스 수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 가능한 권한 아래에서 설명
을 선택합니다.

9. 테이블 및 열 권한의 경우 테이블 권한에서 선택 및 설명을 선택합니다.
10. 허용 가능한 권한에서 선택 및 설명을 선택합니다.
11. 권한 부여(Grant)를 선택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및 열에IAMAllowedPrincipals 대한 권한 취소 (선택 사항).

이 튜토리얼의 맨 처음에 Lake Formation 데이터 카탈로그 설정을 변경했습니다. 해당 부분을 건너뛰었다면 
이 단계가 필수입니다. LLLLLLake Formation Formation Formation Formation 데이터 카탈로그 설정을 변경
한 경우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또는IAMAllowedPrincipals 테이블에서 기본 Super 권한을 취소해야 합니
다. 세부 정보는 4단계: 데이터 저장소를 Lake Formation 권한 모델로 전환 (p. 27)을 참조하십시오.

에 대한IAMAllowedPrincipals 권한을 취소하기 전에 Lake Formation을 통해 기존 IAM 보안 주체에게 
필요한 권한을 부여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여기에는 다음 세 단계가 포함됩니다.

1. Lake FormationGetDataAccess 작업 (IAM 정책 포함) 을 사용하여 대상 IAM 사용자 또는 역할에 IAM 
권한을 추가합니다.

2. 대상 IAM 사용자 또는 역할에 Lake Formation 데이터 권한 (변경, 선택 등) 을 부여합니다.
3. 그런 다음 에 대한 권한을IAMAllowedPrincipals 취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한을 취소한 후 기

존 IAM 보안 주체가 더 이상 대상 데이터베이스 또는 데이터 카탈로그에 액세스하지 못할 수 있습니
다.IAMAllowedPrincipals

Lake Formation 권한 모델을 사용하여 단일 계정 내에서 또는 여러 계정 간의 사용자 액세스를 관
리하기 위해IAMAllowedPrincipals (IAM 정책 모델 대신) Lake Formation 권한 모델을 적용하
려는 경우 에 대한 슈퍼 권한을 취소해야 합니다. 기존 IAM 정책 모델을 유지하려는 다른 테이블
에IAMAllowedPrincipals 대해서는 권한을 취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소비자 계정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는 Lake Formation 콘솔의 https://console.aws.amazon.com/ 
lakeformation/ 데이터 카탈로그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소비자 계정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와 테이블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 항목이 제대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1. 올바른 정책 태그와 값이 대상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에 할당됩니다.
2. 올바른 태그 권한 및 데이터 권한이 소비자 계정에 할당됩니다.
3. 데이터베이스 또는IAMAllowedPrincipals 테이블에서 기본 슈퍼 권한을 취소하십시오.

공유 테이블에 리소스 링크 생성

계정 간에 리소스가 공유되고 공유 리소스가 소비자 계정의 데이터 카탈로그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이를 사
용할 수 있게 하고 Athena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여 공유 테이블의 기본 데이터를 쿼리하려면 공유 테이블
에 대한 리소스 링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리소스 링크는 로컬 또는 공유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에 대한 링
크인 Data Cat로그 객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소스 링크 (p. 120)을 참조하세요. 리소스 링크를 생성하
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Data Catalog 리소스 이름 지정 정책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에 다른 이름을 할당합니다.
• Athena 및 Redshift Spectrum과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여 공유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을 쿼리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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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Lake Formation 개발자 안내서
3단계: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 방
법을 사용하여 계정 간 공유 구현

리소스 링크를 생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1. 소비자 계정에 로그인한 경우 로그아웃하세요.
2. 소비자 계정 데이터 Lake Formation Formation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AWS CloudFormation스택 생성 

중에 지정한 소비자 계정 ID, IAM 사용자 이름 (기본값DatalakeAdminConsumer) 및 암호를 사용합니다.
3. Lake Formation 콘솔 (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 의 탐색 

창에 있는 데이터 카탈로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공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
다lakeformation_tutorial_cross_account_database_tbac.

데이터베이스가 보이지 않는 경우 이전 단계를 다시 방문하여 모든 것이 제대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하십
시오.

4. 테이블 보기를 선택합니다.
5. 공유 테이블을 선택합니다amazon_reviews_table_tbac.
6. 작업 메뉴에서 리소스 링크 생성을 선택합니다.
7. 리소스 링크 이름에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자습서에서

는amazon_reviews_table_tbac_resource_link).
8. 데이터베이스에서 리소스 링크가 생성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

다. 이 게시물의 경우AWS CloudFormation n 스택이 데이터베이스
를lakeformation_tutorial_cross_account_database_consumer 생성했습니다.

9. Create(생성)를 선택합니다.

리소스 링크는 데이터 카탈로그, 테이블 아래에 표시됩니다.

LF-태그를 생성하여 대상 데이터베이스에 할당

Lake Formation 태그는 리소스와 동일한 데이터 카탈로그에 있습니다. 즉, 생산자 계정에서 만든 태그는 소
비자 계정의 리소스 링크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 계정에서 리소스 링크
를 공유할 때 LF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를 사용하려면 소비자 계정에서 별도의 LF-태그 세트를 만들어야 합
니다.

1. 소비자 계정에 LF 태그를 정의합니다. 이 자습서에서는Division 키와 값salesmarketing, 및 을 사
용합니다analyst.

2. 리소스 링크가 생성되는 데이터베이스
에lakeformation_tutorial_cross_account_database_consumer LF-TagDivision 키와 값
을analyst 할당합니다.

소비자에게 LF-Tag 데이터 권한 부여

마지막 단계로 소비자에게 LF-tag 데이터 권한을 부여합니다.

1. 탐색 창의 권한, 데이터 레이크 권한에서 허용을 선택합니다.
2. Principals에서 IAM 사용자 및 역할을 선택하고 사용자를 선택합니다DataAnalyst.
3. LF-태그 또는 카탈로그 리소스의 경우 LF-태그와 일치하는 리소스 (권장) 를 선택합니다.
4. 주요 사업부 및 가치 분석가를 선택하십시오.
5. 데이터베이스 권한의 경우 데이터베이스 권한에서 설명을 선택합니다.
6. 테이블 및 열 권한의 경우 테이블 권한에서 선택 및 설명을 선택합니다.
7. 권한 부여(Grant)를 선택합니다.
8. 사용자에DataAnalyst 대해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여기서 LF-Tag 키는Confidentiality 이고 값은 

입니다public.

이제 소비자 계정의 데이터 분석가 사용자는 https://console.aws.amazon.com/athena/ Athena 콘솔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및 리소스 링크를 찾고 공유 테이블을 쿼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다
음 항목이 제대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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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Lake Formation 개발자 안내서
4단계: 명명된 리소스 메서드 구현

• 공유 테이블에 대한 리소스 링크가 생성됩니다.
• 프로듀서 계정에서 공유한 LF-태그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 사용자에게 리소스 링크가 생성된 리소스 링크 및 데이터베이스와 연관된 LF-태그에 대한 액세스 권

한을 부여했습니다.
• 리소스 링크와 리소스 링크가 생성된 데이터베이스에 올바른 LF-태그를 할당했는지 확인하십시오.

4단계: 명명된 리소스 메서드 구현
명명된 리소스 메서드를 사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략적인 단계를 안내합니다.

1.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및 열에IAMAllowedPrincipals 대한 권한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2. 소비자 계정에 데이터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에서 리소스 공유를 수락AWS Resource Access Manager.
4. 공유 테이블에 대한 리소스 링크를 생성합니다.
5. 소비자에게 공유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 권한을 부여합니다.
6. 소비자에게 리소스 링크에 대한 데이터 권한을 부여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및 열에IAMAllowedPrincipals 대한 권한 취소 (선택 사항)

• 이 튜토리얼의 맨 처음에 Lake Formation 데이터 카탈로그 설정을 변경했습니다. 해당 부분을 건너뛰었
다면 이 단계가 필수입니다. 지침은 이전 섹션의 선택적 단계를 참조하십시오.

소비자 계정에 데이터 권한 부여

1. Note

프로듀서 계정에 다른 사용자로 로그인한 경우 먼저 로그아웃하세요.

AWS CloudFormation스택 생성 중에 지정된AWS 계정 ID, IAM 사용자 이름 (기본
값DatalakeAdminProducer) 및 암호를 사용하여 프로듀서 계정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를 사용하여
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 에서 Lake Formation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2. 권한 페이지의 데이터 레이크 권한에서 부여를 선택합니다.
3. 주도자에서 외부 계정을 선택하고 하나 이상의AWS 계정 ID 또는AWS 조직 ID를 입력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AWSOrganizations 참조하십시오.

생산자 계정이 속해 있고 동일한AWS 계정 Organizations 내에 있는 조직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그렇
지 않으면 계정 ID 또는 조직 ID를 수동으로 입력하십시오.

4. LF-태그 또는 카탈로그 리소스의 경우 선택하십시오Named data catalog resources.
5.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

다lakeformation_tutorial_cross_account_database_named_resource.
6. LF-태그 추가를 선택합니다.
7. 테이블에서 모든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8. 테이블 열 권한의 경우 테이블 권한에서 선택을 선택하고 설명을 선택합니다.
9. 부여 가능한 권한에서 선택 및 설명을 선택합니다.
10. 선택적으로, 열 수준의 권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데이터 권한의 경우 단순 열 기반 액세스를 선택합니다.
11. 권한 부여(Grant)를 선택합니다.

에 대한IAMAllowedPrincipals 권한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 권한 부여 실패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제 권
한, 데이터 권한 아래에서 대상 테이블이 소비자 계정을 통해AWS RAM 공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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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리소스 공유 수락AWS RAM

Note

이 단계는AWS 계정 기반 공유에만 필요하며 조직 기반 공유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 AWS CloudFormation스택 생성 중에 지정된 IAM 사용자 이름 (기본값DatalakeAdminConsumer) 과 
암호를 사용하여 소비자 계정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를 사용하여 https://console.aws.amazon.com/
connect/AWS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2. AWS RAM콘솔의 탐색 창에 있는 공유 항목, 리소스 공유에서 공유 Lake Formation 리소스를 선택합니
다. 상태는 보류 중이어야 합니다.

3. 조치 및 부여를 선택합니다.
4. 리소스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리소스 공유 수락을 선택합니다.

이제 소비자 계정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는 Lake Formation 콘솔 (https://console.aws.amazon.com/ 
lakeformation/) 의 데이터 카탈로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공유 리소스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유 테이블에 대한 리소스 링크 생성

• 3단계: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 방법을 사용하여 계정 간 공유 구현 (p. 91)(6단계) 의 지
침에 따라 공유 테이블에 대한 리소스 링크를 생성합니다. 리소스 링크의 이름을 지정합니
다amazon_reviews_table_named_resource_resource_link. 데이터베이스에 리소스 링크를 
생성합니다lakeformation_tutorial_cross_account_database_consumer.

소비자에게 공유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 권한 부여

소비자에게 공유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 권한을 부여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레이크 포메이션 콘솔 (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 의 권한, 데이터 레이크 권한에
서 허용을 선택합니다.

2. Principals에서 IAM 사용자 및 역할을 선택하고 사용자를 선택합니다DataAnalyst.
3. LF-태그 또는 카탈로그 리소스의 경우 이름이 지정된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4.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

다lakeformation_tutorial_cross_account_database_named_resource. 드롭다운 목록에 
데이터베이스가 표시되지 않으면 Load more (추가 정보) 를 선택합니다.

5. 테이블에서 테이블을 선택합니다amazon_reviews_table_named_resource.
6. 테이블 및 열 권한의 경우 테이블 권한에서 선택 및 설명을 선택합니다.
7. 권한 부여(Grant)를 선택합니다.

소비자에게 리소스 링크에 대한 데이터 권한 부여

데이터 레이크 사용자에게 공유 테이블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 외에도 데이터 레이크 사용
자에게 리소스 링크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야 합니다.

1. Lake Formation 콘솔 (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 의 권한, 데이터 레이크 권한에
서 허용을 선택합니다.

2. Principals에서 IAM 사용자 및 역할을 선택하고 사용자를 선택합니다DataAnalyst.
3. LF-태그 또는 카탈로그 리소스의 경우 이름이 지정된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4.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

다lakeformation_tutorial_cross_account_database_consumer. 드롭다운 목록에 데이터베
이스가 표시되지 않으면 Load more (추가 정보) 를 선택합니다.

5. 테이블에서 테이블을 선택합니다amazon_reviews_table_named_resource_resource_link.
6. 리소스 링크 권한의 경우 리소스 링크 권한에서 설명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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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AWS 리소스 정리

7. 권한 부여(Grant)를 선택합니다.

이제 소비자 계정의 데이터 분석가 사용자는 Athena 콘솔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와 리소스 링크를 찾고 
공유 테이블을 쿼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 항목이 제대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공유 테이블에 대한 리소스 링크가 생성됩니다.
• 프로듀서 계정이 공유하는 테이블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 사용자에게 리소스 링크가 생성된 리소스 링크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5단계:AWS 리소스 정리
원치 않는 요금이 청구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이 자습서에서 사용한AWS 리소스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AWS 
계정

1. 프로듀서 계정을 사용하여 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 에서 Lake Formation 콘솔
에 로그인하고 다음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십시오.

• AWS Resource Access Manager리소스 공유
• Lake Formation
• AWS CloudFormation 스택
• Lake Formation
• AWS Glue Data Catalog

2. 소비자 계정을 사용하여 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 에서 Lake Formation 콘솔에 
로그인하고 다음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십시오.

• Lake Formation
• AWS CloudFormation 스택

Lake Formation 세분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이 튜토리얼에서는 Lake Formation을 사용하여 여러AWS 계정 데이터세트를 관리할 때 빠르고 쉽게 데이터
세트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한 step-by-step 지침을 제공합니다AWS Organizations. 세분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다음 절차는 또한 계정 A의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가 계정 B에 대해 세분화된 액세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데이
터 관리자 역할을 하는 계정 B의 사용자가 해당 계정의 다른 사용자에게 공유 테이블에 대한 세분화된 액세
스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각 계정 내의 데이터 관리자는 독립적으로 자신의 사용자에게 액세
스 권한을 위임하여 각 팀 또는 LOB (Line of Business) 에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용 사례에서는 를 관리하는AWS Organizations 데 사용하는 것으로AWS 계정 가정합니다. 한 조직 단위 
(OU1) 의 계정 A 사용자는 OU2의 계정 B 사용자에게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Organizations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예: 계정이 몇 Organizations 없는 경우) 동일한 접근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다이어그램
은 Data Lake 있는 세분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데이터 레이크는 계정 A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정 A의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는 계정 B에 대한 세분화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다이어그램
은 계정 B의 사용자가 계정 B의 다른 사용자에게 계정 A 데이터 레이크 테이블의 열 수준 액세스를 제공한다
는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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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

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
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AWS 계정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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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대상

• 수강 대상 (p. 99)
• 사전 조건 (p. 99)
• 1단계: 다른 계정에 대한 세분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

된 액세스 권한 부여 (p. 100)
• 2단계: 동일한 계정의 사용자에게 세분화된 액세스 권한 제공 (p. 101)

수강 대상

이 자습서는 데이터 관리자, 데이터 엔지니어 및 데이터 분석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 표에는 이 자습서에 
사용되는 역할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역할 설명

IAM 관리자 AWS관리형 정책을 보유한 사용
자:AdministratorAccess.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AWS관리형 정책을 가진 사용자: 역할
에AWSLakeFormationDataAdmin 연결됨.

데이터 분석가 AWS관리형 정책을 보유한 사용
자:AmazonAthenaFullAccess 첨부됨.

사전 조건
이 자습서를 시작하기 전에 올바른 권한이AWS 계정 있는 관리자로 로그인할 수 있는 이 있어야 합니다. 자
세한 정보는 전체 초기 AWS 구성 태스크 (p. 13)을 참조하세요.

이 자습서에서는 IAM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IAM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
를 참조하세요.

이 자습서를 이해하려면 다음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 두 개의 조직 단위:
• OU1 — 계정 A 포함
• OU2 — 계정 B 포함

• 계정 A의 Amazon S3 데이터 레이크 위치 (버킷) 입니다.
• 계정 A의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사용자입니다. Lake Formation 콘솔 (https://console.aws.amazon.com/ 

lakeformation/) 또는 Lake Formation APIPutDataLakeSettings 작업을 사용하여 데이터 레이크 관리
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계정 A에서 Lake Formation 구성했으며 Amazon S3 데이터 레이크 위치는 계정 A의 Lake Formation 등록
되었습니다.

• 다음 IAM 관리형 정책을 사용하는 계정 B의 두 명의 사용자:
• testuser1 —AWS 관리형 정책이AWSLakeFormationDataAdmin 연결되어 있습니다.
• testuser2 —AWS 관리형 정책이AmazonAthenaFullAccess 연결되어 있습니다.

• 계정 B의 Lake Formation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testdb 데이터베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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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다른 계정에 대한 세분화된 화된 화
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
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액세스 권한 부여

1단계: 다른 계정에 대한 세분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액
세스 권한 부여
계정 A의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가 어떻게 계정 B에 대한 세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지 알아보십시오.

다른 계정에 대한 세분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액세스 권한 부
여

1. 계정 A의 https://console.aws.amazon.com/connect/AWS Management Console 에서 데이터 레이크 관
리자로 로그인합니다.

2. Lake Formation 콘솔 (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 을 열고 시작하기를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4.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선택합니다.
5. 데이터베이스 세부 정보 섹션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6. 이름에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자습서에서는 사용sampledb01).
7. 이 데이터베이스의 새 테이블에 IAM 액세스 제어만 사용이 선택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Lake Formation 포메이션에서의 접근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8. Create database(데이터베이스 생성)를 선택합니다.
9.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sampledb01.
10. 조치 메뉴에서 허용을 선택합니다.
11. 권한 부여 섹션에서 외부 계정을 선택합니다.
12. AWS 계정ID 또는AWS 조직 ID에는 OU2의 계정 B에 대한 계정 ID를 입력합니다.
13. 테이블에서 계정 B가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려는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이 게시물에서는 테이블 사

용acc_a_area). 선택적으로 테이블 내의 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게시물에서 설명합니다.

14. 열 포함 에서 계정 B가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려는 열을 선택합니다. 이 게시물에서는 유형, 이름 및 식
별자에 대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15. 열의 경우 열 포함을 선택합니다.
16. 테이블 권한에서 선택을 선택합니다.
17. 부여 가능한 권한의 경우 선택을 선택합니다. 계정 B의 관리자가 계정 B의 다른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

하려면 부여 가능한 권한이 필요합니다.
18. 권한 부여(Grant)를 선택합니다.
19. 탐색 창에서 테이블(Tables)을 선택합니다.
20. 액세스 권한이 있는AWS 조직AWS 계정 및 섹션에서 하나의 활성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리소스 링크 생성

Amazon Athena와 같은 통합 서비스는 계정 전체의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에 직접 액세스할 수 없습
니다. 따라서 Athena가 사용자 계정의 리소스 링크에 다른 계정의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리소스 링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계정 B 사용자가 Athena로 데이터를 쿼리할 수 있도록 테이블 
(acc_a_area) 에 대한 리소스 링크를 생성합니다.

1. 계정 B의 https://console.aws.amazon.com/connect/ 에서AWS 콘솔에 계정 B로testuser1 로그인합니
다.

2. Lake Formation 콘솔 (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 의 탐색 창에서 테이블을 선택합
니다. 계정 A가 액세스 권한을 부여한 테이블이 보일 것입니다.

3. acc_a_area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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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동일한 계정의 사용자에게 세분화된 액세스 권한 제공

4. 작업 메뉴에서 리소스 링크 생성을 선택합니다.
5. 리소스 링크 이름에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자습서에서는acc_a_area_rl).
6.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 (testdb) 를 선택합니다.
7. Create(생성)를 선택합니다.
8. 탐색 창에서 테이블(Tables)을 선택합니다.
9. acc_b_area_rl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10. 작업 메뉴에서 데이터 보기를 선택합니다.

Athena 콘솔로 리디렉션되며, 여기서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테이블에서 쿼리를 실행하여 계정 B에서 testuser1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제공된 열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동일한 계정의 사용자에게 세분화된 액세스 권
한 제공
이 섹션에서는 데이터 관리자 역할을 하는 계정 B (testuser1) 의 사용자가 어떻게 동일한 계정 
(testuser2) 의 다른 사용자에게 공유 테이블의 열 이름에 대한 세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지 보여줍니
다aac_b_area_rl.

동일한 계정의 사용자에게 세분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화된

1. 계정 B의 https://console.aws.amazon.com/connect/ 에서AWS 콘솔에 계정 B로testuser1 로그인합니
다.

2. Lake Formation 콘솔의 탐색 창에서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리소스 링크를 통해 테이블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테이블 페이지에서 리소
스 링크를acc_b_area_rl 선택하고 작업 메뉴에서 대상에 부여를 선택합니다.

3. 권한 부여 섹션에서 내 계정을 선택합니다.
4. IAM 사용자 및 역할의 경우 사용자를 선택합니다testuser2.
5. 열에서 열 이름을 선택합니다.
6. 테이블 권한에서 선택을 선택합니다.
7. 권한 부여(Grant)를 선택합니다.

리소스 링크를 생성하면 사용자만 리소스 링크를 보고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계정의 다른 사용자가 리
소스 링크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리소스 링크 자체에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DESCRIPE 
또는 DROP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테이블 페이지에서 테이블을 다시 선택하고 작업 메뉴에서 허용을
선택합니다.

8. 권한 부여 섹션에서 내 계정을 선택합니다.
9. IAM 사용자 및 역할의 경우 사용자를 선택합니다testuser2.
10. 리소스 링크 권한의 경우 설명을 선택합니다.
11. 권한 부여(Grant)를 선택합니다.
12. AWS콘솔에 계정 B로testuser2 로그인합니다.

Athena 콘솔 (https://console.aws.amazon.com/athena/) 에서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을 볼 
수acc_b_area_rl 있습니다. 이제 테이블에서 쿼리를 실행하여 액세스할 수testuser2 있는 열 값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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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등록에 사용되는 역할 요구 사항

Amazon S3 위치를 데이터 레이크에 
추가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위치를 데이터 레이크의 스토리지로 추가하려면 에 위치를
AWS Lake Formation등록합니다. 그런 다음 Lake Formation 권한을 사용하여 이 위치를 가리키는AWS Glue 
Data Catalog 객체 및 해당 위치의 기본 데이터에 대한 세밀한 액세스 제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치를 등록하면 해당 Amazon S3 경로와 해당 경로 아래의 모든 폴더가 등록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Amazon S3 경로 조직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mybucket/accounting/sales/

S3://mybucket/accounting등록하면 해당sales 폴더도 함께 등록되어 Lake Formation 관리 하에 있게 
됩니다.

위치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서 확인하세요Underlying Data Access Control (p. 258).

주제
• 위치 등록에 사용되는 역할 요구 사항 (p. 102)
• Amazon S3 위치 등록 (p. 104)
• 암호화된 Amazon S3 위치 등록 (p. 106)
• 다른 위치에 Amazon S3 위치 등록AWS계정 (p. 108)
• 여러AWS 계정에 암호화된 Amazon S3 위치 등록 (p. 110)
• Amazon S3 위치 등록 취소 (p. 112)

위치 등록에 사용되는 역할 요구 사항
다음은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Amazon S3) 위치를 등록
할 때 (IAM) 역할을 지정해야 합니다. AWS Lake Formation 해당 위치에 있는 데이터에 액세스할 때 이 역할
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위치 등록에 사용할 수 있는 역할 유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위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Lake Formation 서비스 연계 역할. 이 역할은 위치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기능은 위치를 등록하
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Lake Formation 위한 서비스 연결 역할 사용 (p. 265)을 참조
하세요.

• 사용자 정의 역할. 서비스 연결 역할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 정의 
역할을 사용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용자 정의 역할을 사용해야 합니다.
• 다른 계정에 위치를 등록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the section called “다른 위치에 Amazon S3 위치 등록AWS계정” (p. 108) 및 the 
section called “여러AWS 계정에 암호화된 Amazon S3 위치 등록” (p. 110) 단원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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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등록에 사용되는 역할 요구 사항

• AWS관리형 CMK (aws/s3) 를 사용하여 Amazon S3 위치를 암호화한 경우

자세한 정보는 암호화된 Amazon S3 위치 등록 (p. 106)을 참조하세요.
• Amazon EMR을 사용하여 위치에 액세스하려는 경우

서비스 연결 역할로 위치를 이미 등록한 상태에서 Amazon EMR로 위치 액세스를 시작하려면 위치를 
등록 취소하고 사용자 정의 역할을 사용하여 위치를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Amazon S3 위치 등록 취소” (p. 112)을 참조하세요.

다음은 사용자 정의 역할의 요구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용자 정의 역할의 요구 사항입니다.

• 새 역할을 생성할 때 IAM 콘솔의 역할 생성 페이지에서 AWS서비스를 선택한 다음 사용 사례 선택에서
Lake Formation Formation을 선택합니다.

다른 경로를 사용하여 역할을 생성하는 경우 해당 역할과 신뢰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십시
오lakeformation.amazonaws.com. 자세한 내용은 역할 신뢰 정책 수정 (콘솔) 을 참조하십시오.

• 역할은 다음 엔티티와 신뢰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 glue.amazonaws.com

• lakeformation.amazonaws.com

자세한 내용은 역할 신뢰 정책 수정 (콘솔) 을 참조하십시오.
• 역할에는 해당 위치에 대한 Amazon S3에 읽기/쓰기 권한을 부여하는 인라인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은 일반적인 정책입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정책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3:PutObject", 
                "s3:GetObject", 
                "s3:DeleteObject" 
            ], 
            "Resource": [ 
                "arn:aws:s3:::awsexamplebucket/*" 
            ] 
        }, 
        { 
            "Effect": "Allow", 
            "Action": [ 
                "s3:ListBucket" 
            ], 
            "Resource": [ 
                "arn:aws:s3:::awsexamplebucket" 
            ] 
        } 
    ]
}

• 위치를 등록하는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에게 해당 역할에 대한iam:PassRole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이 권한을 부여하는 인라인 정책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account-id>유효한
AWS 계정 번호로 바꾸고 <role-name>역할 이름으로 바꾸십시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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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d": "PassRolePermissions", 
            "Effect": "Allow", 
            "Action": [ 
                "iam:PassRole" 
            ], 
            "Resource": [ 
                "arn:aws:iam::<account-id>:role/<role-name>" 
            ] 
        } 
    ]
}

• Lake Formation Formation이 로그에CloudWatch 로그를 추가하고 지표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다음 
인라인 정책을 추가하십시오.

Note

CloudWatch로그에 글을 쓰면 요금이 부과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Sid1", 
            "Effect": "Allow", 
            "Action": [ 
                "logs:CreateLogStream", 
                "logs:CreateLogGroup", 
                "logs:PutLogEvents" 
            ], 
            "Resource": [ 
                 "arn:aws:logs:<region>:<account-id>:log-group:/aws-lakeformation-
acceleration/*", 
                 "arn:aws:logs:<region>:<account-id>:log-group:/aws-lakeformation-
acceleration/*:log-stream:*" 
            ] 
        } 
    ]
}

Amazon S3 위치 등록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Amazon S3) 위치를 등록할 때 
(IAM) 역할을 지정해야 합니다. Lake Formation Formation은 해당 위치의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통합AWS 서
비스에 임시 자격 증명을 부여할 때 해당 역할을 맡습니다.

Important

요청자 지불이 활성화된 Amazon S3 버킷을 등록하지 마십시오. Lake Formation Formation에 등록
된 버킷의 경우 버킷을 등록하는 데 사용된 역할이 항상 요청자로 간주됩니다. 다른AWS 계정에서 
버킷에 액세스한 경우, 역할이 버킷 소유자와 동일한 계정에 속하면 버킷 소유자에게 데이터 액세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AWS Lake Formation콘솔, Lake Formation API 또는AWS Command Line Interface (AWS CLI) 를 사용하여 
Amazon S3 위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

위치를 등록하는 데 사용되는 역할의 요구 사항을 (p. 102)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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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를 등록하려면 (콘솔)

Important

다음 절차에서는 Amazon S3 위치가 데이터 카탈로그와 동일한AWS 계정에 있고 해당 위치의 데이
터가 암호화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합니다. 이 장의 다른 섹션에서는 교차 계정 등록 및 암호화된 위
치 등록에 대해 설명합니다.

1. 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 에서AWS Lake 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Data Lake 
관리자 또는lakeformation:RegisterResource IAM 권한이 있는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탐색 창의 등록 및 인제스트에서 데이터 레이크 위치를 선택합니다.
3. 위치 등록을 선택한 다음 찾아보기를 선택하여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경로를 

선택합니다.
4. (선택 사항이지만 강력히 권장됨) 선택한 Amazon S3 위치에 있는 모든 기존 리소스 및 해당 권한의 목

록을 보려면 위치 권한 검토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위치를 등록하면 Lake Formation 사용자가 해당 위치에 이미 있는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
다. 이 목록을 보면 기존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IAM 역할의 경우AWSServiceRoleForLakeFormationDataAccess 서비스 연결 역할 (기본값) 또는 
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사용자 지정 IAM 역할을 선택합니다the section called “위치 등록에 사용되는 
역할 요구 사항” (p. 102).

6. Lake Formation Formation이 역할을 맡아 통합AWS 서비스에 임시 자격 증명을 전송하여 페더레이션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려면 데이터 카탈로그 페더레이션 활성화 확인란을 선
택합니다. 위치가 Lake Formation Formation에 등록되어 있고 페더레이션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 
동일한 위치를 사용하려는 경우 데이터 카탈로그 페더레이션 활성화 옵션을 사용하여 동일한 위치를 등
록해야 합니다.

7. 위치 등록을 선택합니다.

위치를 등록하려면 (AWS CLI)

• 다음 CLI 명령을 입력합니다. <s3-path>유효한 Amazon S3 경로로 바꾸십시오.

aws lakeformation register-resource --resource-arn arn:aws:s3:::<s3-path> --use-
service-linked-role

이 명령은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사용하여 위치를 등록합니다. 대신--role-arn 인수를 사용하여 자신의 
역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AWS CLI 명령을 입력하여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위치를 등록합니다.

aws lakeformation update-resource --resource-arn arn:aws:s3:::<s3-path> --use-service-
linked-role  --with-federation

자세한 내용은 RegisterResourceAPI 작업을 참조하세요.

Note

Amazon S3 위치를 등록하면 해당 위치 (또는 하위 위치) 를 가리키는 모든AWS Glue 테이
블이GetTable 호출 시IsRegisteredWithLakeFormation 파라미터의 값을 반환합니
다.true GetTables과 같은 Data Catalog API 작업은IsRegisteredWithLakeFormation
매개 변수의 값을SearchTables 업데이트하지 않고 기본값인 false를 반환한다는 알려진 제
한 사항이 있습니다. GetTableAPI를 사용하여IsRegisteredWithLakeFormation 파라미
터의 올바른 값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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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된 Amazon S3 위치 등록
Lake Formation Formation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 와 통합되므로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위치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해독하는 다른 통합 서비스를 보다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두 고객이AWS KMS keys 관리하고AWS 관리형 키 지원됩니다. 클라이언트측 암호화/복호화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Amazon S3 위치를 등록할 때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역할을 지정해야 합니다. 암호화
된 Amazon S3 위치의 경우 역할에 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해독할 권한이 있거나 KMS 키 정책에
서 역할에 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AWS KMS key

Important

요청자 지불이 활성화된 Amazon S3 버킷을 등록하지 마십시오. Lake Formation Formation에 등록
된 버킷의 경우 버킷을 등록하는 데 사용된 역할이 항상 요청자로 간주됩니다. 다른AWS 계정에서 
버킷에 액세스한 경우, 역할이 버킷 소유자와 동일한 계정에 속하면 버킷 소유자에게 데이터 액세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위치를 등록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Lake Formation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은 해
당 위치에 필요한 읽기/쓰기 권한을 부여합니다. 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자 지정 역할을 사용하여 
위치를 등록할 수도the section called “위치 등록에 사용되는 역할 요구 사항” (p. 102) 있습니다.

Important

AWS 관리형 키(aws/s3) 를 사용하여 Amazon S3 위치를 암호화한 경우 Lake Formation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지정 역할을 사용하고 해당 역할의 키에 대한 IAM 권한을 
추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뒷부분에서 설명합니다.

다음 절차는 고객 관리 키 또는 로 암호화된 Amazon S3 위치를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AWS 관리형 키.

• 고객 관리형 키로 암호화된 위치 등록 (p. 106)
• 암호화된 위치 등록하기AWS 관리형 키 (p. 107)

시작하기 전

위치를 등록하는 데 사용되는 역할의 요구 사항을 (p. 102) 검토하세요.

고객 관리형 키로 암호화된 Amazon S3 위치를 등록하려면

Note

KMS 키 또는 Amazon S3 위치가 데이터 카탈로그와 동일한AWS 계정에 있지 않은 경우the section 
called “여러AWS 계정에 암호화된 Amazon S3 위치 등록” (p. 110) 대신 지침을 따르십시오.

1. https://console.aws.amazon.com/kms 에서AWS KMS 콘솔을 열고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관리자 또는 위치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KMS 키의 키 정책을 수정할 수 있는 사
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탐색 창에서 고객 관리형 키를 선택한 다음 원하는 KMS 키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3. KMS 키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키 정책 탭을 선택한 후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사용자 지정 역할 또는 

Lake Formation 서비스 연결 역할을 KMS 키 사용자로 추가합니다.

• 기본 보기가 표시되는 경우 (키 관리자, 키 삭제, 키 사용자 및 기타AWS 계정 섹션 포함) —
키 사용자 섹션에서 사용자 지정 역할 또는 Lake Formation 서비스 연결 역할을 추가합니
다AWSServiceRoleForLakeFormationData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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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정책 (JSON) 이 표시되는 경우 — 다음 예와 같이 정책을 편집하여 사용자 지정 역할 또는 Lake 
Formation 서비스 연결 역할을AWSServiceRoleForLakeFormationDataAccess “키 사용 허용” 
객체에 추가하십시오.

Note

해당 객체가 누락된 경우 예제에 표시된 권한으로 객체를 추가하십시오. 이 예에서는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사용합니다.

        ... 
        { 
            "Sid": "Allow use of the key", 
            "Effect": "Allow", 
            "Principal": { 
                "AWS": [ 
                     "arn:aws:iam::111122223333:role/aws-service-role/
lakeformation.amazonaws.com/AWSServiceRoleForLakeFormationDataAccess",
                    "arn:aws:iam::111122223333:user/keyuser" 
                ] 
            }, 
            "Action": [ 
                "kms:Encrypt", 
                "kms:Decrypt", 
                "kms:ReEncrypt*", 
                "kms:GenerateDataKey*", 
                "kms:DescribeKey" 
            ], 
            "Resource": "*" 
        }, 
        ...

4. 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 에서AWS Lake 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Data Lake 
관리자 또는lakeformation:RegisterResource IAM 권한이 있는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5. 탐색 창의 등록 및 인제스트에서 데이터 레이크 위치를 선택합니다.
6. 위치 등록을 선택한 다음 찾아보기를 선택하여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경로를 

선택합니다.
7. (선택 사항이지만 강력히 권장됨) 선택한 Amazon S3 위치에 있는 모든 기존 리소스 및 해당 권한의 목

록을 보려면 위치 권한 검토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위치를 등록하면 Lake Formation 사용자가 해당 위치에 이미 있는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
다. 이 목록을 보면 기존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8. IAM 역할의 경우AWSServiceRoleForLakeFormationDataAccess 서비스 연결 역할 (기본값) 또
는 해당하는 사용자 지정 역할을 선택합니다the section called “위치 등록에 사용되는 역할 요구 사
항” (p. 102).

9. 위치 등록을 선택합니다.

서비스 연결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ake Formation에 서비스 연결 역할 권한 (p. 265) 섹션을 참조하
세요.

다음과 같은 암호화된 Amazon S3 위치를 등록하려면AWS 관리형 키

Important

Amazon S3 위치가 데이터 카탈로그와 동일한AWS 계정에 있지 않은 경우the section called “여러
AWS 계정에 암호화된 Amazon S3 위치 등록” (p. 110) 대신 지침을 따르십시오.

1. 위치를 등록하는 데 사용할 IAM 역할을 생성합니다. 에 나와 있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
오the section called “위치 등록에 사용되는 역할 요구 사항”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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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인라인 정책을 역할에 추가합니다. 역할의 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Resource사양에는 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이 지정되어야AWS 관리형 키 합니다. ARN은AWS KMS 콘솔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올바른 ARN을 얻으려면 위치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한 것과 동일한AWS 계정 및 지역으로
AWS KMS 콘솔에 로그인해야 합니다.AWS 관리형 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kms:Encrypt", 
        "kms:Decrypt", 
        "kms:ReEncrypt*", 
        "kms:GenerateDataKey*", 
        "kms:DescribeKey" 
      ], 
      "Resource": "<AWS ### # ARN>" 
    } 
  ]
}

3. 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 에서AWS Lake 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Data Lake 
관리자 또는lakeformation:RegisterResource IAM 권한이 있는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4. 탐색 창의 등록 및 인제스트에서 데이터 레이크 위치를 선택합니다.
5. 위치 등록을 선택한 다음 찾아보기를 선택하여 Amazon S3 경로를 선택합니다.
6. (선택 사항이지만 강력히 권장됨) 선택한 Amazon S3 위치에 있는 모든 기존 리소스 및 해당 권한의 목

록을 보려면 위치 권한 검토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위치를 등록하면 Lake Formation 사용자가 해당 위치에 이미 있는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
다. 이 목록을 보면 기존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IAM 역할의 경우, 1단계에서 생성한 역할을 선택합니다.
8. 위치 등록을 선택합니다.

다른 위치에 Amazon S3 위치 등록AWS계정
AWS Lake Formation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위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AWS계정. 
예를 들어,AWS Glue Data Catalog계정 A에 있는 경우 계정 A의 사용자가 계정 B에 Amazon S3 버킷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Amazon S3 버킷 등록AWS계정 B를 사용하여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역할AWS계정 A
에는 다음 권한이 필요합니다.

• 계정 A의 역할은 계정 B의 버킷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 계정 B의 버킷 정책은 계정 A의 역할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Important

Amazon S3 버킷을 등록하지 마십시오.요청자 지불Enabled. Lake Formation Formation에 등록된 
버킷의 경우 버킷을 등록하는 데 사용되는 역할은 항상 요청자로 간주됩니다. 다른 버킷에서 버킷에 
액세스한 경우AWS계정, 역할이 버킷 소유자와 동일한 계정에 속하는 경우 버킷 소유자에게 데이터 
액세스 요금이 청구됩니다.
Lake Formation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사용하여 다른 계정에 위치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대신 사
용자 정의 역할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역할은 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the section ca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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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등록에 사용되는 역할 요구 사항” (p. 102). 서비스 연결 역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Lake 
Formation에 서비스 연결 역할 권한 (p. 265) 섹션을 참조하세요.

시작하기 전

복습위치를 등록하는 데 사용되는 역할에 대한 요구 사항 (p. 102).

다른 위치에 위치를 등록하려면AWS계정

Note

위치가 암호화된 경우 의 지침을 따르세요.the section called “여러AWS 계정에 암호화된 Amazon 
S3 위치 등록” (p. 110)그 대신.

다음 절차에서는 데이터 카탈로그를 포함하는 계정 1111-2222-3333의 보안 주체가 Amazon S3 버킷을 등록
하려고 한다고 가정합니다.awsexamplebucket1이는 계정 1234-5678-9012에 있습니다.

1. 계정 1111-2222-3333333333에서AWS Management Console그리고 에서 IAM 콘솔을 엽니다.https:// 
console.aws.amazon.com/iam/.

2. 새 역할을 생성하거나 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기존 역할 보기the section called “위치 등록에 사용되는 
역할 요구 사항” (p. 102). 이 역할은 Amazon S3에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awsexamplebucket1.

3. https://console.aws.amazon.com/s3/에서 Amazon S3 콘솔을 엽니다. 계정 1234-5678-9012로 로그인합
니다.

4. 에서Bucket name목록 () 에서 버킷 이름을 선택합니다.awsexamplebucket1.
5. 권한을 선택합니다.
6. 온권한페이지, 선택버킷 정책.
7. 에서버킷 정책 편집기에서 다음 정책을 붙여 넣습니다. Replace<role-name>역할 이름을 입력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Allow", 
            "Principal": { 
                "AWS":"arn:aws:iam::111122223333:role/<role-name>" 
            }, 
            "Action":"s3:ListBucket", 
            "Resource":"arn:aws:s3:::awsexamplebucket1" 
        }, 
        { 
            "Effect":"Allow", 
            "Principal": { 
                "AWS":"arn:aws:iam::111122223333:role/<role-name>" 
            }, 
            "Action": [ 
                "s3:DeleteObject", 
                "s3:GetObject", 
                "s3:PutObject" 
            ], 
            "Resource":"arn:aws:s3:::awsexamplebucket1/*" 
        } 
    ]
}

8. 저장(Save)을 선택합니다.
9. 열기AWS Lake Formation콘솔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 계정 1111-2222-3333

에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또는 위치를 등록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는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10. 탐색 창의 [] 에서등록 및 수집, 선택데이터 레이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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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선택등록.
12. 온등록 위치 페이지,Amazon S3 경로에서 버킷 이름을 입력합니다.s3://awsexamplebucket1.

Note

선택할 때 교차 계정 버킷이 목록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버킷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검색.
13. 용IAM 역할자신의 역할을 선택합니다.
14. 선택등록.

여러AWS 계정에 암호화된 Amazon S3 위치 등록
AWS Lake Formation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 와 통합되므로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위치의 데이터를 암호화 및 해독하는 다른 통합 서비스를 보다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
다.

고객 관리 키와 둘 다AWS 관리형 키 지원됩니다. 클라이언트측 암호화/복호화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Important

요청자 지불이 활성화된 Amazon S3 버킷을 등록하지 마십시오. Lake Formation Formation에 등록
된 버킷의 경우 버킷을 등록하는 데 사용된 역할이 항상 요청자로 간주됩니다. 다른AWS 계정에서 
버킷에 액세스한 경우, 역할이 버킷 소유자와 동일한 계정에 속하면 버킷 소유자에게 데이터 액세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 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Amazon S3 위치를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Amazon S3 위치의 데이터는 에서 만든 KMS 키로 암호화됩니다AWS KMS.
• Amazon S3 위치는 계정과 동일한AWS 계정에 있지 않습니다AWS Glue Data Catalog.
• KMS 키는 데이터 카탈로그와 동일한AWS 계정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계정 A의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역할을 사용하여AWS 계정 B에AWS KMS 암호화된 
Amazon S3 버킷을 등록하려면 다음 권한이 필요합니다.AWS

• 계정 A의 역할은 계정 B의 버킷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 계정 B의 버킷 정책은 계정 A의 역할에 액세스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 KMS 키가 계정 B에 있는 경우 키 정책은 계정 A의 역할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계정 A의 역

할은 KMS 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음 절차에서는 데이터 카탈로그가 포함된AWS 계정 (이전 논의의 계정 A) 에 역할을 생성합니다. 그런 다
음 이 역할을 사용하여 위치를 등록합니다. Lake Formation Amazon S3 기본 데이터에 액세스할 때 이 역할
을 맡습니다. 수임된 역할에는 KMS 키에 대한 필수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ETL 작업이나 통합 서비스와 
같은 통합 서비스를 통해 기본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주체에게 KMS 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
다Amazon Athena.

Important

Lake Formation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사용하여 다른 계정에 위치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대신 사용자 
정의 역할을 사용해야 합니다. 역할은 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the section called “위치 등록에 사용
되는 역할 요구 사항” (p. 102) 합니다. 서비스 연결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ake Formation에 
서비스 연결 역할 권한 (p. 265) 섹션을 참조하세요.

시작하기 전

위치를 등록하는 데 사용되는 역할의 요구 사항을 (p. 102)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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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계정 간에 암호화된 Amazon S3 위치를 등록하려면

1. 데이터 카탈로그와 동일한AWS 계정에서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고 에서 IAM 콘솔을 엽니
다https://console.aws.amazon.com/iam/.

2. 새 역할을 만들거나 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기존 역할을 확인하십시오the section called “위치 등록에 
사용되는 역할 요구 사항” (p. 102). 역할에 위치에 대한 Amazon S3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KMS 키가 데이터 카탈로그와 동일한 계정에 있지 않은 경우 KMS 키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는 인라인 
정책을 역할에 추가하십시오. 다음은 예제 정책입니다. <cmk-region>및 <cmk-account-id ># KMS 
키의 지역 및 계정 번호로 바꾸십시오. <key-id>키 ID로 바꾸십시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kms:Encrypt", 
            "kms:Decrypt", 
            "kms:ReEncrypt*", 
            "kms:GenerateDataKey*", 
            "kms:DescribeKey" 
         ], 
        "Resource": "arn:aws:kms:<cmk-region>:<cmk-account-id>:key/<key-id>" 
        } 
    ]
}

4. Amazon S3 콘솔에서 역할에 필요한 Amazon S3 권한을 부여하는 버킷 정책을 추가합니다. 다음은 버
킷 정책의 예입니다. <catalog-account-id ># 데이터 카탈로그의AWS 계정 번호, <role-name>역
할 이름, <bucket-name>버킷 이름으로 바꾸십시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Allow", 
            "Principal": { 
                "AWS":"arn:aws:iam::<catalog-account-id>:role/<role-name>" 
            }, 
            "Action":"s3:ListBucket", 
            "Resource":"arn:aws:s3:::<bucket-name>" 
        }, 
        { 
            "Effect":"Allow", 
            "Principal": { 
                "AWS":"arn:aws:iam::<catalog-account-id>:role/<role-name>" 
            }, 
            "Action": [ 
                "s3:DeleteObject", 
                "s3:GetObject", 
                "s3:PutObject" 
            ], 
            "Resource":"arn:aws:s3:::<bucket-name>/*" 
        } 
    ]
}

5. 에서AWS KMS KMS 키의 사용자로 역할을 추가합니다.

a. AWS KMS 콘솔(https://console.aws.amazon.com/kms)을 엽니다. 그런 다음 관리자 또는 위치를 암
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KMS 키의 키 정책을 수정할 수 있는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111

https://console.aws.amazon.com/iam/
https://console.aws.amazon.com/kms


AWS Lake Formation 개발자 안내서
Amazon S3 위치 등록 취소

b. 탐색 창에서 고객 관리형 키를 선택한 다음 KMS 키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c. KMS 키 세부 정보 페이지의 키 정책 탭에서 키 정책의 JSON 보기가 표시되지 않으면 정책 보기로 

전환을 선택합니다.
d. 키 정책 섹션에서 편집을 선택하고 다음 예와 같이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을Allow 

use of the key 객체에 추가합니다.
Note

해당 객체가 누락된 경우 예제에 표시된 권한으로 객체를 추가하십시오.

        ... 
        { 
            "Sid": "Allow use of the key", 
            "Effect": "Allow", 
            "Principal": { 
                "AWS": [ 
                     "arn:aws:iam::<catalog-account-id>:role/<role-name>"
                ] 
            }, 
            "Action": [ 
                "kms:Encrypt", 
                "kms:Decrypt", 
                "kms:ReEncrypt*", 
                "kms:GenerateDataKey*", 
                "kms:DescribeKey" 
            ], 
            "Resource": "*" 
        }, 
        ...

자세한 내용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개발자 안내서에서 다른 계정의 사용자가 KMS 키를 
사용하도록 허용을 참조하십시오.

6. 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 에서AWS Lake 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데이터 카탈
로그AWS 계정에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7. 탐색 창의 등록 및 인제스트에서 데이터 레이크 위치를 선택합니다.
8. 위치 등록을 선택합니다.
9. 위치 등록 페이지에서 Amazon S3 경로에 위치 경로를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

다s3://<bucket>/<prefix>. <bucket>버킷 이름과 해당 <prefix>위치의 나머지 경로로 바꾸십시오.
Note

찾아보기를 선택하면 교차 계정 버킷이 목록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경로를 입력해야 합니다.
10. IAM 역할의 경우 2단계에서 역할을 선택합니다.
11. 위치 등록을 선택합니다.

Amazon S3 위치 등록 취소
Lake Formation에서 더 이상 관리하지 않으려면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위치를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치 등록을 취소해도 해당 위치에 부여된 Lake Formation Formation의 데이터 위치 권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등록 취소한 위치를 다시 등록할 수 있으며 데이터 위치 권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른 역할을 사용하여 위치를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위치 등록을 취소하려면 (콘솔)

1. 열기AWSLake Formation 콘솔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또는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lakeformation:RegisterResourceIAM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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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색 창의등록 및 수집, 선택데이터 레이크 위치.
3. 위치를 선택하고작업메뉴, 선택제거.
4. 확인 메시지가 표시되면 [] 를 선택합니다.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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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Catalog 테이블 및 Data Catalog 
테이블

AWS Lake FormationAWS GlueData Catalog를 사용하여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소스, 변환 및 대상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데이터 소스 및 대상에 대한 메타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 형태입니다. 
테이블에는 스키마 정보, 파티션 정보 및 데이터 위치를 비롯한 기본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저장됩니다. 데이
터베이스는 테이블 모음입니다. 데이터 카탈로그에는 외부 계정의 공유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에 대한 링크
인 리소스 링크도 포함되어 있으며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에 대한 계정 간 액세스에 사용됩니다.

각AWS 계정에는AWS 지역당 하나의 데이터 카탈로그가 있습니다.

주제
• 데이터베이스 생성 (p. 114)
• 테이블 생성 (p. 115)
• 테이블 검색 (p. 115)
• 데이터 카탈로그 테이블 및 데이터베이스 간 공유AWS계정 (p. 116)
• 공유 데이터 카탈로그 테이블 및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및 보기 (p. 116)
• 리소스 링크 (p. 120)

데이터베이스 생성
Data Catalog의 메타데이터 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됩니다. 필요한 만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으며 각 데이터베이스에 서로 다른 Lake Formation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선택적 위치 속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위치는 일반적으로 Lake Formation 포메이션에 
등록된 Amazon Storage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위치입니다. 위치를 지정하면 주도자는 데이
터베이스 위치 내의 위치를 가리키는 데이터 카탈로그 테이블을 만드는 데 데이터 위치 권한이 필요하지 않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Underlying Data Access Control (p. 258)을 참조하세요.

Lake Formation 콘솔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려면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생
성자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작성자는 Lake FormationCREATE_DATABASE 권한을 부여받은 교
장입니다. Lake Formation 콘솔의 관리 역할 및 작업 페이지에서 데이터베이스 생성자 목록을 볼 수 있습니
다. 이 목록을 보려면lakeformation:ListPermissions IAM 권한이 있어야 하며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또는 권한에 대한CREATE_DATABASE 권한 부여 옵션이 있는 데이터베이스 생성자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 에서AWS Lake Formation 콘솔을 열고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작성자로 로그인합니다.

2. 탐색 창의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3.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선택합니다.
4. 데이터베이스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데이터베이스 이름, 선택적 위치 및 선택적 설명을 입력합니다.
5. 선택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의 새 테이블에 IAM 액세스 제어만 사용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he section called “데이터 레이크의 기본 보안 설정 변경” (p. 262) 단원
을 참조하십시오.

6.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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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생성

테이블 생성
AWS Lake Formation메타데이터 테이블에는 스키마 정보, 파티션 정보 및 데이터 위치 등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테이블은 다음 위치에 저장됩니다.AWS GlueData Catalog 이를 
사용하여 데이터 레이크의 기초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Lake Formation 권한으로 해당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
습니다. 테이블은 Data Catalogalog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데이터 카탈로그 테이블을 생성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크롤러를 실행하려면AWS Glue. 단원을 참조하십시오.크롤러 정의의AWS Glue개발자 안내서.
•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실행합니다.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데이터 가져오기 (p. 129) 섹션을 참조하세요.
• 레이크 포메이션 콘솔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테이블을 생성합니다.AWS GlueAPI, 또는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
• 외부 계정의 테이블에 대한 리소스 링크를 만듭니다. the section called “리소스 링크” (p. 120)을(를) 참

조하세요.

테이블 검색
이AWS Lake Formation콘솔을 사용하여 이름, 위치, 데이터베이스 포함 등을 기준으로 데이터 카탈로그 테
이블을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에는 Lake Formation Formation에 대한 권한이 있는 테이블만 표시됩니다.

테이블을 검색하려면 (콘솔)

1. 에 로그인합니다.AWS Management Console에서 Lake Formation 콘솔 열기https:// 
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

2. 탐색 창에서 테이블(Tables)을 선택합니다.
3. 페이지 상단의 검색 필드에 커서를 놓습니다. 필드에는 자리 표시자 텍스트가 있습니다.속성별로 테이블 

찾기.

이속성검색할 다양한 테이블 속성을 보여주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4.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세요.

•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검색합니다.
1. 선택데이터베이스( 사용)속성메뉴를 선택한 다음 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데이터베이

스메뉴가 나타나거나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입력하고Enter.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 권한이 있는 테이블이 나열됩니다.
2. (선택 사항) 목록의 범위를 데이터베이스의 단일 테이블로 좁히려면 검색 필드에 커서를 다시 놓

고이름( 사용)속성메뉴에서 테이블 이름을 선택합니다.테이블메뉴가 나타나거나 테이블 이름을 입
력하고 키를 누릅니다.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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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간에 데이터 카탈로그 테이블 및 데이터베이스 공유

단일 테이블이 나열되고 데이터베이스 이름과 테이블 이름이 모두 검색 필드 아래에 타일로 표시됩
니다.

필터를 조정하려면 타일 중 하나를 닫거나필터 지우기.
• 다른 속성으로 검색하십시오.

1. 다음 위치에서 검색 속성을 선택합니다.속성메뉴.

검색하려면AWS계정 ID, 선택Catalog ID( 사용)속성메뉴, 유효한 를 입력합니다.AWS계정 ID (예: 
111122223333) 를 누르고Enter.

위치별로 검색하려면위치( 사용)속성메뉴를 클릭하고 다음 위치에서 위치를 선택합니
다.Locations메뉴가 나타납니다. 선택한 위치의 루트 위치 (예: Amazon S3) 에 있는 모든 테이블이 
반환됩니다.

데이터 카탈로그 테이블 및 데이터베이스 간 공유
AWS계정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 를 외부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AWS리소스에 대한 Lake 
Formation 권한을 외부 계정에 부여하여 계정을 생성합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여러 계정에서 테이블을 조인
하고 쿼리하는 쿼리와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를 다른 계정과 공유할 때 해당 계
정의 보안 주체는 해당 리소스가 해당 데이터 카탈로그에 있는 것처럼 해당 리소스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
다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특정 보안 주체와 리소스를 공유하지 않습니다.AWS계정—리소스를 공유한 사용자는AWS계정 또
는 조직 리소스를 와 공유하는 경우AWS조직, 해당 조직의 모든 레벨에 있는 모든 계정과 리소스를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각 외부 계정의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는 해당 계정의 보안 주체에게 공유 리소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ake Formation 포메이션의 교차 계정 데이터 공유 (p. 201) 및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에 
대한 권한 부여 및 취소 (p. 170) 섹션을 참조하세요.

추가 참고:

• 공유 데이터 카탈로그 테이블 및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및 보기 (p. 116)
• 필수 조건 (p. 203)

공유 데이터 카탈로그 테이블 및 데이터베이스 액세
스 및 보기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와 권한이 부여된 주도자의 경우 계정과 공유된 리소스가AWS 계정의 리소스인 것처럼 
데이터 카탈로그에 표시됩니다. 콘솔에는 리소스를 소유한 계정이 표시됩니다.

Lake Formation 콘솔을 사용하여 계정과 공유된 리소스를 볼 수 있습니다. AWS Resource Access 
Manager(AWS RAM) 콘솔을 사용하여 지정된 리소스 메서드를 사용하여 계정과 공유된 리소스와 다른AWS 
계정과 공유한 리소스를 모두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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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RAM리소스 공유 초대를 수락합니다.

Important

누군가 지정된 리소스 메서드를 사용하여 Data Catalog 리소스에 대한 교차 계정 권한을 계정이나
AWS 조직에 부여하면 Lake Formation Formation은AWS Resource Access Manager (AWS RAM) 
서비스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공유합니다. 계정이 권한 부여 계정과 동일한AWS 조직에 속해 있는 
경우 공유 리소스를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정이 동일한 조직에 속해 있지 않은 경우 리소스 공유를 수락하거나 거부하라는 초대를 사
용자 계정으로AWS RAM 보냅니다. 그런 다음 공유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계정의 Data 
Lake 관리자가AWS RAM 콘솔 또는 CLI를 사용하여 초대를 수락해야 합니다.
수락 대기 중인AWS RAM 리소스 공유 초대가 있는 경우 Lake Formation 콘솔에 알림이 표시됩니
다. AWS RAM초대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알림을 받습니다.

추가 참고:

• 데이터 카탈로그 테이블 및 데이터베이스 간 공유AWS계정 (p. 116)
• Lake Formation 포메이션의 교차 계정 데이터 공유 (p. 201)
• 공유 테이블의 기본 데이터에 액세스 (p. 214)
• 메타데이터 (p. 255)(지정된 리소스 메서드와 리소스 공유를 위한 LF-TBAC 메서드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주제
• 에서 리소스 공유 초대를 수락합니다.AWS RAM (p. 117)
• 공유 데이터 카탈로그 테이블 및 데이터베이스 보기 (p. 118)

에서 리소스 공유 초대를 수락합니다.AWS RAM
Data Catalog 리소스가AWS 계정과 공유되고 계정이 공유 계정과 동일한AWS 조직에 속하지 않는 경우
AWS Resource Access Manager (AWS RAM) 의 리소스 공유 초대를 수락할 때까지 공유 리소스에 액세스
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는 먼저 대기 중인 초대를AWS RAM 쿼리한 다음 초대를 수락해야 합
니다.

AWS RAM콘솔, API 또는AWS Command Line Interface (AWS CLI) 를 사용하여 초대를 보고 수락할 수 있
습니다.

AWS RAM(콘솔) 에서 리소스 공유 초대를 보고 수락하려면

1. 리소스 공유 초대를 보고 수락할 수 있는 필수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권한이 있는
지 확인합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를 위한 권장 IAM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the section called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권한” (p. 286).

2. 사용 AWS RAM설명서의 초대 수락 및 거부에 나와 있는 지침을 따르십시오.

AWS RAM(AWSCLI) 에서 리소스 공유 초대를 보고 수락하려면

1. 리소스 공유 초대를 보고 수락할 수 있는 필수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권한이 있는
지 확인합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를 위한 권장 IAM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the section called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권한” (p. 286).

2. 다음 명령을 입력하여 보류 중인 리소스 공유 초대를 확인합니다.

aws ram get-resource-share-inv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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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데이터 카탈로그 테이블 및 데이터베이스 보기

다음과 같이 출력됩니다

{ 
    "resourceShareInvitations": [ 
        { 
            "resourceShareInvitationArn": "arn:aws:ram:us-east-1:111122223333:resource-
share-invitation/a93aa60a-1bd9-46e8-96db-a4e72eec1d9f", 
            "resourceShareName": "111122223333-123456789012-uswuU", 
            "resourceShareArn": "arn:aws:ram:us-east-1:111122223333:resource-
share/2a4ab5fb-d859-4751-84f7-8760b35fc1fe", 
            "senderAccountId": "111122223333", 
            "receiverAccountId": "123456789012", 
            "invitationTimestamp": 1589576601.79, 
            "status": "PENDING" 
        } 
    ]
}

의 상태를 기록해 둡니다PENDING.
3. resourceShareInvitationArn키 값을 클립보드에 복사합니다.
4. 값을 다음 명령에 붙여넣고 <invitation-arn>교체한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aws ram accept-resource-share-invitation --resource-share-invitation-arn <invitation-
arn>

다음과 같이 출력됩니다

{ 
    "resourceShareInvitations": [ 
        { 
            "resourceShareInvitationArn": "arn:aws:ram:us-east-1:111122223333:resource-
share-invitation/a93aa60a-1bd9-46e8-96db-a4e72eec1d9f", 
            "resourceShareName": "111122223333-123456789012-uswuU", 
            "resourceShareArn": "arn:aws:ram:us-east-1:111122223333:resource-
share/2a4ab5fb-d859-4751-84f7-8760b35fc1fe", 
            "senderAccountId": "111122223333", 
            "receiverAccountId": "123456789012", 
            "invitationTimestamp": 1589576601.79, 
            "status": "ACCEPTED" 
        } 
    ]
}

의 상태를 기록해 둡니다ACCEPTED.

공유 데이터 카탈로그 테이블 및 데이터베이스 보기
Lake Formation 콘솔 또는AWS CLI를 사용하여 계정과 공유된 리소스를 볼 수 있습니다. AWS Resource 
Access Manager(AWS RAM) 콘솔 또는 CLI를 사용하여 계정과 공유된 리소스와 다른AWS 계정과 공유한 
리소스를 모두 볼 수도 있습니다.

Lake Formation 콘솔을 사용하여 공유 리소스를 보려면

1. Lake Formation 콘솔(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을 엽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또는 공유 테이블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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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WS계정과 공유된 리소스를 보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계정과 공유된 테이블을 보려면 탐색 창에서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 계정과 공유된 데이터베이스를 보려면 탐색 창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콘솔에는 계정에 있거나 계정과 공유된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 목록이 표시됩니다. 계정과 공유되는 
리소스의 경우 콘솔의 소유자AWS 계정 ID 열 (다음 스크린샷의 세 번째 열) 아래에 소유자의 계정 ID가
표시됩니다.

3. 다른AWS 계정 또는 조직과 공유한 리소스를 보려면 탐색 창에서 데이터 권한을 선택합니다.

공유한 리소스는 다음 이미지와 같이 Principal 열에 표시된 외부 계정 번호와 함께 데이터 권한 페이지
에 나열됩니다.

AWS RAM콘솔을 사용하여 공유 리소스를 보려면

1. 를 사용하여 공유 리소스를 볼 수 있는 필수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AWS RAM.

최소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ram:ListResources. 이 권한은 AWS 관리형 정책에 포함되
어AWSLakeFormationCrossAccountManager 있습니다.

2. AWS Management Console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ram 에서AWS RAM 콘솔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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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세요.

• 공유한 리소스를 보려면 탐색 창의 Shared by me에서 공유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 나와 공유된 리소스를 보려면 탐색 창의 Shared with me에서 공유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리소스 링크
리소스 링크는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에 대한 링크인 Data Catalog 객체입니다. 일반적으로 공
유 데이터베이스 및 다른 테이블의 테이블에 대한 링크입니다.AWS계정.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에 대한 교
차 계정 액세스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제
• Lake Formation 포메이션에서 리소스 링크 작동 방식 (p. 120)
• 공유 데이터 카탈로그 테이블에 대한 리소스 링크 생성 (p. 121)
• 공유 데이터 카탈로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리소스 링크 만들기 (p. 124)
• 리소스 링크 처리AWS GlueAPI (p. 125)

Lake Formation 포메이션에서 리소스 링크 작동 방식
A리소스 링크로컬 또는 공유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에 대한 링크인 Data Catalogal 객체입니다. 데이터베
이스 또는 테이블에 대한 리소스 링크를 생성한 후에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 이름을 사용할 모든 위치
에 리소스 링크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소유한 테이블 또는 사용자와 공유된 테이블과 함께 테
이블 리소스 링크는 에 의해 반환됩니다.glue:GetTables()에 항목으로 표시됨테이블Lake Formation 콘
솔의 페이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리소스 링크는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에 대한 리소스 링크를 생성하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카탈로그의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에 다른 이름을 할당합니다. 다른 경우 특히 유용합니
다.AWSaccounts는 동일한 이름의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을 공유하거나 계정의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동일한 이름의 테이블이 있는 경우

• 통합 사용AWS다음과 같은 서비스Amazon Athena공유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에 액세스하는 쿼리를 
실행하는 Amazon Redshift Spectrum을 사용합니다. 일부 통합 서비스는 계정 전체에서 데이터베이스나 
테이블에 직접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계정의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에 대한 사용자 계정의 
리소스 링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Note

에서 공유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을 참조하기 위한 리소스 링크를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AWS 
Glue스크립트 추출, 변환 및 로드 (ETL) 그러나 다중 경우 모호성을 피하기 위해AWS계정은 데이터
베이스 또는 테이블을 같은 이름으로 공유합니다. ETL 작업을 호출할 때 리소스 링크를 생성 및 사
용하거나 카탈로그 ID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Lake Formation 콘솔을 보여줍니다.테이블page: 두 개의 리소스 링크를 나열합니다. 리소
스 링크 이름은 항상 기울임꼴로 표시됩니다. 각 리소스 링크는 링크된 공유 리소스의 이름 및 소유자와 함께 
표시됩니다. 이 예에서는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가AWS계정 1111-2222-3333은inventory과incidents계
정 1234-5678-9012가 있는 테이블. 그런 다음 해당 계정의 사용자가 해당 공유 테이블에 대한 리소스 링크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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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리소스 링크에 대한 참고 사항 및 제한 사항입니다.

• Athena 및 Redshift Spectrum과 같은 통합 서비스가 공유 테이블의 기본 데이터를 쿼리할 수 있도록 하려
면 리소스 링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통합 서비스의 쿼리는 리소스 링크 이름을 기준으로 구성됩니다.

• 설정을 가정할 때이 데이터베이스의 새 테이블에 대해 IAM 액세스 제어만 사용는 포함 데이터베이스에 대
해 꺼져 있으며 리소스 링크를 만든 주도자만 해당 링크를 보고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계정의 다른 보안 
주체가 리소스 링크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려면DESCRIBE그것에 대한 허가. 다른 사용자가 리소스 링
크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려면DROP그것에 대한 허가.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는 계정의 모든 리소스 링크
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안 주체가 만든 리소스 링크를 삭제하려면 먼저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가DROP리소스 링크에 대한 권한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Lake Formation 권한 참조 (p. 189)을 참조하십
시오.

Important

리소스 링크에 대한 사용 권한을 부여해도 대상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에 대한 사용 
권한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대상에 대해 별도로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 리소스 링크를 만들려면 Lake Formation 이 필요합니다.CREATE_TABLE또는CREATE_DATABASE권
한뿐만 아니라glue:CreateTable또는glue:CreateDatabase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권한.

• 로컬 (소유)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와 공유된 리소스에 대한 리소스 링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AWS계정.
• 리소스 링크를 만들 때 대상 공유 리소스가 있는지 또는 리소스에 대한 교차 계정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

인하는 확인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순서에 관계없이 리소스 링크와 공유 리소스를 만들 수 있
습니다.

• 리소스 링크를 삭제하면 링크된 공유 리소스가 삭제되지 않습니다. 공유 리소스를 삭제해도 해당 리소스에 
대한 리소스 링크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 리소스 링크 체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API는 첫 번째 리소스 링크만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가
치가 없습니다.

추가 참고:

•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에 대한 권한 부여 및 취소 (p. 170)

공유 데이터 카탈로그 테이블에 대한 리소스 링크 생성
다음을 사용하여 공유 테이블에 대한 리소스 링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AWS Lake Formation콘솔, API, 또는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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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테이블에 대한 리소스 링크를 만들려면 (콘솔)

1. 열기AWS Lake Formation콘솔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 Lake Formation을 보유
한 교장으로 로그인하십시오.CREATE_TABLE리소스 링크를 포함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한입니다.

2. 탐색 창에서 테이블을 선택한 다음 테이블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3. 온테이블 생성[] 페이지에서 []리소스 링크[] 를 선택한 후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리소스 링크 이름

테이블 이름과 동일한 규칙을 준수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름은 대상 공유 테이블과 같을 수 있
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리소스 링크를 포함할 로컬 데이터 카탈로그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공유 테이블

목록에서 공유 테이블을 선택하거나 로컬 (소유) 또는 공유 테이블 이름을 입력합니다.

목록에는 계정과 공유된 모든 테이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테이블에 나열된 데이터베이스 및 소
유자 계정 ID에 유의하십시오. 계정과 공유된 것으로 알고 있는 테이블이 오지 않았으면 다음을 점
검합니다.
•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가 아닌 경우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가 테이블에 대한 Lake Formation 권한

을 부여했는지 확인합니다.
•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이고 계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AWS조직을 부여 계정으로, 사용자가 수락

했는지 확인하십시오.AWS Resource Access Manager(AWS RAM) 테이블에 대한 리소스 공유 
초대장 자세한 정보는 에서 리소스 공유 초대를 수락합니다.AWS RAM (p. 117)을 참조하십시
오.

공유 테이블 데이터베이스

목록에서 공유 테이블을 선택한 경우 이 필드는 외부 계정의 공유 테이블 데이터베이스로 채워집니
다. 그렇지 않으면 로컬 데이터베이스 (로컬 테이블에 대한 리소스 링크) 또는 외부 계정에 공유 테
이블의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합니다.

공유 테이블 소유자

목록에서 공유 테이블을 선택한 경우 이 필드는 공유 테이블의 소유자 계정 ID로 채워집니다. 그렇
지 않은 경우 을 입력합니다.AWS계정 ID (로컬 테이블에 대한 리소스 링크) 또는AWS테이블을 공
유한 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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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택생성을 눌러 리소스 링크를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아래 리소스 링크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이름의 칼럼테이블페이지.
5. (선택 사항) Lake Formation 부여DESCRIBE링크를 보고 링크를 통해 링크 대상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하는 보안 주체에 대한 권한입니다.

공유 테이블에 대한 리소스 링크를 만들려면 (AWS CLI)

1. 다음과 유사한 명령을 입력합니다.

aws glue create-table --database-name myissues --
table-input '{"Name":"mycustomers","TargetTable":
{"CatalogId":"111122223333","DatabaseName":"issues","Name":"customers"}}'

이 명령은 리소스 링크를 생성합니다.mycustomers공유 테이블로customers, 데이터베이스에 있
습니다.issues의AWS계정 1111-2222-3333입니다. 리소스 링크는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
다.myissues.

2. (선택 사항) Lake Formation 부여DESCRIBE링크를 보고 링크를 통해 링크 대상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하는 보안 주체에 대한 권한입니다.

추가 참고:

• Lake Formation 포메이션에서 리소스 링크 작동 방식 (p. 120)

123



AWS Lake Formation 개발자 안내서
공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리소스 링크 생성

• DESCRIBE (p. 196)

공유 데이터 카탈로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리소스 링
크 만들기
다음을 사용하여 공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리소스 링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AWS Lake Formation콘솔, 
API, 또는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

공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리소스 링크를 만들려면 (콘솔)

1. 열기AWS Lake Formation콘솔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작성자로 로그인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작성자는 Lake Formation 포메이션을 부여받은 주체입니다.CREATE_DATABASE권한.
2. 탐색 창에서 [] 를 선택합니다.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 다음 를 선택합니다.데이터베이스 생성.
3. 온데이터베이스 생성[] 페이지에서 []리소스 링크[] 를 선택한 후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리소스 링크 이름

데이터베이스 이름과 동일한 규칙을 준수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름은 대상 공유 데이터베이스
와 같을 수 있습니다.

공유 데이터베이스

목록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거나 로컬 (소유) 또는 공유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입력합니다.

계정과 공유된 데이터베이스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나열된 소유자 계
정 ID를 확인합니다. 계정과 공유된 데이터베이스가 오지 않았으면 다음을 점검합니다.
•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가 아닌 경우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Lake 

Formation 권한을 부여했는지 확인합니다.
•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이고 계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AWS조직을 부여 계정으로, 사용자가 수락

했는지 확인하십시오.AWS Resource Access Manager(AWS RAM)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리소스 
공유 초대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에서 리소스 공유 초대를 수락합니다.AWS RAM (p. 117)을 참
조하십시오.

공유 데이터베이스 소유자

목록에서 공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 경우 이 필드는 공유 데이터베이스의 소유자 계정 ID로 채워
집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을 입력합니다.AWS계정 ID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리소스 링크) 또
는AWS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한 계정입니다.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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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Lake Formation 개발자 안내서
리소스 링크 처리AWS GlueAPI

4. 선택생성을 눌러 리소스 링크를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아래 리소스 링크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이름의 칼럼데이터베이스페이지.
5. (선택 사항) Lake Formation 부여DESCRIBE링크를 보고 링크를 통해 링크 대상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하는 보안 주체에 대한 권한입니다.

공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리소스 링크를 만들려면 (AWS CLI)

1. 다음과 유사한 명령을 입력합니다.

aws glue create-database --database-input '{"Name":"myissues","TargetDatabase":
{"CatalogId":"111122223333","DatabaseName":"issues"}}'

이 명령은 리소스 링크를 생성합니다.myissues공유 데이터베이스로issues()AWS계정 
1111-2222-3333입니다.

2. (선택 사항) Lake Formation 부여DESCRIBE링크를 보고 링크를 통해 링크 대상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하는 보안 주체에 대한 권한입니다.

추가 참고:

• Lake Formation 포메이션에서 리소스 링크 작동 방식 (p. 120)
• DESCRIBE (p. 196)

리소스 링크 처리AWS GlueAPI
다음 표에서는AWS Glue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 리소스 링크를 처리합니다. 모두를 위한Get*API 작업, 호
출자가 get에 대한 권한을 가진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만 반환됩니다. 또한 리소스 링크를 통해 대상 데이터
베이스 또는 테이블에 액세스할 때 둘 다 있어야 합니다.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대상 링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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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링크 모두에 대한 (IAM) 및 Lake Formation 권한입니다. 리소스 링크에 필요한 Lake Formation 권한
은 다음과 같습니다.DESCRIBE. 자세한 정보는 DESCRIBE (p. 196)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 API 작업

API 작업 리소스 링크 처리

CreateDatabase 데이터베이스가 리소스 링크인 경우 는 지정된 대상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리소스 링크를 작성합니다.

UpdateDatabase 지정된 데이터베이스가 리소스 링크인 경우 해당 링크를 따라 대상 데이
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합니다.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링크하도록 리소스 링
크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이를 삭제하고 새 링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DeleteDatabase 리소스 링크를 삭제합니다. 연결된 (대상) 데이터베이스는 삭제되지 않습
니다.

GetDatabase 발신자에게 대상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경우, 링크를 따라 대상의 속성을 반
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링크의 속성을 반환합니다.

GetDatabases 리소스 링크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반환합니다. 결과 집합의 각 
리소스 링크에 대해 작업이 링크를 따라 링크 대상의 속성을 가져옵니다. 
지정해야 합니다.ResourceShareType=ALL계정과 공유된 데이터베이
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API 작업

API 작업 리소스 링크 처리

CreateTable 데이터베이스가 리소스 링크인 경우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따라 대상 데이
터베이스에 테이블을 만듭니다. 테이블이 리소스 링크인 경우 지정된 데
이터베이스에 리소스 링크가 생성됩니다. 데이터베이스 리소스 링크를 통
해 테이블 리소스 링크를 만드는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UpdateTable 테이블 또는 지정된 데이터베이스가 리소스 링크인 경우 에서 대상 테이
블을 업데이트합니다. 테이블과 데이터베이스가 모두 리소스 링크인 경우 
작업이 실패합니다.

DeleteTable 지정된 데이터베이스가 리소스 링크인 경우 해당 링크를 따라 대상 데이
터베이스의 테이블 또는 테이블 리소스 링크를 삭제합니다. 테이블이 리
소스 링크인 경우 지정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리소스 링크가 삭제됩니
다. 테이블 리소스 링크를 삭제해도 대상 테이블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BatchDeleteTable DeleteTable와 동일합니다.

GetTable 지정된 데이터베이스가 리소스 링크인 경우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따라 대
상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 또는 테이블 리소스 링크를 반환합니다. 그
렇지 않으면 테이블이 리소스 링크인 경우 작업이 링크 다음에 따라 대상 
테이블 속성을 반환합니다.

GetTables 지정된 데이터베이스가 리소스 링크인 경우 은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따
르고 대상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 및 테이블 리소스 링크를 반환합니
다. 대상 데이터베이스가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공유 데이터베이스인 경우
AWSaccount를 사용하면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공유 테이블만 반환합니
다. 대상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리소스 링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정된 데이터베이스가 로컬 (소유) 데이터베이스인 경우 작업은 
로컬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테이블을 반환하고 각 테이블 리소스 링크를 
따라 대상 테이블 속성을 반환합니다.

126



AWS Lake Formation 개발자 안내서
리소스 링크 처리AWS GlueAPI

API 작업 리소스 링크 처리

SearchTables 테이블 및 테이블 리소스 링크를 반환합니다. 대상 테이블 속
성을 반환하기 위한 링크를 따르지 않습니다. 지정해야 합니
다.ResourceShareType=ALL계정과 공유된 테이블을 볼 수 있습니다.

GetTableVersion GetTable와 동일합니다.

GetTableVersions GetTable와 동일합니다.

DeleteTableVersion DeleteTable와 동일합니다.

BatchDeleteTableVersion DeleteTable와 동일합니다.

파티션 API 작업

API 작업 리소스 링크 처리

CreatePartition 지정된 데이터베이스가 리소스 링크인 경우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따라 대
상 데이터베이스의 지정된 테이블에 파티션을 만듭니다. 테이블이 리소스 
링크인 경우 작업은 리소스 링크를 따르고 대상 테이블에 파티션을 만듭
니다. 테이블 리소스 링크와 데이터베이스 리소스 링크를 통해 파티션을 
만드는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BatchCreatePartition CreatePartition와 동일합니다.

UpdatePartition 지정된 데이터베이스가 리소스 링크인 경우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따라 대
상 데이터베이스의 지정된 테이블에 있는 파티션을 업데이트합니다. 테이
블이 리소스 링크인 경우 작업은 리소스 링크를 따르고 대상 테이블의 파
티션을 업데이트합니다. 테이블 리소스 링크와 데이터베이스 리소스 링크
를 통해 파티션 업데이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DeletePartition 지정된 데이터베이스가 리소스 링크인 경우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따라 대
상 데이터베이스의 지정된 테이블에 있는 파티션을 삭제합니다. 테이블이 
리소스 링크인 경우 작업은 리소스 링크를 따르고 대상 테이블의 파티션
을 삭제합니다. 테이블 리소스 링크와 데이터베이스 리소스 링크를 통해 
파티션 삭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BatchDeletePartition DeletePartition와 동일합니다.

GetPartition 지정된 데이터베이스가 리소스 링크인 경우 은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따르
고 지정된 테이블에서 파티션 정보를 반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테이블
이 리소스 링크인 경우 작업이 링크를 따라 이동하고 파티션 정보를 반환
합니다. 테이블과 데이터베이스가 모두 리소스 링크인 경우 빈 결과 집합
을 반환합니다.

GetPartitions 지정된 데이터베이스가 리소스 링크인 경우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따라 지
정된 테이블의 모든 분할 영역에 대한 분할 영역 정보를 반환합니다. 그렇
지 않으면 테이블이 리소스 링크인 경우 작업이 링크를 따라 이동하고 파
티션 정보를 반환합니다. 테이블과 데이터베이스가 모두 리소스 링크인 
경우 빈 결과 집합을 반환합니다.

BatchGetPartition GetPartition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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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의 함수 API 작업

API 작업 리소스 링크 처리

(모든 API 작업) 데이터베이스가 리소스 링크인 경우 리소스 링크를 따라 대상 데이터베이
스에서 작업을 수행합니다.

추가 참고:

• Lake Formation 포메이션에서 리소스 링크 작동 방식 (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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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 Formation 형성에서 워크플로를 
사용하여 데이터 가져오기

다음으로 바꿉니다.AWS Lake Formation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작업흐름. 워크플로우는 
데이터를 데이터 레이크로 가져오기 위한 데이터 원본 및 일정을 정의합니다. 그것은을 위한 컨테이너입니다
AWS Glue데이터 레이크를 로드하고 업데이트하는 프로세스를 오케스트레이션하는 데 사용되는 크롤러, 작
업 및 트리거입니다.

주제
• Lake Formation 청사진 및 워크플로우 (p. 129)
• 워크플로우 생성 (p. 130)
• 워크플로우 실행 (p. 132)

Lake Formation 청사진 및 워크플로우
워크플로는 복잡한 다중 작업 추출, 변환, 로드 (ETL) 활동을 캡슐화합니다. 워크플로우AWS Glue크롤러, 작
업 및 트리거를 통해 데이터 로드 및 업데이트를 오케스트레이션합니다. Lake Formation Formation은 워크
플로를 단일 엔터티로 실행하고 추적합니다. 요구에 따라 일정에 따라 실행되도록 워크플로를 구성할 수 있
습니다.

Lake Formation 포메이션에서 만든 워크플로우는AWS Glue콘솔 DAG (방향성 비순환 그래프) 각 DAG 노드
는 작업, 크롤러 또는 트리거입니다. 진행률을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워크플로우에서 각 노드
의 상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Lake Formation 워크플로가 완료되면 워크플로를 실행한 사용자에게 Lake Formation 지형이 부여됩니
다.SELECT워크플로가 만드는 데이터 카탈로그 테이블에 대한 사용 권한입니다.

에서 워크플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AWS Glue. 그러나 Lake Formation을 사용하면 청사진에서 워크 플로
우를 만들 수 있으므로 Lake Formation에서 워크 플로우를 만드는 것이 훨씬 간단하고 자동화됩니다. Lake 
Formation 형성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청사진을 제공합니다.

• 데이터베이스 스냅샷— 모든 테이블의 데이터를 JDBC 소스에서 데이터 레이크로 로드하거나 다시 로드
합니다. 제외 패턴을 기반으로 소스에서 일부 데이터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점진적 데이터베이스— 이전에 설정한 북마크를 기반으로 JDBC 소스에서 데이터 레이크로 새 데이터만 
로드합니다. 포함할 JDBC 소스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테이블을 지정합니다. 각 테이블에 대해 북마크 열 
및 북마크 정렬 순서를 선택하여 이전에 로드된 데이터를 추적합니다. 테이블 집합에 대해 증분 데이터베
이스 블루프린트를 처음 실행하면 워크플로우는 테이블에서 모든 데이터를 로드하고 다음 증분 데이터베
이스 블루프린트 실행을 위한 북마크를 설정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소스의 각 테이블을 파라미터로 지정하
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스냅샷 청사진 대신 증분 데이터베이스 청사진을 사용하여 모든 데이터를 로드할 수 
있습니다.

• 로그 파일— 로그 파일 소스에서 데이터를 대량 로드합니다.AWS CloudTrail, Elastic Load Balancing 
Balancer 로그, Application Load Bal

다음 표를 사용하면 데이터베이스 스냅숏을 사용할지 증분 데이터베이스 청사진을 사용할지 결정하는 데 도
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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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경우 데이터베이스 스냅숏 사용 다음과 같은 경우 증분 데이터베이스 사용

• 스키마 발전은 유연합니다. (기둥의 이름이 변경
되고, 이전 열이 삭제되며, 새 열이 그 자리에 추가
됩니다.)

• 소스와 대상 간에 완벽한 정합성이 필요합니다.

• 스키마 진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기둥은 
연속적으로 추가되는 것만 있습니다.)

• 새 행만 추가되고 이전 행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
다.

Note

사용자는 Lake Formation Formation에서 만든 청사진과 워크플로를 편집할 수 없습니다.

워크플로우 생성
시작하기 전에 역할에 필요한 데이터 권한 및 데이터 위치 권한을 부여했는지 확인하십시
오.LakeFormationWorkflowRole. 이렇게 하면 워크플로가 데이터 카탈로그에 메타데이터 테이블을 
생성하고 Amazon S3 대상 위치에 데이터를 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플로에 대한 IAM 역할 생
성 (p. 16) 및 Lake Formation Lake Formation 허가서 개요  (p. 133) 섹션을 참조하세요.

블루프린트에서 워크플로를 생성하려면

1. 열기AWS Lake Formation콘솔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또는 데이터 엔지니어 권한이 있는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Lake Formation 페르소나 및 
IAM 권한 참조 (p. 285)을 참조하세요.

2. 탐색 창에서 를 선택합니다블루프린트를 선택한 다음블루프린트 사용.
3. 온 더블루프린트 사용페이지에서 타일을 선택하여 청사진 유형을 선택합니다.
4. UND을 가져옵니다에서 데이터 소스를 지정합니다.

JDBC 소스에서 가져오는 경우 다음을 지정합니다.

• 데이터베이스 연결목록에서 연결을 선택합니다. 를 사용하여 추가 연결을 만듭니다.AWS Glue콘솔. 
연결의 JDBC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가 워크플로우가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결정
합니다.

• 소스 데이터 경로—<database>/<schema>/<table>또는<database>/<table>데이터베이스 제
품에 따라 다릅니다. Oracle Database 및 MySQL은 경로의 스키마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schema>
또는 <table> 대신에 백분율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 식별자 (SID) 가 인 
Oracle Database의 경우orcl를 입력합니다orcl/%를 눌러 연결에 이름이 지정된 사용자가 액세스
할 수 있는 모든 테이블을 가져옵니다.

Important

이 필드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구성 요소에 대소문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워크플로가 실
패합니다.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하는 경우AWS GlueETL은 기본적으로 Mysql5 JDBC 드라이
버를 사용하므로 MySQL8은 기본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ETL 작업 스크립트를 편집하
여customJdbcDriverS3Path에 설명된 대로 매개 변수JDBC connectionType 값의AWS Glue개발
자 안내서MySQL8을 지원하는 다른 JDBC 드라이버를 사용합니다.

로그 파일에서 가져오는 경우 워크플로에 대해 지정하는 역할 (“워크플로 역할”) 에 데이터 원본에 액
세스하는 데 필요한 IAM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가져오려면AWS CloudTrail을 가져
옵니다.cloudtrail:DescribeTrails과cloudtrail:LookupEvents목록을 볼 수 있는 권한 
CloudTrail 워크플로를 만드는 동안 로그가 수행되며 워크플로 역할에는 CloudTrail Amazon S3

5.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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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한데이터베이스 스냅샷blueprint type, 하나 이상의 제외 패턴을 지정하여 임포트할 데이터의 서
브셋을 선택적으로 식별합니다. 이러한 제외 패턴은 UNIX 스타일입니다.glob패턴. 워크플로우에서 
만든 테이블의 속성으로 저장됩니다.

사용 가능한 제외 패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패턴 포함 및 제외의AWS Glue개발자 안내서.
• 에 대한점진적 데이터베이스청사진 유형에서 다음 필드를 지정합니다. 을 가져옵니다 각 테이블에 행

을 추가합니다.
테이블 이름

가져올 테이블입니다. 모두 소문자여야 합니다.
Bookmark

북마크 키를 정의하는 쉼표로 구분된 열 이름 목록입니다. 비어 있으면 기본 키가 새 데이터를 결
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각 열의 대/소문자는 데이터 원본에 정의된 대소문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Note

기본 키가 간격 없이 순차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간격 없음). 기본 키를 북마크 
키로 사용하려는 경우 기본 키 열의 이름을 북마크 키로 지정해야 합니다.

Bookmark

를 선택한 경우을 가져옵니다이면 북마크가 지정된 값보다 큰 값이 있는 행이 새 행으로 식별됩니
다. 를 선택한 경우하강이면 북마크가 지정된 값보다 작은 값이 있는 행이 새 행으로 식별됩니다.

파티셔닝 체계

(선택 사항) 슬래시 (/) 로 구분된 분할 키 열 목록입니다. 예: year/month/day.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처리된 데이터를 작업 북마크로 추적의AWS Glue개발자 안내서.
6. UND을 가져옵니다에서 대상 데이터베이스, 대상 Amazon S3 위치 및 데이터 형식을 지정합니다.

워크플로 역할에 데이터베이스 및 Amazon S3 대상 위치에 대해 필요한 Lake Formation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Note

현재 블루프린트는 타겟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7. 가져오기 빈도를 선택합니다.

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cron을 통한Custom선택권.
8. UND을 가져옵니다:

a. : 워크플로우 이름을 입력합니다.
b. role에서 역할을 선택합니다LakeFormationWorkflowRole, 사용자가 만든워크플로에 대한 IAM 

역할 생성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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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필요한 경우 테이블 접두사를 지정합니다. 워크플로에서 만드는 Data Catalog 테이블의 이름 앞에 
접두사가 추가됩니다.

9. 선택생성를 누르고 콘솔에서 워크플로가 성공적으로 생성되었다고 보고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Tip

다음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었나요?
User: arn:aws:iam::<account-id>:user/<username> is not authorized 
to perform: iam:PassRole on resource:arn:aws:iam::<account-
id>:role/<rolename>...
그런 경우 교체했는지 확인하십시오<account-id>을 가져옵니다AWS모든 정책의 계좌 번호.

추가 참고:

• Lake Formation 청사진 및 워크플로우 (p. 129)

워크플로우 실행
Lake Formation 콘솔을 사용하여 워크플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AWS Glue콘솔 또는AWS Glue명령줄 인
터페이스 (AWS CLI) 또는 AP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를 실행하려면 (Lake Formation 콘솔)

1. 열기AWS Lake Formation콘솔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또는 데이터 엔지니어 권한이 있는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Lake Formation 페르소나 및 
IAM 권한 참조 (p. 285)을 참조하세요.

2. 탐색 창에서 [블루프린트(Blueprints)]를 선택합니다.
3. 온 더블루프린트페이지에서 워크플로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작업메뉴에서Start.
4. 워크플로가 실행되면 다음 위치에서 진행률을 볼 수 있습니다.마지막 실행 상태열. 가끔 새로 고침 버튼

을 선택합니다.

상태는 다음에서실행 중입니다, 에발견하기, 에가져오는 중, 에완료.

워크플로가 완료되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데이터 카탈로그에 새 메타데이터 테이블이 있습니다.
• 데이터가 데이터 레이크로 수집됩니다.

워크플로가 실패하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워크플로를 선택합니다. 선택작업를 선택한 다음그래프 보기.

워크플로가 에서 열립니다.AWS Glue콘솔.
b. 워크플로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록(History)] 탭을 선택합니다.
c. UND기록에서 가장 최근 실행을 선택하고실행 정보 보기.
d. 동적 (런타임) 그래프에서 실패한 작업 또는 Crawler를 선택하고 오류 메시지를 검토합니다. 실패한 

노드는 빨간색이나 노란색입니다.

추가 참고:

• Lake Formation 청사진 및 워크플로우 (p.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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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 Formation 권한을 관리
Lake Formation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에 대한 중앙 액세스 제어를 제공합니다. Lake Formation에서 역할
별로 사용자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 정책 기반 규칙을 정의하고 통합하여 해당 사용자 및 역할을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인증할 수 있습니다. 규칙이 정의되면 Lake Formation Amazon Redshift 
Spectrum과 Amazon Athena 사용자를 위해 테이블 및 열 수준으로 세분화하여 액세스 제어를 적용합니다.

주제
• Lake Formation Lake Formation 허가서 개요  (p. 133)
•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p. 136)
• 데이터 위치 권한 부여 (p. 164)
•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에 대한 권한 부여 및 취소 (p. 170)
• Lake Formation 포메이션의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 권한 보기 (p. 186)
• Lake Formation 콘솔을 사용한 권한 취소 (p. 189)
• Lake Formation 권한 참조 (p. 189)

Lake Formation Lake Formation 허가서 개요
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본 유형의 권한이 있습니다AWS Lake Formation.

• 메타데이터 액세스 —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에 대한 권한 (데이터 카탈로그 권한).

이러한 권한을 통해 주도자는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을 만들고, 읽고, 
업데이트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 기본 데이터 액세스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내 위치에 대한 권한 (데이터 액세스 
권한 및 데이터 위치 권한)
• 데이터 레이크 권한을 통해 보안 주체는 Data Catalog 리소스가 가리키는 데이터인 기본 Amazon S3 위

치에서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위치 권한을 통해 주체는 특정 Amazon S3 위치를 가리키는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

을 생성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두 유형 모두 레이크 포메이션은 Lake Formation 권한과 IAM 권한을 함께 사용합니다. IAM 권한 모델은 IAM 
정책으로 구성됩니다. Lake Formation 권한 모델은 다음과 같은 DBMSGRANT 스타일/REVOKE 명령으로 구
현됩니다.

Grant SELECT on tableName to userName

주도자가 Data Catalog 리소스 또는 기본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할 때 요청이 성공하려면 IAM과 Lake 
Formation Formation의 권한 검사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AWS Lake Formation각 주체 (사용자 또는 역할) 에게 Lake Formation Formation의 관리형 리소스에서 작업
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또는 Lake Formation 권한을 부여할 권한
이 있는 다른 보안 주체로부터 보안 주체에게 필요한 권한이 부여됩니다.

교장에게 Lake Formation 권한을 부여할 때 해당 권한을 다른 교장에게 넘길 수 있는 권한을 선택적으로 부
여할 수 있습니다.

Lake Formation 콘솔의 Lake Formation API,AWS Command Line Interface (AWS CLI) 또는 데이터 권한 및
데이터 위치 페이지를 사용하여 Lake Formation 권한을 부여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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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 Formation 권한을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데 필요한 
IAM 권한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주도자는 Lake Formation API 또는 다음을 사용하여AWS Lake 
Formation 데이터 카탈로그 권한 또는 데이터 위치 권한을 부여하거나 취소하려면 다음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권한이 필요합니다AWS CLI.

• lakeformation:GrantPermissions
• lakeformation:BatchGrantPermissions
• lakeformation:RevokePermissions
• lakeformation:BatchRevokePermissions
• glue:GetTable또는glue:GetDatabase 지정된 리소스 메서드로 권한을 부여하려는 테이블이나 데이

터베이스의 경우

Note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에게는 Lake Formation 권한을 부여하고 취소할 수 있는 암시적인 Lake 
Formation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Lake Formation 보조금과 API 작업 취소에 대한 IAM 권
한이 필요합니다.
AWSLakeFormationDataAdminAWS관리형 정책을 사용하는 IAM 역할은 새 데이터 레이크 관리
자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 정책에는 Lake Formation API 작업에 대한 명시적 거부가 포함되어 있
기 때문입니다PutDataLakeSetting.

다음 IAM 정책은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가 아니면서 Lake Formation 콘솔을 사용하여 권한을 부여하거나 취
소하려는 주도자에게 권장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lakeformation:ListPermissions", 
                "lakeformation:GrantPermissions", 
                "lakeformation:BatchGrantPermissions", 
                "lakeformation:RevokePermissions", 
                "lakeformation:BatchRevokePermissions", 
                "glue:GetDatabases", 
                "glue:SearchTables", 
                "glue:GetTables", 
                "glue:GetDatabase", 
                "glue:GetTable", 
                "iam:ListUsers", 
                "iam:ListRoles" 
            ], 
            "Resource": "*" 
        } 
    ]
}

이 정책의 모든glue: 및iam: 권한은AWS 관리형 정책에서 사용할 수AWSGlueConsoleFullAccess 있습
니다.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 (LF-TBAC) 를 사용하여 권한을 부여하려면 주도자에게 추가 IAM 권
한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p. 142) 및 Lake Formation 페르소나 및 IAM 권한 참조 (p. 285) 단원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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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 계정 권한

지정된 리소스 메서드를 사용하여 교차 계정 Lake Formation 권한을 부여하려는 사용자에게
는AWSLakeFormationCrossAccountManagerAWS 관리형 정책에도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Data Lake 관리자는 교차 계정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동일한 권한과 조직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AWS 
Resource Access Manager (AWS RAM) 권한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권
한 (p. 286)을 참조하세요.

관리 사용자

관리 권한이 있는 보안 주체 (예:AdministratorAccessAWS 관리형 정책 사용) 는 Lake Formation 권한을 
부여하고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를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Lake Formation 관리자 작업에 대한 사
용자 또는 역할 액세스를 거부하려면 관리자 API 작업에 대한Deny 설명을 해당 정책에 첨부하거나 추가하
십시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Action": [ 
                "lakeformation:GetDataLakeSettings", 
                "lakeformation:PutDataLakeSettings" 
            ], 
            "Effect": "Deny", 
            "Resource": [ 
                "*" 
            ] 
        } 
    ]
}

Important

사용자가 ETL (추출, 변환 및 로드)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자신을 관리자로 추가하지 못하도록 하
려면 관리자가 아닌 모든 사용자 및 역할에 이러한 API 작업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해야 합니다.
AWSLakeFormationDataAdminAWS관리형 정책에는 사용자가 새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를 추가
할 수PutDataLakeSetting 없도록 하는 Lake Formation API 작업에 대한 명시적 거부가 포함되
어 있습니다.

암시적 Lake Formation Lake Formation 권한을
AWS Lake Formation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데이터베이스 생성자 및 테이블 작성자에게 다음과 같은 암시적 
권한을 부여합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 다른 계정에서 다른 보안 주체와 직접 공유하는 리소스를 제외하고 데이터 카탈로그의 모든 리소스

에Describe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액세스는 관리자가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데이터 레이크의 모든 곳에서 데이터 위치 권한을 보유하세요.
• 데이터 카탈로그의 모든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모든 주체 (본인 포함) 에게 부여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액세스는 관리자가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데이터 카탈로그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사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Note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는 IAM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Amazon S3 위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 제안하는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정책은 이러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데이터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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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크 관리자에게는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거나 다른 사용자가 만든 테이블을 변경/삭제할 수 
있는 암시적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한을 자신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생성 (p. 17).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 자신이 만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든 데이터베이스 권한을 갖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만든 테이블에 
대한 권한을 갖고, 동일한AWS 계정의 다른 주체에게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AWSLakeFormationCrossAccountManagerAWS관리형 정책도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생성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한을 다른AWS 계정이나 조직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는 Lake Formation 콘솔 또는 API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작성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Note

데이터베이스 작성자는 다른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만든 테이블에 대한 권한을 암시적
으로 갖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 생성 (p. 114)을 참조하세요.
테이블 크리에이터

• 자신이 만든 테이블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 생성한 모든 테이블에 대한 권한을 동일한AWS 계정의 보안 주체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 AWSLakeFormationCrossAccountManagerAWS관리형 정책이 있는 경우 다른AWS 계정이나 조

직에 생성한 모든 테이블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생성한 테이블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LF-TBAC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 는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가 많을 때 Lake Formation 권
한을 부여하는 데 사용하는 권장 방법입니다. LF-TBAC는 지정된 리소스 메서드보다 확장성이 뛰어나고 권
한 관리 오버헤드가 덜 필요합니다.

주제
•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p. 136)
•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의 작동 방식 (p. 138)
•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p. 142)
•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 노트 및 제한 (p. 144)
• 메타데이터 액세스 제어를 위한 LF-태그 관리 (p. 145)
• LF-태그 권한 부여, 취소 및 나열 (p. 158)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기
반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 (LF-TBAC) 는 IAM의 속성 기반 액세스 제어 (ABAC) 와 함께 작동하
여 데이터 레이크 리소스 및 데이터에 대한 세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Note

IAM 태그는 LF-태그와 다릅니다. 이러한 태그는 서로 바꿔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LF-태그는 Lake 
Formation 권한을 부여하는 데 사용되고 IAM 태그는 IAM 정책을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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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 Formation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기
반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LF-TBAC (LF-TBAC) 는 속성을 기반으로 권한을 정의하는 권한 부여 전략입니다. Lake Formation 포메이션
에서는 이러한 속성을 LF-태그라고 합니다. LF-태그를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 Lake Formation 주도자 및 
테이블 열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LF-태그를 사용하여 Lake Formation 리소스에 대한 권한을 할당하
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Lake Formation 은 보안 주체의 태그가 리소스 태그가 일치할 때 이러한 리소스에 대
한 작업을 허용합니다. LF-TBAC는 빠르게 성장하는 환경에서 유용하며 정책 관리가 번거로운 상황에 도움
이 됩니다.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와 IAM 속성 기반 액세스 
제어의 비교
ABAC(속성 기반 액세스 제어)는 속성을 기반으로 권한을 정의하는 권한 부여 전략입니다. AWS에서는 이
러한 속성을 태그라고 합니다. IAM 엔터티(사용자 또는 역할)와 AWS 리소스에 태그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IAM 보안 주체에 대해 단일 ABAC 정책 또는 작은 정책 세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BAC 정책은 보
안 주체의 태그가 리소스 태그와 일치할 때 작업을 허용하도록 설계될 수 있습니다. ABAC는 빠르게 성장하
는 환경에서 유용하며 정책 관리가 번거로운 상황에 도움이 됩니다.

클라우드 보안 및 거버넌스 팀은 IAM을 사용하여 Amazon S3 버킷, Amazon EC2 인스턴스 및 ARN으로 참
조할 수 있는 모든 리소스를 비롯한 모든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정책 및 보안 권한을 정의합니다. IAM 정책은 
데이터 레이크 리소스에 대한 광범위한 (간략한) 권한을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Amazon S3 버킷, 접두사 수
준 또는 데이터베이스 수준에서 액세스를 허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IAM ABAC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BAC의 용도를 참조하십시오AWS. IAM 사용 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roject-access 태그 키를 사용하여 세 개의 역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역할의 태그 
값을 Dev로, 두 번째 역할의 태그 값을 Marketing으로, 세 번째 역할의 태그 값을 Support으로 설정합니
다. 리소스에 적절한 값을 가진 태그를 할당합니다. 그런 다음 역할과 리소스에 project-access에 대해 동
일한 값으로 태그를 지정할 때 액세스를 허용하는 단일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 팀은 Lake Formation Formation을 사용하여 특정 데이터 레이크 리소스에 대한 세분화
된 권한을 정의합니다. LF-tag 는 Data Catalog 리소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및 열) 에 LF-tag 를 할당합니
다. 리소스의 LF-태그와 일치하는 LF-태그가 있는 보안 주체는 해당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Lake 
Formation 권한은 IAM 권한보다 부차적입니다. 예를 들어 IAM 권한이 사용자에게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액
세스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Lake Formation은 주체와 리소스에 일치하는 LF-태그가 있더라도 해당 사용자에
게 해당 데이터 레이크 내의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 (LF-TBAC) 는 IAM ABAC와 연동하여 Lake Formation 데이터 및 리
소스에 대한 추가 수준의 권한을 제공합니다.

• Lake Formation TBAC 권한은 혁신적으로 확장됩니다. 관리자가 새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기존 정
책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project-access 태그와 함께 IAM ABAC 전략을 사용하여 
Lake Formation 내의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LF-TBAC를 사
용하면 LF-태그가 특정 테이블 또는 열에Project=SuperApp 할당되고 해당 프로젝트의 개발자에게 동
일한 LF-태그가 부여됩니다. 개발자는 IAM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LF-TBAC 권한은 
개발자에게 테이블 내의 특정 테이블 또는 열에 대한 추가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새 테이블이 프로젝
트에 추가되면 Lake Formation 관리자는 개발자에게 테이블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새 
테이블에 태그를 할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 Lake Formation TBAC에는 더 적은 수의 IAM 정책이 필요합니다. IAM 정책을 사용하여 Lake Formation 
리소스에 대한 높은 수준의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고 Lake Formation TBAC에 더 정확한 데이터 액세스를 
관리하기 때문에 생성되는 IAM 정책 수가 줄어듭니다.

• Lake Formation TBAC를 사용하여 팀은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새 리소스에 대한 권한이 속
성에 따라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새 개발자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사용자에게 IAM 
역할을 연결한 다음 필요한 LF-태그를 사용자에게 할당하여 이 개발자에게 쉽게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지원하거나 새 LF-태그를 생성하기 위해 IAM 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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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ke Formation TBAC를 사용하면 더 세밀한 권한이 가능합니다. IAM 정책은 Data Catalog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과 같은 최상위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부여합니다. Lake Formation TBAC를 사용하면 특정 
데이터 값이 포함된 특정 테이블이나 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Note

IAM 태그는 LF-태그와 다릅니다. 이러한 태그는 서로 바꿔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LF-태그는 Lake 
Formation 권한을 부여하는 데 사용되고 IAM 태그는 IAM 정책을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의 작
동 방식
각 LF-Tag는 또는 와 같은 키-----Tag와 같은 키-----Tag는department=sales 또
는classification=restricted 와 같은 키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개의 정의된 값이 있을 
수department=sales,marketing,engineering,finance 있습니다.

LF-TBAC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와 데이터 엔지니어는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태스크 작업 세부 정보

1. LF-태그의 속성과 관계를 정의합니다. -

2. Lake Formation 포메이션에서 LF-태그를 생
성하세요.

LF-태그 생성 (p. 145)

3.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에 LF-태그를 할당합
니다.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에 LF-태그 할당 (p. 151)

4. 선택적으로 부여 옵션을 사용하여 리소스에 
LF-태그를 할당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주도자
에게 부여합니다.

LF-태그 권한 부여, 취소 및 나열 (p. 158)

5. 선택적으로 부여 옵션을 사용하여 주도자에
게 LF-Tag 표현식을 부여합니다.

LF-TBAC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터 카탈로그 권한 부
여 (p. 182)

6. (권장) 주체가 LF-TBAC 메서드를 통해 올바
른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지
정된 리소스 메서드를 사용하여 부여된 권한을 
취소하십시오.

-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가 세 개의 데이터베이스와 일곱 개의 테이블에 있는 세 명의 주체에게 권한을 부여해
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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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명된 리소스 메서드를 사용하여 위 다이어그램에 표시된 권한을 달성하려면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가 다음
과 같이 (유사 코드로) 17개의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GRANT CREATE_TABLE ON Database A TO PRINCIPAL 1
GRANT SELECT, INSERT ON Table A.1 TO PRINCIPAL 1
GRANT SELECT, INSERT ON Table A.2 TO PRINCIPAL 1
GRANT SELECT, INSERT ON Table B.2 TO PRINCIPAL 1
...
GRANT SELECT, INSERT ON Table A.2 TO PRINCIPAL 2
GRANT CREATE_TABLE ON Database B TO PRINCIPAL 2
...
GRANT SELECT, INSERT ON Table C.3 TO PRINCIPAL 3

이제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가 LF-TBAC를 사용하여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다이어
그램은 Data Lake 관리자가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에 LF-태그를 할당하고 보안 주체에게 LF-태그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음을 나타냅니다.

이 예에서 LF-태그는 ERP (전사적 자원 관리) 애플리케이션 제품군의 다양한 모듈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는 
데이터 레이크 영역을 나타냅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는 다양한 모듈의 분석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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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하려고 합니다. 모든 LF-태그에는module 키와 가능한 값SalesOrders, 및 이Customers 있습니다. 예
를 들어 LF-tag 는 다음과 같습니다.

module=Sales

다이어그램은 LF-tag 값만 보여줍니다.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 및 상속에 대한 태그 지정

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에서 LF-태그를 상속하고 열은 테이블에서 LF-태그를 상속합니다. 상속된 값을 재정
의할 수 있습니다. 위 다이어그램에서는 흐리게 표시된 LF-태그가 상속됩니다.

상속 때문에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는 리소스에 다음과 같은 5개의 LF-태그 할당 (유사 코드) 만 수행하면 됩
니다.

ASSIGN TAGS module=Sales TO database A
ASSIGN TAGS module=Orders TO table A.2
ASSIGN TAGS module=Orders TO database B
ASSIGN TAGS module=Customers TO table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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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GN TAGS module=Customers TO database C

태그: 교장에 대한 보조금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에 LF-태그를 할당한 후 Data Lake 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유사 코드) 보안 주체에게 
LF-태그를 4개만 부여해야 합니다.

GRANT TAGS module=Sales TO Principal 1
GRANT TAGS module=Customers TO Principal 1
GRANT TAGS module=Orders TO Principal 2
GRANT TAGS module=Customers TO Principal 3

이제 LF-태그가 있는 보안 주체는module=Sales LF-태그 (예: 데이터베이스 A) 를 사용하여 데이터 카탈로
그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고,module=Customers LF-태그가 있는 보안 주체는module=Customers LF-
태그를 사용하여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식입니다.module=Sales

위의 부여 명령이 불완전합니다. 이는 LF-태그를 통해 주도자에게 권한이 있는 Data Catalog 리소스를 표
시하지만 해당 리소스에 대해 주도자가 가지고 있는 Lake Formation 권한 (예:ALTER) 을 정확히 나타내지
는 않기 때문입니다.SELECT 따라서 다음 유사 코드 명령은 LF-태그를 통해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에 Lake 
Formation 권한이 부여되는 방식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GRANT (CREATE_TABLE ON DATABASES) ON TAGS module=Sales TO Principal 1
GRANT (SELECT, INSERT ON TABLES)  ON TAGS module=Sales TO Principal 1
GRANT (CREATE_TABLE ON DATABASES) ON TAGS module=Customers TO Principal 1
GRANT (SELECT, INSERT ON TABLES)  ON TAGS module=Customers TO Principal 1
GRANT (CREATE_TABLE ON DATABASES) ON TAGS module=Orders TO Principal 2
GRANT (SELECT, INSERT ON TABLES)  ON TAGS module=Orders TO Principal 2
GRANT (CREATE_TABLE ON DATABASES) ON TAGS module=Customers TO Principal 3
GRANT (SELECT, INSERT ON TABLES)  ON TAGS module=Customers TO Principal 3

종합하기 - 리소스에 대한 주요 권한 결과

위 다이어그램의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에 할당된 LF-태그와 다이어그램에서 주도자에게 부여된 LF-태그
를 고려하여 다음 표에는 주도자가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에 대해 갖는 Lake Formation 권한이 나와 있습니
다.

보안 주체 LF-태그를 통해 부여된 권한

보안 주체 1 • CREATE_TABLE데이터베이스 A에서
• SELECT, 표INSERT A.1에
• SELECT, 표INSERT A.2에
• SELECT, 표INSERT B.2에
• CREATE_TABLE데이터베이스 C에서
• SELECT, 표INSERT C.1에
• SELECT, 표INSERT C.2에
• SELECT, 표INSERT C3에.

보안 주체 2 • SELECT, 표INSERT A.2에
• CREATE_TABLE데이터베이스 B에서
• SELECT, 표INSERT B.1에
• SELECT, 표INSERT B.2에

보안 주체 3 • SELECT, 표INSERT B.2에
• CREATE_TABLE데이터베이스 C에서
• SELECT, 표INSERT C.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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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주체 LF-태그를 통해 부여된 권한
• SELECT, 표INSERT C.2에
• SELECT, 표INSERT C3에.

바텀 라인

이 간단한 예제에서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는 5개의 할당 작업과 8개의 권한 부여 작업을 사용하여 17개의 권
한을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데이터베이스와 수백 개의 테이블이 있는 경우 이름이 지정된 리소스 
방법에 비해 LF-TBAC 방법의 이점이 분명해집니다. 모든 보안 주체에게 모든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 가상의 경우, 여기서n(P) 는 주도자 수,n(R) 는 리소스 수입니다.

• 이름이 지정된 리소스 메서드의 경우 필요한 보조금 수는n(P) ✕ 입니다n(R).
• LF-TBAC 방법에서는 단일 LF-태그를 사용하는 경우 주도자에 대한 권한 부여 횟수 및 리소스 할당 횟수의 

합계가n(P) +입니다n(R).

참고 항목

• 메타데이터 액세스 제어를 위한 LF-태그 관리 (p. 145)
• LF-TBAC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터 카탈로그 권한 부여 (p. 182)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기
반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다음은 데이터 레이크 보안을 위해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 (LF-TBAC) 방법을 효과적으로 사
용하기 위해 이해해야 하는 규칙 및 권한입니다.

• Data Catalog 리소스에 할당하거나 주도자에게 부여하려면 먼저 모든 LF-태그를 미리 정의해야 합니다.

데이터 엔지니어와 분석가는 LF-태그의 특성과 관계를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가 
Lake Formation 포메이션에서 LF-태그를 생성하고 유지 관리합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만 LF-태그에 
대한 생성, 업데이트 및 삭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에 여러 LF-태그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특정 키에 대한 하나의 값만 특정 리소스
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module=Orders, 등을 데이터베이스region=Westdivision=Consumer, 테이블 또는 열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할당할 수 없습니다module=Orders,Customers.

• 리소스를 생성할 때 리소스에 LF-tag 를 할당할 수 없습니다. 기존 리소스에는 LF-태그만 추가할 수 있습니
다.

• 단일 LF-태그뿐만 아니라 LF-태그 표현식을 주도자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LF-Tag 표현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 코드).

module=sales AND division=(consumer OR commercial)

이 LF-Tag에 부여된 보안 주체는 Data Catalog 리소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및 열) 에 대해서
만division=consumer 또는 를module=sales 할당할 수division=commercial 있습니다. 교장 선
생님이module=sales 또는division=commercial 가 있는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하려면 동일
한 보조금에 둘 다 포함하지 마세요. 두 개의 보조금을 만드세요. 하나는module=sales 용이고 다른 하나
는division=commercial 용입니다.

가장 간단한 LF-태그 표현식은 다음과 같이 단 하나의 LF-태그로 구성됩니다module=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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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값을 가진 LF-태그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보안 주체는 이러한 값 중 하나를 사용하여 Data Catalog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에게 key=module 및orders,customers values=
가 포함된 LF-태그가 부여된 경우 사용자는module=orders 또는 중 하나에 할당된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module=customers 있습니다.

• 처음에는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만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에 LF-태그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
크 관리자는 보안 주체에게 LF-태그에 대한DESCRIBE 및ASSOCIATE 권한을 부여하여 해당 보안 주체가 
LF-태그를 보고 할당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이러한 권한을 설명합니다.

권한 설명

DESCRIBE LF-태그에 대한 이 권한이 있는 주도자는 리소스에 LF-태그를 할당하거나 LF-
태그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때 LF-태그와 해당 값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키 
값 또는 특정 값에DESCRIBE 부여할 수 있습니다.

ASSOCIATE LF-tag 에 대해 이러한 권한을 가진 보안 주체는 Data Catalog 리소스에 LF-
tag 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ASSOCIATE암시적으로 부여하기DESCRIBE.

이러한 권한은 부여할 수 있습니다. 부여 옵션과 함께 이러한 권한을 부여받은 주도자는 다른 주도자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처음에는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가 LF-TBAC 메서드를 사용하여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에 대한 권한 (데
이터 권한) 을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보안 주체입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가 권한 부여 옵션을 사용하
여 계정의 보안 주체에게 LF-TBAC의 데이터 권한을 부여하면 권한 수신자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리소스에 대한 데이터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이름이 지정된 리소스 메서드 사용.
• LF-TBAC 메서드를 사용하지만 동일한 LF-태그 표현식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가 다음과 같은 권한 부여 (유사 코드) 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GRANT (SELECT ON TABLES) ON TAGS module=customers, region=west,south TO user1 WITH 
 GRANT OPTION

이 경우 LF-TBAC 메서드를 사용하여 다른 주도자에게 테이블을user1SELECT 부여할 수 있지만 완전
한 LF-Tag 표현식만 사용해야module=customers, region=west,south 합니다.

•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에게는 LF-태그를 생성, 업데이트 및 삭제하고, 리소스에 LF-태그를 할당하고, 주도
자에게 LF-태그를 부여할 수 있는 암시적인 Lake Formation 권한이 있지만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LF-TBAC 관련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권한도 필요합니다.

"lakeformation:AddLFTagsToResource",
"lakeformation:RemoveLFTagsFromResource",
"lakeformation:GetResourceLFTags",
"lakeformation:ListLFTags",
"lakeformation:CreateLFTag",
"lakeformation:GetLFTag",
"lakeformation:UpdateLFTag",
"lakeformation:DeleteLFTag",
"lakeformation:SearchTablesByLFTags",
"lakeformation:SearchDatabasesByLFTags"

리소스에 LF-태그를 할당하고 주도자에게 LF-태그를 부여하는 주도자는CreateLFTagUpdateLFTag, 
및DeleteLFTag 권한을 제외하고 동일한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Lake Formation 페르소나 및 IAM 권한 참조 (p. 285)을 참조하세요.
• 보안 주체에게 LF-TBAC 메서드와 지정된 리소스 메서드를 모두 사용하여 리소스에 대한 사용 권한이 부

여된 경우 보안 주체가 리소스에 대해 갖는 권한은 두 메서드에서 부여된 사용 권한의 합집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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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ke Formation은 LF-TBAC 방법을 사용하여 계정 전체에 LF-태그를 부여하고 계정 전체의 데이터 카
탈로그 리소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DESCRIBEASSOCIATE 두 경우 모두 원금은
AWS 계정 ID입니다.

Note

Lake Formation LF-TBAC 방식을 사용하여 조직 및 조직 단위에 대한 교차 계정 보조금을 지원합
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Cross Account 버전 설정을 버전 3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Lake Formation 포메이션의 교차 계정 데이터 공유 (p. 201)을 참조하세요.

Example — LF-태그의 라이프 사이클

1.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마이클이 LF-태그를 생성합니다module=Customers.
2. 마이클은 데이터 엔지니어 에두아르도에게 LF-태그를ASSOCIATE 부여합니다. ASSOCIATE암시적으로 

부여하기DESCRIBE.
3. 마이클은Custs 에두아르도에게 부여 옵션과 함께 테이블 위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에두아르도

는 테이블에 LF-태그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Super 자세한 정보는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에 LF-태그 할
당 (p. 151)을 참조하세요.

4. 에두아르도는 테이블에 LF-태그를module=customers 할당합니다Custs.
5. 마이클은 데이터 엔지니어 Sandra (유사 코드) 에게 다음과 같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GRANT (SELECT, INSERT ON TABLES) ON TAGS module=customers TO Sandra WITH GRANT OPTION

6. Sandra는 데이터 분석가 Maria에게 다음과 같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GRANT (SELECT ON TABLES) ON TAGS module=customers TO Maria

Maria는 이제Custs 테이블에서 쿼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항목

• 메타데이터 (p. 255)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 노트 및 제한
다음은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에 대한 참고 사항 및 제한 사항입니다.

•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 (LF-TBAC) 를 사용하여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에 대한 교차 계정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려면AWS 계정에 대한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 정책을 추가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
보는 필수 조건 (p. 203)을 참조하세요.

• LF-태그 키와 LF-태그 값은 길이가 50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Data Catalog 리소스에 할당할 수 있는 최대 LF-tag 는 50개입니다.
• 다음 제한은 소프트 한도입니다.
• • 생성될 수 있는 최대 LF-tag 는 최대 1000개입니다.

• LF-태그에 대해 정의할 수 있는 최대 값 수는 1000개입니다.
• 태그 키와 값은 저장될 때 모두 소문자로 변환됩니다.
• LF-태그의 값 하나만 특정 리소스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 단일 부여로 보안 주체에 여러 LF-태그가 부여된 경우 보안 주체는 모든 LF-태그가 있는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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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GlueETL 작업에는 전체 테이블 액세스가 필요합니다. AWS GlueETL 역할이 테이블의 모든 열에 액
세스할 수 없는 경우 작업이 실패합니다. 열 수준에서 LF-태그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AWS Glue ETL 
역할에서 전체 테이블 액세스 권한이 손실되고 작업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열 및/또는 행 필터링에 데이터 
필터를 사용하는 것은 이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LF-태그 표현식 평가 결과 테이블 열의 하위 집합에만 액세스할 수 있지만 일치하는 항목이 있을 때 부
여된 Lake Formation 권한이 전체 열 액세스가 필요한 권한 중 하나인ALTER,DROPINSERTDELETE, 또
는 인 경우 해당 권한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대신DESCRIBE 허용되는 것만 있습니다. 부여된 권한이ALL
(Super) 인 경우SELECT 및 만DESCRIBE 부여됩니다.

메타데이터 액세스 제어를 위한 LF-태그 관리
LF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 (LF-Talog 리소스) 을 보호하기 위해 LF-Talog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 (LF-tag) 를 
보호하려면 LF 태그를 생성하고 리소스에 할당하고 보안 주체에게 부여합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만 LF 태그를 생성, 업데이트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만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에 LF-태그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는 다른 보안 주체에게 리소
스에 LF-태그를 할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AWS Lake Formation콘솔, API 또는AWS Command Line Interface (AWS CLI) 를 사용하여 LF-태그를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주제
• LF-태그 생성 (p. 145)
• LF-태그 업데이트 (p. 146)
• LF-태그 삭제 (p. 147)
• LF 태그 목록 (p. 148)
•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에 LF-태그 할당 (p. 151)
• 리소스에 할당된 LF 태그 보기 (p. 155)
• LF-태그가 할당된 리소스 보기 (p. 157)

다음 사항도 참조하세요.

• LF-태그 권한 부여, 취소 및 나열 (p. 158)
• LF-TBAC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터 카탈로그 권한 부여 (p. 182)
•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p. 136)

LF-태그 생성
모든 LF-태그는 사용하기 전에 Lake Formation 포메이션에서 정의해야 합니다. LF 태그는 키에 대한 하나 이
상의 가능한 값으로 구성됩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만 LF 태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AWS Lake Formation콘솔, API 또는AWS Command Line Interface (AWS CLI) 를 사용하여 LF-태그를 생성
할 수 있습니다.

Console

LF-태그를 만들려면

1. Lake Formation 콘솔(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을 엽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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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색 창의 권한에서 LF-Tags를 선택합니다.

LF-태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3. [태그 추가(Add tag)]를 선택합니다.
4. LF-Tag 추가 대화 상자에 키와 하나 이상의 값을 입력합니다.

키마다 값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값을 입력하려면 쉼표로 구분된 목록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르거나 한 번에 하나의 값을 입력하고 각 값 다음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허용되는 최대 
값 개수는 1000입니다.

5. [태그 추가(Add tag)]를 선택합니다.

AWS CLI

LF-태그를 만들려면

• create-lf-tag명령을 입력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키와 값이moduleCustomers 및 인 LF-태그를 만듭니다Orders.

aws lakeformation create-lf-tag --tag-key module --tag-values Customers Orders

LF-태그 업데이트
허용된 키 값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LF-태그를 업데이트합니다. LF 태그 키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키를 변
경하려면 LF-태그를 삭제하고 필요한 키와 함께 LF-태그를 추가하십시오.

LF-태그 값을 삭제하면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에서 해당 LF-태그 값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삭제된 LF-tag 값이 리소스와 연결된 경우 해당 값은 리소스에 더 이상 표시되지 않으며 해당 키-값 쌍에 대
한 권한이 부여된 모든 주체에게는 더 이상 권한이 없습니다.

LF-태그 값을 삭제하기 전에 선택적으로 remove-lf-tags-from-resource명령 명령을 (p. 155) 사용
하여 삭제하려는 값이 있는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에서 LF-태그를 제거한 다음 유지하려는 값으로 리소스
에 태그를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만 LF 태그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AWS Lake Formation콘솔, API 또는AWS Command Line Interface (AWS CLI) 를 사용하여 LF-태그를 업데
이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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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ole

LF 태그를 업데이트하려면 (콘솔)

1. Lake Formation 콘솔(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을 엽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2. 탐색 창의 권한에서 LF-Tags를 선택합니다.
3. LF-태그 페이지에서 LF-태그를 선택한 다음 편집을 선택합니다.
4. LF-태그 편집 대화 상자에서 LF-태그 값을 추가하거나 제거합니다.

여러 값을 추가하려면 값 필드에 쉼표로 구분된 목록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르거나 한 번에 하나
의 값을 입력하거나 각 값 다음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5. 저장을 선택합니다.

AWS CLI

LF-태그 업데이트하기 (AWS CLI)

• update-lf-tag명령을 입력합니다. 다음 인수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제공하십시오.

• --tag-values-to-add
• --tag-values-to-delete

Example

다음 예제에서는 값을vp LF-Tag 키 값으로vice-presidentlevel 바꿉니다.

aws lakeformation update-lf-tag --tag-key level --tag-values-to-add vice-president  
--tag-values-to-delete vp 

LF-태그 삭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LF-태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에 LF-태그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삭제된 LF-태그가 리소스와 연결된 경우 해당 LF-태그가 리소스에 더 이상 표시되지 않
으며 해당 LF-태그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모든 주체에게는 더 이상 권한이 없습니다.

LF-태그를 삭제하기 전에 선택적으로 remove-lf-tags-from-resource (p. 155)명령을 사용하여 모든 
리소스에서 LF-태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만 LF 태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AWS Lake Formation콘솔, API 또는AWS Command Line Interface (AWS CLI) 를 사용하여 LF-태그를 삭제
할 수 있습니다.

Console

LF-태그 삭제하기 (콘솔)

1. Lake Formation 콘솔(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을 엽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2. 탐색 창의 권한에서 LF-Tags를 선택합니다.
3. LF-태그 페이지에서 LF-태그를 선택한 다음 삭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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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태그 삭제 환경에서? 대화 상자에서 삭제를 확인하려면 지정된 필드에 LF-Tag 키 값을 입력한 다음
삭제를 선택합니다.

AWS CLI

LF-태그 삭제하기 (AWS CLI)

• delete-lf-tag명령을 입력합니다. 삭제할 LF-태그의 키를 입력합니다.

Example

다음 예제에서는 키를 사용하여 LF 태그를region 삭제합니다.

aws lakeformation delete-lf-tag --tag-key region

LF 태그 목록
DESCRIBE또는ASSOCIATE 권한이 있는 LF-태그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 각 LF-Tag 키에 나열된 값은 사용 
권한이 있는 값입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는 로컬 계정에 정의된 모든 LF-태그와 외부AWS 계정에서 로컬 계정에DESCRIBE
및ASSOCIATE 권한이 부여된 모든 LF-태그를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는 모든 LF-태그의 모든 
값을 볼 수 있습니다.

AWS Lake Formation콘솔, API 또는AWS Command Line Interface (AWS CLI) 를 사용하여 LF-태그를 나열
할 수 있습니다.

Console

LF 태그를 나열하려면 (콘솔)

1. Lake Formation 콘솔(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을 엽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또는 LF-태그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고lakeformation:ListLFTags IAM 
권한이 있는 보안 주체로 로그인합니다.

2. 탐색 창의 권한에서 LF-Tags를 선택합니다.

LF-태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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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계정 ID 열을 확인하여 외부 계정에서 계정과 공유된 LF-태그를 확인하세요.

AWS CLI

LF-태그 나열하기 (AWS CLI)

•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또는 LF-태그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고lakeformation:ListLFTags IAM 
권한이 있는 보안 주체 권한으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aws lakeformation list-lf-tags

출력 결과는 다음과 비슷합니다.

{ 
    "LFTags": [ 
        { 
            "CatalogId": "111122223333", 
            "TagKey": "level", 
            "TagValues": [ 
                "director", 
                "vp", 
                "c-level" 
            ] 
        }, 
        { 
            "CatalogId": "111122223333", 
            "TagKey": "module", 
            "TagValues": [ 
                "Orders", 
                "Sales", 
                "Customers" 
            ] 
        } 
    ]
}

외부 계정에서 부여된 LF-태그도 보려면 명령 옵션을--resource-share-type ALL 포함시키십
시오.

aws lakeformation list-lf-tags --resource-share-type ALL

출력 결과는 다음과 비슷합니다. 더 나열할 항목이 있음을 나타내는NextToken 키를 기록해 두십
시오.

{ 
    "LFTags": [ 
        { 
            "CatalogId": "111122223333", 
            "TagKey": "level", 
            "TagValues": [ 
                "director", 
                "vp", 
                "c-level" 
            ] 
        }, 
        { 
            "CatalogId": "111122223333", 
            "TagKey":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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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Values": [ 
                "Orders", 
                "Sales", 
                "Customers" 
            ] 
        } 
    ], 
    "NextToken": "eyJleHBpcmF0aW...ZXh0Ijp0cnVlfQ=="
}

명령을 반복하고--next-token 인수를 추가하여 외부 계정에서 부여된 나머지 로컬 LF-태그와 
LF-태그를 확인합니다. 외부 계정의 LF-태그는 항상 별도의 페이지에 있습니다.

aws lakeformation list-lf-tags --resource-share-type ALL  
--next-token eyJleHBpcmF0aW...ZXh0Ijp0cnVlfQ==

{ 
    "LFTags": [ 
        { 
            "CatalogId": "123456789012", 
            "TagKey": "region", 
            "TagValues": [ 
                "central", 
                "south" 
            ] 
        } 
    ]
}

API

Lake Formation Formation에 사용할 수 있는 SDK를 사용하여 요청자가 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태그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

import boto3

client = boto3.client('lakeformation')
...

response = client.list_lf_tags( 
    CatalogId='string', 
    ResourceShareType='ALL', 
    MaxResults=50'
)

이 명령은 다음과 같은 구조의dict 객체를 반환합니다.

{ 
    'LFTags': [ 
        { 
            'CatalogId': 'string', 
            'TagKey': 'string', 
            'TagValues': [ 
                'string', 
            ] 
        }, 
    ], 
    'NextToken': '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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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권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Lake Formation 페르소나 및 IAM 권한 참조 (p. 285) 단원을 참조하십시
오.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에 LF-태그 할당
Data Catalog 리소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및 열) 에 LF 태그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일치하는 LF-태그가 부
여된 보안 주체 (및 지정된 리소스 메서드로 액세스 권한이 부여된 보안 주체) 만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
니다.

테이블이 데이터베이스의 LF-태그를 상속하거나 열이 테이블의 LF-태그를 상속하는 경우 LF-Tag 키에 새 값
을 할당하여 상속된 값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에 할당할 수 있는 최대 LF 태그의 개수는 50개입니다.

주제
• 리소스에 할당된 태그 관리 요구 사항 (p. 151)
• 테이블 열에 LF-태그 지정 (p. 151)
• 데이터 Catalog 리소스에 LF 태그를 할당합니다. (p. 153)
• 리소스의 LF-태그 업데이트 (p. 155)
• 리소스에서 LF 태그를 제거합니다. (p. 155)

리소스에 할당된 태그 관리 요구 사항

LF-태그를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에 할당하려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LF 태그에서 Lake FormationASSOCIATE 허가를 받으십시오.
• IAMlakeformation:AddLFTagsToResource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Glue 보유: Glue 데이터베이스에 대한GetDatabase 권한
• 리소스 소유자 (생성자) 이거나, 옵션과 함께 리소스에 대한Super Lake Formation 권한을 가지고 있거

나,GRANT 옵션과 함께 다음 권한을 보유해야 합니다.GRANT
• 동일한AWS 계정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DESCRIBECREATE_TABLE,ALTER, 및DROP

• 외부 계정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DESCRIBE 경우:CREATE_TABLE 및ALTER

• 테이블 (및 열) 의DESCRIBE 경우:ALTERDROP,INSERT,SELECT, 및DELETE

또한 LF-태그와 LF-태그가 할당되는 리소스는 동일한AWS 계정에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에서 LF-태그를 제거하려면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
며lakeformation:RemoveLFTagsFromResource IAM 권한도 있어야 합니다.

테이블 열에 LF-태그 지정

테이블 열에 LF-태그 할당하기 (콘솔)

1. Lake Formation 콘솔(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을 엽니다.

위에 나열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탐색 창에서 테이블(Tables)을 선택합니다.
3. 테이블 이름 옆에 있는 옵션 버튼이 아닌 테이블 이름을 선택합니다.
4. 테이블 세부 정보 페이지의 스키마 섹션에서 스키마 편집을 선택합니다.
5. 스키마 편집 페이지에서 하나 이상의 열을 선택한 다음 태그 편집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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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열을 추가 또는 삭제하고 새 버전을 저장하려면 먼저 열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십시오. 그런 다음 
LF-태그를 편집합니다.

LF-태그 편집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테이블에서 상속된 모든 LF-태그가 표시됩니다.

6. (선택 사항) 상속된 키 필드 옆에 있는 값 목록에서 상속된 값을 재정의할 값을 선택합니다.
7. (선택 사항) 새 LF-태그 할당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할당된 키에서 키를 선택하고 [값] 에서 키 값을 선

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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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택 사항) 다른 LF-태그를 추가하려면 새 LF-태그 할당을 다시 선택합니다.
9. 저장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Catalog 리소스에 LF 태그를 할당합니다.

Console

데이터 카탈로그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에 LF-태그를 할당하려면

1. Lake Formation 콘솔(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을 엽니다.

앞에 나와 있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탐색 창의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데이터베이스에 LF-태그를 할당하려면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 테이블에 LF-태그를 할당하려면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3.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을 선택하고 작업 메뉴에서 태그 편집을 선택합니다.

LF-태그 편집: ### ##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테이블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에서 LF-태그를 상속하면 창에 상속된 LF-태그가 표시됩니다. 그렇
지 않으면 “리소스와 관련된 상속된 LF-태그가 없습니다.” 라는 텍스트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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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택 사항) 테이블에 상속된 LF-태그가 있는 경우 상속된 키 필드 옆에 있는 값 목록에서 상속된 값
을 재정의할 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새 LF-태그를 할당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a. 새 LF-태그 지정을 선택합니다.
b. 할당된 키 필드에서 LF-태그 키를 선택하고 값 필드에서 값을 선택합니다.
c. (선택 사항) 추가 LF-태그를 할당하려면 새 LF-태그 할당을 다시 선택합니다.

6. 저장을 선택합니다.

AWS CLI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에 LF-태그를 할당하려면

• add-lf-tags-to-resource 명령을 실행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orders LF-태그를module=orderserp 할당합니다.
--lf-tags인수에 단축키 구문을 사용합니다. 의CatalogID--lf-tags 속성은 선택 사항입니
다. 지정하지 않은 경우 리소스 (이 경우 테이블) 의 카탈로그 ID가 사용됩니다.

aws lakeformation add-lf-tags-to-resource --resource '{ "Table": 
 {"DatabaseName":"erp", "Name":"orders"}}' --lf-tags  
 CatalogId=111122223333,TagKey=module,TagValues=orders

다음은 명령이 성공했을 때의 출력입니다.

{ 
    "Failur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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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제에서는sales 테이블에 두 개의 LF-태그를 할당하고--lf-tags 인수에 JSON 구문을 사
용합니다.

aws lakeformation add-lf-tags-to-resource --resource '{ "Table": 
 {"DatabaseName":"erp", "Name":"sales"}}' --lf-tags '[{"TagKey": 
 "module","TagValues": ["sales"]},{"TagKey": "environment","TagValues": 
 ["development"]}]'

다음 예에서는 테이블의total 열에 LF-태그를level=directorsales 할당합니다.

aws lakeformation add-lf-tags-to-resource --resource '{ "TableWithColumns": 
 {"DatabaseName":"erp", "Name":"sales", "ColumnNames":["total"]}}' --lf-tags 
 TagKey=level,TagValues=director

리소스의 LF-태그 업데이트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의 LF-태그를 업데이트하려면 (AWS CLI)

• 이전 절차에서 설명한 대로add-lf-tags-to-resource 명령을 사용합니다.

기존 LF-태그와 키는 같지만 값이 다른 LF-태그를 추가하면 기존 값이 업데이트됩니다.

리소스에서 LF 태그를 제거합니다.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의 LF-태그를 제거하려면 (AWS CLI)

• remove-lf-tags-from-resource 명령을 실행합니다.

테이블에 상위 데이터베이스에서 상속된 값을 대체하는 LF-Tag 값이 있는 경우 테이블에서 해당 LF-
Tag를 제거하면 상속된 값이 복원됩니다. 이 동작은 테이블에서 상속된 키 값을 재정의하는 열에도 적용
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sales 테이블의level=directortotal 열에서 LF-태그를 제거합니다. 
의CatalogID--lf-tags 속성은 선택 사항입니다. 지정하지 않은 경우 리소스 (이 경우 테이블) 의 카
탈로그 ID가 사용됩니다.

aws lakeformation remove-lf-tags-from-resource  
--resource ' { "TableWithColumns":   
{ "DatabaseName": "erp",  "Name": "sales",  "ColumnNames":[ "total"]}}'  
--lf-tags  CatalogId=111122223333,TagKey=level,TagValues=director

리소스에 할당된 LF 태그 보기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에 할당된 LF-태그를 볼 수 있습니다. LF-태그를 보려면 해당 LF-태그에 대
한DESCRIBE 또는ASSOCIATE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Console

리소스에 할당된 LF-태그를 보려면 (콘솔)

1. Lake Formation 콘솔(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을 엽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리소스 소유자 또는 리소스에 대한 Lake Formation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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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색 창의 데이터 카탈로그 제목 아래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데이터베이스에 할당된 LF-태그를 보려면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 테이블에 할당된 LF-태그를 보려면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3. 테이블 또는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에서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아래로 스크롤하여 LF-Tags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스크린샷은retail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customers 테이블에 할당된 LF-태그를 보여줍니
다. moduleLF-태그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상속됩니다. credit_limit열에는level=vp LF-태그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AWS CLI

리소스에 할당된 LF-태그를 보려면 (AWS CLI)

• 다음과 유사한 명령을 입력합니다.

aws lakeformation get-resource-lf-tags --show-assigned-lf-tags --resource 
 '{ "Table": {"CatalogId":"111122223333", "DatabaseName":"erp", "Name":"sales"}}'

명령은 다음 출력을 반환합니다.

{ 
    "TableTags": [ 
        { 
            "CatalogId": "111122223333", 
            "TagKey": "module", 
            "TagValues": [ 
                "sales" 
            ] 
        }, 
        { 
            "CatalogId": "111122223333", 
            "TagKey": "environment", 
            "TagValues": [ 
                "develop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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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olumnTags": [ 
        { 
            "Name": "total", 
            "Tags": [ 
                { 
                    "CatalogId": "111122223333", 
                    "TagKey": "level", 
                    "TagValues": [ 
                        "director" 
                    ] 
                } 
            ] 
        } 
    ]
}

이 출력에는 명시적으로 할당되고 상속되지 않은 LF-태그만 표시됩니다. 상속된 LF 태그를 포함하
여 모든 열의 모든 LF-태그를 보려면--show-assigned-lf-tags 옵션을 생략하십시오.

LF-태그가 할당된 리소스 보기
특정 LF-Tag 키가 할당된 모든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Lake 
Formation 권한이 필요합니다.

• DESCRIBE또는ASSOCIATE LF 태그에.
• DESCRIBE또는 자원에 대한 기타 Lake Formation 허가

또한 다음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권한이 필요합니다.

• lakeformation:SearchDatabasesByLFTags

• lakeformation:SearchTablesByLFTags

Console

LF-태그가 할당된 리소스를 보려면 (콘솔)

1. Lake Formation 콘솔(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을 엽니다.

Data Lake 관리자 또는 앞서 열거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탐색 창의 권한 및 관리 역할 및 작업 제목 아래에서 LF-Tags를 선택합니다.
3. LF-Tag 키를 선택합니다 (키 이름 옆의 옵션 버튼이 아님).

LF-태그 세부 정보 페이지에는 LF-태그가 할당된 리소스 목록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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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LI

LF-태그가 할당된 리소스를 보려면

• search-tables-by-lf-tags또는search-databases-by-lf-tags 명령을 실행합니다.

Example

다음 예에서는level=vp LF-태그가 지정된 테이블과 열을 나열합니다. 나열된 각 테이블 및 열에 
대해 검색 표현식뿐만 아니라 테이블 또는 열에 지정된 모든 LF-태그가 출력됩니다.

aws lakeformation search-tables-by-lf-tags --expression TagKey=level,TagValues=vp

필요한 권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Lake Formation 페르소나 및 IAM 권한 참조 (p. 285) 단원을 참조하십시
오.

LF-태그 권한 부여, 취소 및 나열
주체에게 LF-태그에 대한DESCRIBE 및ASSOCIATE Lake Formation 권한을 부여하여 주체가 LF 태그를 보
고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및 열) 에 할당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LF-태그가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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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카탈로그 리소스에 할당되면 LF-TBAC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 방법을 사용하여 해당 
리소스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
그 (p. 136)을 참조하세요.

처음에는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가 권한 부여 옵
션을 통해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면 다른 주체가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DESCRIBE및ASSOCIATE 권한
에 대해서는 에 설명되어Lake Formation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
그 (p. 142) 있습니다.

LF-태그의DESCRIBE 및ASSOCIATE 권한을 외부AWS 계정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계정의 데이
터 레이크 관리자가 해당 권한을 계정의 다른 주체 (주체) 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외부 계정의 데이터 레이
크 관리자가ASSOCIATE 권한을 부여한 보안 주체는 해당 계정과 공유한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에 LF-태그
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외부 계정에 권한을 부여할 때는 권한 부여 옵션을 포함해야 합니다.

AWS Lake Formation콘솔, API 또는AWS Command Line Interface (AWS CLI) 를 사용하여 LF-태그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주제
• 콘솔을 사용하여 LF-Tag 권한 나열하기 (p. 159)
• 콘솔을 사용해 LF-tag 권한 부여하기 (p. 160)
• 를 사용하여 LF-Tag 권한 부여, 취소 및 나열AWS CLI (p. 162)

자세한 내용은 메타데이터 액세스 제어를 위한 LF-태그 관리 (p. 145) 및 을 참조하십시오Lake Formation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p. 136).

콘솔을 사용하여 LF-Tag 권한 나열하기
Lake Formation 콘솔을 사용해 LF-태그에 부여된 권한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를 보려면 데이터 레
이크DESCRIBE 관리자이거나 LF 태그에 대한 또는ASSOCIATE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LF-Tag 권한을 나열하려면 (콘솔)

1. Lake Formation 콘솔(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을 엽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또는 LF-태그에 대한ASSOCIATE 또는DESCRIBE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로 로그인
합니다.

2. 탐색 창의 권한에서 LF-Tag 권한을 선택합니다.

LF-태그 권한 부여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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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을 사용해 LF-tag 권한 부여하기
다음 단계는 Lake Formation 콘솔의 태그 권한 부여 페이지를 사용하여 LF-태그에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페이지는 다음 섹션으로 구분됩니다.

• 주도자 - 권한을 부여할 사용자, 역할 또는AWS 계정입니다.
• LF-태그 — 권한을 부여할 LF-태그입니다.
• 권한 — 부여할 권한입니다.

태그 권한 부여 페이지 열기

1. Lake Formation 콘솔(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을 엽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로 로그인하거나GRANT 옵션을 사용하여 LF-태그에DESCRIBE 대한ASSOCIATE
또는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탐색 창의 권한에서 태그 권한을 선택합니다.
3. 권한 부여(Grant)를 선택합니다.

주도자 지정하기

주도자 섹션에서 주도자 유형을 선택하고 권한을 부여할 주도자를 지정합니다.

IAM 사용자 및 역할

IAM 사용자 및 역할 목록에서 하나 이상의 사용자 또는 역할을 선택합니다.
SAML 사용자 및 그룹

SAML 및 Amazon QuickSight 사용자 및 그룹의 경우 SAML을 통해 페더레이션된 사용자 또는 그룹의 
경우 하나 이상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을 입력하고 Amazon QuickSight 사용자 또는 그룹의 경
우 ARN을 입력합니다. 각 ARN 다음에 Enter 키를 누릅니다.

ARN 구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Lake Formation 그랜트 앤 리보크AWS CLI
명령 (p. 189).

Note

아마존과의 Lake Formation QuickSight 통합은 아마존 QuickSight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만 
지원됩니다.

외부 계정

AWS계정에 유효한AWS 계정 ID를 하나 이상 입력합니다. 각 ID 다음에 Enter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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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ID는 “o-”와 10~32개의 소문자 또는 숫자로 구성됩니다.

조직 구성 단위 ID는 “ou-”로 시작하고 그 뒤에 4~32개의 소문자 또는 숫자 (OU를 포함하는 루트의 ID) 
가 옵니다. 이 문자열 뒤에는 두 번째 “-” 대시와 8~32개의 추가 소문자 또는 숫자가 옵니다.

IAM 주체 항목에는 IAM 사용자 또는 역할에 대한 ARN을 입력합니다.

LF-태그 지정

LF-Tags 섹션에서 권한을 부여할 LF-태그를 지정합니다.

1. LF-태그 추가를 선택하면 LF-태그를 지정하는 첫 번째 필드 행이 표시됩니다.
2. 키 필드에 커서를 놓고 필요에 따라 입력을 시작하여 선택 목록의 범위를 좁힌 다음 LF-태그 키를 선택

합니다.
3. 값 목록에서 하나 이상의 값을 선택한 다음 Tab 키를 누르거나 필드 외부를 클릭 또는 탭하여 선택한 값

을 저장합니다.

Note

값 목록의 행 중 하나에 포커스가 있는 경우 Enter 키를 누르면 확인란이 선택되거나 선택 취소
됩니다.

선택한 값은 값 목록 아래에 타일로 표시됩니다. 값을 제거하려면 ✖ 를 선택합니다. 제거를 선택하여 전
체 LF-태그를 제거합니다.

4. 다른 LF-태그를 추가하려면 LF-tag 추가를 다시 선택하고 이전 두 단계를 반복합니다.

사용 권한 지정하기

권한 섹션에서 권한 및 부여 가능한 권한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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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그 권한에서 부여할 권한을 선택합니다.

어소시에이트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Describe가 암시적으로 부여됩니다.
2. (선택 사항) 부여 가능 권한에서 부여 수신자가AWS 계정의 다른 주체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선택

합니다.
3. 권한 부여(Grant)를 선택합니다.

를 사용하여 LF-Tag 권한 부여, 취소 및 나열AWS CLI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 를 사용하여 LF-태그에 대한 권한을 부여, 취소 및 나열할 수 있습
니다.

LF-태그 권한을 나열하려면 (AWS CLI)

• list-permissions명령을 입력합니다. 데이터 레이크를 보려면 데이터 레이크DESCRIBE 관리자이
거나 LF 태그에 대한 또는ASSOCIATE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명령은 권한이 있는 모든 LF-태그를 요청합니다.

aws lakeformation list-permissions --resource-type LF_TAG

다음은 모든 주체에게 부여된 모든 LF-태그를 보는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의 샘플 출력입니다.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LF-태그만 볼 수 있습니다. 외부 계정에서 부여된 LF-Tag 권한은 별도의 
결과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이를 보려면 명령을 반복하고 이전 명령 실행에서 반환된 토큰을--next-
token 인수에 제공하십시오.

{ 
    "PrincipalResourcePermissions": [ 
        { 
            "Principal": { 
                "DataLakePrincipalIdentifier": "arn:aws:iam::111122223333:user/
datalake_admin" 
            }, 
            "Resource": { 
                "LFTag": { 
                    "CatalogId": "111122223333", 
                    "TagKey": "environment", 
                    "TagValues": [ 
                        "*" 
                    ] 
                } 
            }, 
            "Permissions": [ 
                "ASSOCI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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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missionsWithGrantOption": [ 
                "ASSOCIATE" 
            ] 
        }, 
        { 
            "Principal": { 
                "DataLakePrincipalIdentifier": "arn:aws:iam::111122223333:user/
datalake_user1" 
            }, 
            "Resource": { 
                "LFTag": { 
                    "CatalogId": "111122223333", 
                    "TagKey": "module", 
                    "TagValues": [ 
                        "Orders", 
                        "Sales" 
                    ] 
                } 
            }, 
            "Permissions": [ 
                "DESCRIBE" 
            ], 
            "PermissionsWithGrantOption": [] 
        },
... 
    ], 
    "NextToken": "eyJzaG91bGRRdWVy...Wlzc2lvbnMiOnRydWV9"
}

특정 LF-Tag 키에 대한 모든 권한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명령은 LF-태그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반
환합니다module.

aws lakeformation list-permissions --resource-type LF_TAG --resource '{ "LFTag": 
 {"CatalogId":"111122223333","TagKey":"module","TagValues":["*"]}}'

특정 LF-태그의 특정 주체에게 부여된 LF-태그 값을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인수를 제공할 때는--
principal--resource 인수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령은 특정 LF-태그 키에 대해 특정 주체에 
부여된 값만 효과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명령은 주datalake_user1 키와 LF-Tag 키에 대해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module.

aws lakeformation list-permissions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rn:aws:iam::111122223333:user/
datalake_user1 --resource-type LF_TAG --resource '{ "LFTag": 
 {"CatalogId":"111122223333","TagKey":"module","TagValues":["*"]}}'

다음은 출력 샘플입니다.

{ 
    "PrincipalResourcePermissions": [ 
        { 
            "Principal": { 
                "DataLakePrincipalIdentifier": "arn:aws:iam::111122223333:user/
datalake_user1" 
            }, 
            "Resource": { 
                "LFTag": { 
                    "CatalogId": "111122223333", 
                    "TagKey": "module", 
                    "TagValues": [ 
                        "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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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es" 
                    ] 
                } 
            }, 
            "Permissions": [ 
                "ASSOCIATE" 
            ], 
            "PermissionsWithGrantOption": [] 
        } 
    ]
}

LF-태그에 대한 권한 부여하기 (AWS CLI)

• 다음과 유사한 명령을 입력합니다. 이 예제는 사용자에게datalake_user1 키를 사용하여 LF-태그에 
대한ASSOCIATE 권한을 부여합니다module. 별표 (*) 로 표시된 대로 해당 키의 모든 값을 보고 할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aws lakeformation grant-permissions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rn:aws:iam::111122223333:user/
datalake_user1 --permissions "ASSOCIATE" --resource '{ "LFTag": 
 {"CatalogId":"111122223333","TagKey":"module","TagValues":["*"]}}'

ASSOCIATE권한을 부여하면 암시적으로DESCRIBE 권한이 부여됩니다.

다음 예에서는 키를ASSOCIATEmodule 사용하여 LF 태그의 외부AWS 계정 1234-5678-9012에 권한 부
여 옵션을 부여합니다. sales및 값만 보고 할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orders.

aws lakeformation grant-permissions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123456789012 --permissions "ASSOCIATE" 
 --permissions-with-grant-option "ASSOCIATE" --resource '{ "LFTag": 
 {"CatalogId":"111122223333","TagKey":"module","TagValues":["sales", "orders"]}}'

LF-태그에 대한 권한을 취소하려면 (AWS CLI)

• 다음과 유사한 명령을 입력합니다. 이 예제는 사용자의 키를module 사용하여 LF-태그에 대
한ASSOCIATE 권한을datalake_user1 취소합니다.

aws lakeformation revoke-permissions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rn:aws:iam::111122223333:user/
datalake_user1 --permissions "ASSOCIATE" --resource '{ "LFTag": 
 {"CatalogId":"111122223333","TagKey":"module","TagValues":["*"]}}'

데이터 위치 권한 부여
의 데이터 위치 권한은 주체가 지정된 등록된 Amazon S3 위치를 가리키는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를 생성
하고 변경할 수AWS Lake Formation 있도록 합니다. 데이터 위치 권한은 Lake Formation 데이터 권한과 함
께 작동하여 데이터 레이크의 정보를 보호합니다.

Lake Formation Formation은 데이터 위치 권한 부여에AWS Resource Access Manager (AWS RAM) 서비스
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데이터 위치 권한에 대한 리소스 공유 초대를 수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Lake Formation 콘솔, API 또는AWS Command Line Interface (AWS CLI) 를 사용하여 데이터 위치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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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보조금을 받으려면 먼저 Lake Formation Formation에 데이터 위치를 등록해야 합니다.

추가 참고:

• Underlying Data Access Control (p. 258)

주제
• 데이터 위치 권한 부여 (동일한 계정) (p. 165)
• 데이터 위치 권한 부여 (외부 계정) (p. 167)
• 계정과 공유된 데이터 위치에 대한 권한 부여 (p. 169)

데이터 위치 권한 부여 (동일한 계정)
다음 단계에 따라AWS 계정의 보안 주체에게 데이터 위치 권한을 부여하세요. Lake Formation 콘솔, API 또
는AWS Command Line Interface (AWS CLI) 를 사용하여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위치 권한을 부여하려면 (동일한 계정, 콘솔)

1. 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 에서AWS Lake 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원하는 데이
터 위치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또는 보안 주체로 로그인합니다.

2. 탐색 창에서 데이터 위치를 선택합니다.
3. 권한 부여(Grant)를 선택합니다.
4. 권한 부여 대화 상자에서 내 계정 타일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후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

니다.

• IAM 사용자 및 역할의 경우 하나 이상의 주도자를 선택합니다.
• SAML 및 AmazonQuickSight 사용자 및 그룹의 경우 SAML을 통해 페더레이션된 사용자 또는 그룹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을 하나 이상 입력하거나 AmazonQuickSight 사용자 또는 그룹용 ARN을 
입력하십시오.

한 번에 하나의 ARN을 입력하고 각 ARN 다음에 Enter 키를 누릅니다. ARN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Lake Formation 그랜트 앤 리보크AWS CLI명령 (p. 189).

• 스토리지 위치에서 찾아보기를 선택하고 Amazon Storage Service (Amazon Storage Service) 
(Amazon Storage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Amazon Storage Service) Lake Formation 
(Lake Formation) 에 위치를 등록해야 합니다. 다른 위치를 추가하려면 찾아보기를 다시 선택합니다. 
위치를 입력할 수도 있지만 위치 앞에 를 입력해야s3:// 합니다.

• 등록된 계정 위치에는 해당 위치가 등록된AWS 계정 ID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계정 ID입니다. 교차 
계정 시나리오에서는 수신자 계정의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가 수신자 계정의 다른 보안 주체에게 데이
터 위치 권한을 부여할 때 여기에서 소유자 계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선택 사항) 선택한 주체가 선택한 위치에 대한 데이터 위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Grantable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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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한 부여(Grant)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위치 권한을 부여하려면 (동일한 계정AWS CLI)

• grant-permissions명령을 실행하고 Amazon S3 경로를 리소스로 지정하여 보
안DATA_LOCATION_ACCESS 주체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Example

다음 예에서는 사용자에게 데이터 위치 권한을datalake_user1 부여합니다.s3://retail

aws lakeformation grant-permissions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rn:aws:iam::<account-id>:user/datalake_user1 
 --permissions "DATA_LOCATION_ACCESS" --resource '{ "DataLocation": 
 {"ResourceArn":"arn:aws:s3:::retail"}}'

Example

다음 예에서는ALLIAMPrincipals 그룹에 데이터 위치 권한을 부여합니다.s3://retail

aws lakeformation grant-permissions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111122223333:IAMPrincip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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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issions "DATA_LOCATION_ACCESS" --resource '{ "DataLocation": 
 {"ResourceArn":"arn:aws:s3:::retail", "CatalogId": "111122223333"}}'

추가 참고:

• Lake Formation 권한 참조 (p. 189)

데이터 위치 권한 부여 (외부 계정)
다음 단계에 따라 외부AWS 계정 또는 조직에 데이터 위치 권한을 부여하세요.

Lake Formation 콘솔, API 또는AWS Command Line Interface (AWS CLI) 를 사용하여 권한을 부여할 수 있
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모든 교차 계정 액세스 사전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필수 조건 (p. 203)을 
참조하세요.

데이터 위치 권한을 부여하려면 (외부 계정, 콘솔)

1. 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 에서AWS Lake 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데이터 레이
크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2. 탐색 창에서 데이터 위치를 선택한 다음 허용을 선택합니다.
3. 권한 부여 대화 상자에서 외부 계정 타일을 선택합니다.
4. 다음 정보를 제공합니다.

• AWS계정 ID 또는AWS 조직 ID에는 유효한AWS 계정 번호, 조직 ID 또는 조직 단위 ID를 입력합니다.

각 ID 다음에 Enter 키를 누릅니다.

조직 ID는 “o-”와 10~32개의 소문자 또는 숫자로 구성됩니다.

조직 단위 ID는 'ou-'로 뒤에 4~32개의 소문자 또는 숫자 (OU가 속한 루트의 ID) 가 오는 방식입니다. 
이 문자열 뒤에 두 번째 '-' (하이픈) 가 오고 뒤에 8~32개의 추가 소문자 또는 숫자가 옵니다.

• 스토리지 위치에서 찾아보기를 선택하고 Amazon Storage Service (Amazon Storage Service) 
(Amazon Storage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Amazon Storage Service) Lake Formation 
(Lake Formation) 에 위치를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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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승인 가능을 선택합니다.
6. 권한 부여(Grant)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위치 권한을 부여하려면 (외부 계정AWS CLI)

• 외부AWS 계정에 권한을 부여하려면 다음과 유사한 명령을 입력합니다.

aws lakeformation grant-permissions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111122223333  --permissions "DATA_LOCATION_ACCESS" --
permissions-with-grant-option "DATA_LOCATION_ACCESS" --resource '{ "DataLocation": 
 {"CatalogId":"123456789012","ResourceArn":"arn:aws:s3::retail/transactions/2020q1"}}'

이 명령은 계정 1234-5678-9012가 소유한 Amazon S3 위치에s3://retail/
transactions/2020q1 있는 계정 1111-2222-3333에 권한 부여 옵션을 부여합니
다.DATA_LOCATION_ACCESS

조직에 권한을 부여하려면 다음과 유사한 명령을 입력합니다.

aws lakeformation grant-permissions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rn:aws:organizations::111122223333:organization/
o-abcdefghijkl --permissions "DATA_LOCATION_ACCESS" --permissions-
with-grant-option "DATA_LOCATION_ACCESS" --resource '{"DataLocation": 
 {"CatalogId":"123456789012","ResourceArn":"arn:aws:s3::retail/transactions/2020q1"}}'

이 명령은 계정 1234-5678-9012가 소유한 Amazon S3s3://retail/transactions/2020q1 위치
의 조직에o-abcdefghijkl 권한 부여 옵션을 부여합니다.DATA_LOCATION_ACCESS

외부AWS 계정의 보안 주체에게 권한을 부여하려면 다음과 비슷한 명령을 입력합니다.

aws lakeformation grant-permissions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rn:aws:iam::111122223333:user/datalake_user1 
 --permissions "DATA_LOCATION_ACCESS" --resource '{ "Data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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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ourceArn":"arn:aws:s3::retail/transactions/2020q1", "CatalogId": 
 "123456789012"}}'

이 명령은 계정 1234-5678-9012가 소유한 Amazon S3 위치에s3://retail/
transactions/2020q1 있는 계정 1111-2222-3333의 보안 주체에게 권한
을DATA_LOCATION_ACCESS 부여합니다.

Example

다음 예에서는 외부 계정의s3://retailALLIAMPrincipals 그룹에 데이터 위치 권한을 부여합니
다.

aws lakeformation grant-permissions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111122223333:IAMPrincipals --
permissions "DATA_LOCATION_ACCESS" --resource '{ "DataLocation": 
 {"ResourceArn":"arn:aws:s3:::retail", "CatalogId": "123456789012"}}'

추가 참고:

• Lake Formation 권한 참조 (p. 189)

계정과 공유된 데이터 위치에 대한 권한 부여
Data Catalog 리소스를AWS 계정과 공유한 후 Data Lake 관리자는 계정의 다른 보안 주체에게 리소스에 대
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공유 테이블에ALTER 권한이 부여되고 테이블이 등록된 Amazon S3 위치
를 가리키는 경우 해당 위치에 대한 데이터 위치 권한도 부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공유 데이터베이스
에CREATE_TABLE 또는ALTER 권한이 부여되고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위치를 가리키는 위치 속성이 있는 
경우 해당 위치에 대한 데이터 위치 권한도 부여해야 합니다.

공유 위치에 대한 데이터 위치 권한을 계정의 보안 주체에게 부여하려면 계정에 권한 부여 옵션과 함
께 위치에 대한DATA_LOCATION_ACCESS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계정에 있는 다
른DATA_LOCATION_ACCESS 주금자에게 권한을 부여할 때는 소유자 계정의 데이터 카탈로그 ID (AWS계정 
ID) 를 포함해야 합니다. 소유자 계정은 위치를 등록한 계정입니다.

AWS Lake Formation콘솔, API 또는AWS Command Line Interface () 를 사용하여 데이터 위치 권한을AWS 
CLI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계정과 공유된 데이터 위치에 대한 권한 부여하기 (콘솔)

• 데이터 위치 권한 부여 (동일한 계정) (p. 165) 단원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저장소 위치의 경우 위치를 입력해야 합니다. 등록된 계정 위치에 소유자 계정의AWS 계정 ID를 입력합
니다.

계정과 공유된 데이터 위치에 권한을 부여하려면 (AWS CLI)

• 다음 명령 중 하나를 입력하여 사용자 또는 역할에 권한을 부여합니다.

aws lakeformation grant-permissions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rn:aws:iam::<account-id>:user/<user-name> --permissions 
 "DATA_LOCATION_ACCESS" --resource '{ "DataLocation": {"CatalogId":"<owner-account-
ID>","ResourceArn":"arn:aws:s3:::<s3-location>"}}'
aws lakeformation grant-permissions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rn:aws:iam::<account-id>:role/<role-name> --per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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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_LOCATION_ACCESS" --resource '{ "DataLocation": {"CatalogId":"<owner-account-
ID>","ResourceArn":"arn:aws:s3:::<s3-location>"}}'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에 대한 권한 부여 및 취소
보안 주체에게 데이터 카탈로그 권한을 부여하여 주도자가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를 생성 및 관리하고 기본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AWS Lake Formation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와 메타데이터 테이블 모두에 Data Catalog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에 
권한을 부여하면 특정 테이블 열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여 더욱 세밀한 액세스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개별 테이블에 권한을 부여하거나 단일 부여 작업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테이블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
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테이블에 권한을 부여하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DESCRIBE 권한이 암시적으로 
부여됩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콘솔의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에 나타나고GetDatabases API 작업에 의
해 반환됩니다.

지정된 리소스 메서드 또는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 (LF-TBAC) 방법을 사용하여 권한을 부여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AWS 계정의 보안 주체나 외부 계정 또는 조직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외부 계정 또는 조직에 
권한을 부여하면 소유한 리소스를 해당 계정 또는 조직과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계정 또는 조직의 주
도자가 사용자가 소유한 Data Catalog 리소스와 기본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Note

현재 LF-TBAC 방법은 IAM 주도자AWS 계정AWS Organizations, 및 OU (조직 단위) 에 교차 계정 
권한 부여를 지원합니다.

외부 계정이나 조직에 권한을 부여할 때는 부여 옵션을 포함해야 합니다. 관리자가 외부 계정의 다른 주체에
게 공유 리소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때까지 외부 계정의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만 공유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AWS Lake Formation콘솔, API 또는AWS Command Line Interface (AWS CLI) 를 사용하여 데이터 카탈로그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주제
• 지정된 리소스 메서드를 사용하여 데이터 카탈로그 권한 부여 (p. 170)
• LF-TBAC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터 카탈로그 권한 부여 (p. 182)

다음 사항도 참조하세요.

• 데이터 카탈로그 테이블 및 데이터베이스 간 공유AWS계정 (p. 116)
• 메타데이터 (p. 255)
• Lake Formation 권한 참조 (p. 189)

지정된 리소스 메서드를 사용하여 데이터 카탈로그 권
한 부여
지정된 리소스 메서드를 사용하여 특정 Data Catalog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에 Lake Formation 권한을 부
여할 수 있습니다. AWS Lake Formation콘솔, API 또는AWS Command Line Interface (AWS CLI) 를 사용하
여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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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Lake Formation 콘솔 및 명명된 리소스 메서드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권한 부여 (p. 171)
• AWS CLI및 명명된 리소스 메서드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권한 부여 (p. 174)
• Lake Formation 콘솔 및 명명된 리소스 메서드를 사용하여 테이블 권한 부여 (p. 175)
• AWS CLI및 명명된 리소스 메서드를 사용하여 테이블 권한 부여 (p. 180)

Lake Formation 콘솔 및 명명된 리소스 메서드를 사용하여 데이터
베이스 권한 부여
다음 단계는 Lake Formation 콘솔의 지정된 리소스 메서드와 권한 부여 페이지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권
한을 부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섹션이 구분됩니다.

• 주도자 — 권한을 부여할 IAM 사용자, 역할,AWS 계정, 조직 또는 조직 단위입니다.
• LF-태그 또는 카탈로그 리소스 — 권한을 부여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또는 리소스 링크입니다.
• 권한 — Lake Formation 부여할 권한.

Note

데이터베이스 리소스 링크에 권한을 부여하려면 을 참조하십시오리소스 링크 권한 부여 (p. 211).

권한 부여 페이지 열기

1. 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 에서AWS Lake Formation 콘솔을 열고 Data Lake 관리
자, 데이터베이스 생성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Grantable 권한을 가진 IAM 사용자로 로그인합니
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세요.

• 탐색 창에서 데이터 레이크 권한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Grant를 선택합니다.
• 탐색 창에서 Databases(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에서 데이터베

이스를 선택하고 작업 메뉴의 권한에서 허용을 선택합니다.

Note

리소스 링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에서 리소스 링크를 선택하고 작업 메뉴에서 대상에 부여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Lake Formation 포메이션에서 리소스 링크 작동 방식 (p. 120)을 참조하세요.

보안 주체 지정

주도자 섹션에서 주도자 유형을 선택한 다음 권한을 부여할 주도자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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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 사용자 및 역할

IAM 사용자 및 역할 목록에서 하나 이상의 사용자 또는 역할을 선택합니다.
SAML 사용자 및 그룹

SAML 및 AmazonQuickSight 사용자 및 그룹의 경우 SAML을 통해 페더레이션된 사용자 또는 그룹의 경
우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을 하나 이상 입력하거나 AmazonQuickSight 사용자 또는 그룹의 경우 
ARN을 입력합니다. 각 ARN 다음에 Enter 키를 누릅니다.

ARN 생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Lake Formation 그랜트 앤 리보크AWS CLI
명령 (p. 189).

Note

아마존과의 Lake FormationQuickSight 통합은 아마존QuickSight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만 
지원됩니다.

외부 계정

AWS계정,AWS 조직 또는 IAM 주도자의 경우 IAM 사용자 또는 역할에 대해 하나 이상의 유효한AWS 계
정 ID, 조직 ID, 조직 단위 ID 또는 ARN을 입력합니다. 각 ID 다음에 Enter 키를 누릅니다.

조직 ID는 “o-”와 10~32개의 소문자 또는 숫자로 구성됩니다.

조직 단위 ID는 'ou-'로 시작하고 뒤에 4~32개의 소문자 또는 숫자 (OU가 속한 루트의 ID) 가 옵니다.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문자열 뒤에 8~32개의 추가 소문
자 또는 숫자가 옵니다.

참고 항목

• 공유 데이터 카탈로그 테이블 및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및 보기 (p. 116)

데이터베이스 지정

LF-태그 또는 카탈로그 리소스 섹션에서 권한을 부여할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1. 지정된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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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베이스 목록에서 하나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하나 이상의 테이블 및/또는 데이터 필
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 권한을 지정합니다.

권한 섹션에서 권한 및 부여 가능한 권한을 선택합니다.

1. 데이터베이스 권한에서 부여할 권한을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Note

등록된 위치를 가리키는 위치 속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권한을Create Table 부여한 후에
는 해당 위치에 대한 데이터 위치 권한도 주도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Alter 자세한 정보는 데
이터 위치 권한 부여 (p. 164)을 참조하세요.

2. (선택 사항) 부여 가능한 권한에서 권한 부여자가AWS 계정의 다른 주체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선택
합니다. 외부 계정에서 IAM 보안 주체에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 옵션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3. 권한 부여(Grant)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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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 Lake Formation 권한 참조 (p. 189)
• 계정과 공유된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에 대한 권한 부여 (p. 210)

AWS CLI및 명명된 리소스 메서드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권한 
부여
지정된 리소스 메서드와AWS Command Line Interface (AWS CLI) 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권한을 부여하려면AWS CLI

• grant-permissions명령을 실행하고 부여된 권한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 카탈로그를 리소스
로 지정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account-id>유효한AWS 계정 ID로 바꾸십시오.

Example — 데이터베이스 생성 권한 부여

이 예시는 사용자에게CREATE_DATABASE 권한을datalake_user1 부여합니다. 이 권한이 부여된 리
소스는 데이터 카탈로그이므로 명령은 빈CatalogResource 구조를resource 매개 변수로 지정합니
다.

aws lakeformation grant-permissions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rn:aws:iam::<account-id>:user/datalake_user1 --
permissions "CREATE_DATABASE" --resource '{ "Catalog": {}}'

Example — 지정된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 생성 권한 부여

다음 예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CREATE_TABLE 대한 권한을 사용자에게retaildatalake_user1 부
여합니다.

aws lakeformation grant-permissions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rn:aws:iam::<account-id>:user/datalake_user1 --
permissions "CREATE_TABLE" --resource '{ "Database": {"Name":"retail"}}'

Example — Grant 옵션을 사용하여 외부AWS 계정에 부여

다음 예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부여 옵션을CREATE_TABLEretail 사용하여 외부 계정 
1111-2222-3333에 권한을 부여합니다.

aws lakeformation grant-permissions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111122223333 --permissions "CREATE_TABLE" --permissions-
with-grant-option "CREATE_TABLE" --resource '{ "Database": {"Name":"retail"}}'

Example — 조직에 대한 보조금

다음 예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권한 부여 옵션을ALTER 사용하여 기관에issues 권한을o-
abcdefghijkl 부여합니다.

aws lakeformation grant-permissions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rn:aws:organizations::111122223333:organization/o-
abcdefghijkl --permissions "ALTER" --permissions-with-grant-option "ALTER" --resource 
 '{ "Database": {"Name":"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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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 동일한 계정에ALLIAMPrincipals 부여

다음 예에서는 동일한 계정의 모든 보안retail 주체에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CREATE_TABLE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계정의 모든 보안 주체가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생성하고 통합 쿼
리 엔진이 공유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테이블 리소스 링크를 만들 수 있습
니다. 이 옵션은 교차 계정 보조금을 받고 리소스 링크를 생성할 권한이 없는 주체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는 플레이스홀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ALLIAMPrincipal
그룹에CREATE_TABLE 권한을 부여하여 계정의 모든 IAM 보안 주체가 플레이스홀더 데이터베이스에 
리소스 링크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aws lakeformation grant-permissions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111122223333:IAMPrincipals --permissions "CREATE_TABLE"  
 --resource '{ "Database": {"Name":"temp","CatalogId":"111122223333"}}' 

Example - 외부 계정에ALLIAMPrincipals 부여

다음 예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외부 계정의 모든 보안retail 주체에게 권한을CREATE_TABLE 부여
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계정의 모든 보안 주체가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aws lakeformation grant-permissions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111122223333:IAMPrincipals --permissions "CREATE_TABLE"  
 --resource '{ "Database": {"Name":"retail","CatalogId":"123456789012"}}'

Note

등록된 위치를 가리키는 위치 속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권한을CREATE_TABLE 부여한 후에는 
해당 위치에 대한 데이터 위치 권한도 주도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ALTER 자세한 정보는 데이터 위
치 권한 부여 (p. 164)을 참조하세요.

다음 사항도 참조하세요.

• Lake Formation 권한 참조 (p. 189)
• 계정과 공유된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에 대한 권한 부여 (p. 210)

Lake Formation 콘솔 및 명명된 리소스 메서드를 사용하여 테이블 
권한 부여
Lake Formation 콘솔과 명명된 리소스 메서드를 사용하여 데이터 카탈로그 테이블에 Lake Formation 권한
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개별 테이블에 권한을 부여하거나 단일 부여 작업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테이블
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테이블에 권한을 부여하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DESCRIBE 권한이 암시적으로 부여됩
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콘솔의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에 나타나고GetDatabases API 작업에 의해 반
환됩니다.

부여할 권한을 선택하면SELECT 열 필터, 행 필터 또는 셀 필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Lake Formation 콘솔의 지정된 리소스 메서드와 권한 부여 페이지를 사용하여 테이블 권한을 부
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페이지는 다음 섹션으로 구분됩니다.

• 보안 주체 — 권한을 부여할 사용자, 역할,AWS 계정, 조직 또는 조직 단위.
• LF-태그 또는 카탈로그 리소스 — 권한을 부여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또는 리소스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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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 — Lake Formation 부여할 권한.

Note

테이블 리소스 링크에 권한을 부여하려면 을 참조하십시오리소스 링크 권한 부여 (p. 211).

권한 부여 페이지 열기

1. 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 에서AWS Lake Formation 콘솔을 열고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테이블 생성자 또는 부여 옵션을 사용하여 테이블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로 로그인합니
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세요.

• 탐색 창에서 데이터 권한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Grant를 선택합니다.
• 탐색 창에서 테이블(Tables)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테이블 페이지에서 테이블을 선택하고 작업 메

뉴의 권한에서 허용을 선택합니다.

Note

리소스 링크를 통해 테이블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테이블 페이지
에서 리소스 링크를 선택하고 작업 메뉴에서 대상에 부여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Lake 
Formation 포메이션에서 리소스 링크 작동 방식 (p. 120)을 참조하세요.

보안 주체 지정
주도자 섹션에서 주도자 유형을 선택하고 권한을 부여할 주도자를 지정합니다.

IAM 사용자 및 역할

IAM 사용자 및 역할 목록에서 하나 이상의 사용자 또는 역할을 선택합니다.
SAML 사용자 및 그룹

SAML 및 AmazonQuickSight 사용자 및 그룹의 경우 SAML을 통해 페더레이션된 사용자 또는 그룹의 경
우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을 하나 이상 입력하거나 AmazonQuickSight 사용자 또는 그룹의 경우 
ARN을 입력합니다. 각 ARN 다음에 Enter 키를 누릅니다.

ARN 생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Lake Formation 그랜트 앤 리보크AWS CLI
명령 (p.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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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아마존과의 Lake FormationQuickSight 통합은 아마존QuickSight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만 
지원됩니다.

외부 계정

AWS계정,AWS 조직 또는 IAM 주도자에 대해 하나 이상의 유효한AWS 계정 ID, 조직 ID, 조직 단위 ID 
또는 IAM 사용자 또는 역할의 ARN을 입력합니다. 각 ID 다음에 Enter 키를 누릅니다.

조직 ID는 “o-”와 10~32개의 소문자 또는 숫자로 구성됩니다.

조직 단위 ID는 'ou-'로 시작하고 뒤에 4~32개의 소문자 또는 숫자 (OU가 속한 루트의 ID) 가 옵니다.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문자열 뒤에 8~32개의 추가 소문
자 또는 숫자가 옵니다.

다음 사항도 참조하세요.

• 공유 데이터 카탈로그 테이블 및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및 보기 (p. 116)

테이블 지정하기
LF-태그 또는 카탈로그 리소스 섹션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 이상의 테이블 또는 모
든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사용 권한을 지정합니다.
권한 섹션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권한 및 부여 가능한 권한을 선택합니다.

• 테이블 권한 지정 (데이터 필터링 없음) (p. 177)
• 데이터 필터링과 함께 선택 권한 지정 (p. 178)

테이블 권한 지정 (데이터 필터링 없음)

1. 부여할 테이블 권한을 선택하고 선택적으로 부여 가능한 권한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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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을 허용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 액세스 옵션이 선택되어 있는 데이터 권한 섹션이 테이블 및 
열 권한 섹션 아래에 나타납니다. 기본값을 수락합니다.

2. 권한 부여(Grant)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필터링과 함께 선택 권한 지정

1. 선택 권한을 선택합니다. 다른 권한을 선택하지 마세요.

데이터 사용 권한 섹션은 테이블 및 열 권한 섹션 아래에 표시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세요.

• 단순 열 필터링만 적용합니다.
1. 단순 컬럼 기반 액세스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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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을 포함할지 제외할지 선택한 다음 포함하거나 제외할 열을 선택합니다.

외부AWS 계정 또는 조직에 권한을 부여할 때는 포함 목록만 지원됩니다.
3. (선택 사항) 부여 가능한 권한에서 권한 선택에 대한 부여 옵션을 켜십시오.

부여 옵션을 포함하는 경우 부여 수신자는 자신이 부여한 열에 대한 권한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Note

열 필터를 지정하고 모든 행을 행 필터로 지정하는 데이터 필터를 생성해야만 열 필터링을 적
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단계가 필요합니다.

• 열, 행 또는 셀 필터링을 적용합니다.
1. 고급 셀 수준 필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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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 사항) 기존 권한 보기를 확장합니다.
3. (선택 사항) 새 필터 생성을 선택합니다.
4. (선택 사항) 나열된 필터의 세부 정보를 보거나 새 필터를 만들거나 기존 필터를 삭제하려면 필터

관리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필터 페이지가 새 브라우저 창에 열립니다.

데이터 필터 페이지에서 작업을 마치면 권한 부여 페이지로 돌아가서 필요한 경우 페이지를 새로 
고쳐 만든 새 데이터 필터를 확인합니다.

5. 보조금에 적용할 데이터 필터를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Note

목록에 데이터 필터가 없는 경우 선택한 테이블에 대해 생성된 데이터 필터가 없는 것입니
다.

3. 권한 부여(Grant)를 선택합니다.

다음 사항도 참조하세요.

• Lake Formation 출입 통제 개요 (p. 253)
• Lake Formation 포메이션의 데이터 필터링 및 셀 수준 보안 (p. 234)
• Lake Formation 페르소나 및 IAM 권한 참조 (p. 285)

AWS CLI및 명명된 리소스 메서드를 사용하여 테이블 권한 부여
지정된 리소스 메서드와AWS Command Line Interface (AWS CLI) 를 사용하여 테이블 권한을 부여할 수 있
습니다.

를 사용하여 테이블 권한을 부여하려면AWS CLI

• grant-permissions명령을 실행하고 테이블을 리소스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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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 단일 테이블에 부여 - 필터링 없음

다음datalake_user1 예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inventory 있는AWS 계정 1111-2222-3333의 
사용자에게SELECT 및ALTER 를retail 부여합니다.

aws lakeformation grant-permissions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rn:aws:iam::111122223333:user/datalake_user1 --permissions 
 "SELECT" "ALTER" --resource '{ "Table": {"DatabaseName":"retail", "Name":"inventory"}}'

Note

등록된 위치에 기본 데이터가 있는 테이블에 대한ALTER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위치에 대한 데
이터 위치 권한도 주도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데이터 위치 권한 부여 (p. 164)을 
참조하세요.

Example — Grant 옵션을 사용하여 모든 테이블에 부여 - 필터링 없음

다음 예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테이블에 부여 옵션을SELECT 사용하여 권한을retail 부여합니다.

aws lakeformation grant-permissions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rn:aws:iam::111122223333:user/datalake_user1 --permissions 
 "SELECT" --permissions-with-grant-option "SELECT" --resource '{ "Table": { "DatabaseName": 
 "retail", "TableWildcard": {} } }'

Example — 간단한 컬럼 필터링을 통한 보조금

다음 예에서는 테이블의 열 하위SELECT 집합에 권한을persons 부여합니다. 간단한 열 필터링을 사용합니
다.

aws lakeformation grant-permissions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rn:aws:iam::111122223333:user/datalake_user1 --permissions 
 "SELECT" --resource '{ "TableWithColumns": {"DatabaseName":"hr", "Name":"persons", 
 "ColumnNames":["family_name", "given_name", "gender"]}}'

Example — 데이터 필터를 통한 권한 부여

이 예에서는SELECTorders 테이블에 권한을 부여하고restrict-pharma 데이터 필터를 적용합니다.

aws lakeformation grant-permissions --cli-input-json file://grant-params.json

다음은 파일의grant-params.json 내용입니다.

{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 "arn:aws:iam::111122223333:user/
datalake_user1"}, 
    "Resource": { 
        "DataCellsFilter": { 
            "TableCatalogId": "111122223333", 
            "DatabaseName": "sales", 
            "TableName": "orders", 
            "Name": "restrict-pharma" 
        } 
    }, 
    "Permissions": ["SE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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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missionsWithGrantOption": ["SELECT"]
}

다음 사항도 참조하세요.

• Lake Formation 출입 통제 개요 (p. 253)
• Lake Formation 포메이션의 데이터 필터링 및 셀 수준 보안 (p. 234)
• Lake Formation 권한 참조 (p. 189)

LF-TBAC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터 카탈로그 권한 부여
LF-태그에 대한DESCRIBE 및ASSOCIATE Lake Formation 권한을 주체에게 부여하여 LF-태그를 보고 데이
터 카탈로그 리소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및 열) 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LF-태그가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
에 할당되면 LF-TBAC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 메서드를 사용하여 해당 리소스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p. 136)을 참조하
세요.

처음에는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가 
부여 옵션을 통해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면 다른 보안 주체도 이러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DESCRIBE및ASSOCIATE 권한은 에 설명되어Lake Formation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p. 142) 있습니다.

LF-태그에 대한DESCRIBE 및ASSOCIATE 권한을 외부AWS 계정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계정의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가 해당 권한을 계정의 다른 보안 주체 (보안 주체) 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
부 계정의 Data Lake 관리자가ASSOCIATE 권한을 부여한 보안 주체는 해당 계정과 공유한 Data Catalog 리
소스에 LF-태그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외부 계정에 권한을 부여할 때는 권한 부여 옵션을 포함해야 합니다.

AWS Lake Formation콘솔, API 또는AWS Command Line Interface (AWS CLI) 를 사용하여 LF-태그에 권한
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주제
• Lake Formation 콘솔 및 LF-TBAC 메서드를 사용하여 데이터 카탈로그 권한 부여 (p. 182)
• AWS CLI및 LF-TBAC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터 카탈로그 권한 부여 (p. 185)

다음 사항도 참조하세요.

• LF-태그 권한 부여, 취소 및 나열 (p. 158)
• 메타데이터 액세스 제어를 위한 LF-태그 관리 (p. 145)
•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p. 136)

Lake Formation 콘솔 및 LF-TBAC 메서드를 사용하여 데이터 카탈
로그 권한 부여
다음 단계에서는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 (LF-TBAC) 메서드와 Lake Formation 콘솔의 권한 
부여 페이지를 사용하여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섹션이 구분됩니다.

• 주도자 — 사용자, 역할 및AWS 계정 권한 부여 대상
• LF-태그 또는 카탈로그 리소스 — 권한을 부여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또는 리소스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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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 — Lake Formation 부여할 권한.

권한 부여 페이지 열기

1. 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 에서AWS Lake Formation 콘솔을 열고 데이터 레이
크 관리자 또는 권한 부여 옵션을 사용하여 LF-TBAC를 통해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에 대한 Lake 
Formation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탐색 창에서 데이터 권한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Grant를 선택합니다.

보안 주체 지정
주도자 섹션에서 주도자 유형을 선택한 다음 권한을 부여할 주도자를 지정합니다.

IAM 사용자 및 역할

IAM 사용자 및 역할 목록에서 하나 이상의 사용자 또는 역할을 선택합니다.
SAML 사용자 및 그룹

SAML 및 AmazonQuickSight 사용자 및 그룹의 경우 SAML을 통해 페더레이션된 사용자 또는 그룹의 경
우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을 하나 이상 입력하거나 AmazonQuickSight 사용자 또는 그룹의 경우 
ARN을 입력합니다. 각 ARN 다음에 Enter 키를 누릅니다.

ARN 생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Lake Formation 그랜트 앤 리보크AWS CLI
명령 (p. 189).

Note

아마존과의 Lake FormationQuickSight 통합은 아마존QuickSight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만 
지원됩니다.

외부 계정

AWS조직 또는 IAM 주도자에 대해AWS 계정 IAM 사용자 또는 역할에 대해 하나 이상의 유효한AWS 계
정 ID, 조직 ID, 조직 단위 ID 또는 ARN을 입력합니다. 각 ID 다음에 Enter 키를 누릅니다.

조직 ID는 “o-”와 10~32개의 소문자 또는 숫자로 구성됩니다.

조직 단위 ID는 'ou-'로 시작하고 뒤에 4~32개의 소문자 또는 숫자 (OU가 속한 루트의 ID) 가 옵니다.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문자열 뒤에 8~32개의 추가 소문
자 또는 숫자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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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도 참조하세요.

• 공유 데이터 카탈로그 테이블 및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및 보기 (p. 116)

LF-태그 지정하기

1. LF-Tags와 일치하는 리소스 옵션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LF-태그 추가를 선택합니다.
3. LF-태그 키와 값을 선택합니다.

둘 이상의 값을 선택하면OR 연산자를 사용하여 LF-태그 표현식이 생성됩니다. 즉,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
스에 할당된 LF-태그와 일치하는 LF-태그 값이 하나라도 있으면 해당 리소스에 대한 권한이 부여됩니다.

4. (선택 사항) 다른 LF-태그를 지정하려면 [Add LF-tag] 를 다시 선택합니다.

LF-태그를 두 개 이상 지정하면AND 연산자를 사용하여 LF-태그 표현식이 생성됩니다. LF-Tag 표현식의 
각 LF-태그와 일치하는 LF-태그가 리소스에 할당된 경우에만 보안 주체에게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에 
대한 권한이 부여됩니다.

사용 권한을 지정합니다.

일치하는 Data Catalog 리소스에서 보안 주체에 부여되는 권한을 지정합니다. 매칭 리소스는 주도자에게 부
여된 LF-태그 표현식 중 하나와 일치하는 LF-태그가 할당된 리소스입니다.

일치하는 데이터베이스, 일치하는 테이블 또는 둘 다에 부여할 권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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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베이스 권한에서 일치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주체에게 부여할 데이터베이스 권한을 선택합니
다.

2. 테이블 권한에서 일치하는 테이블의 보안 주체에게 부여할 테이블 권한을 선택합니다.
3. 권한 부여(Grant)를 선택합니다.

AWS CLI및 LF-TBAC 방법을 사용하여 데이터 카탈로그 권한 부
여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 및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 (LF-TBAC) 메서드를 사
용하여 데이터 카탈로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및 열에 Lake Formation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LF-TBAC (AWS CLI) 를 사용하여 데이터 카탈로그 권한을 부여하려면

• grant-permissions 명령을 사용합니다.

Example

다음 예에서는 사용자에게 LF-태그 표현식 "module=*" (LF-Tag 키의 모든 값module) 
을datalake_user1 부여합니다. 해당 사용자는 일치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module, 즉 키와 함께 모
든 값과 함께 LF-태그가 할당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CREATE_TABLE 권한을 가집니다.

aws lakeformation grant-permissions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rn:aws:iam::111122223333:user/
datalake_user1 --permissions "CREATE_TABLE" --resource '{ "LFTagPolicy": 
 {"CatalogId":"111122223333","ResourceType":"DATABASE","Expression":
[{"TagKey":"module","Tag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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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다음 예에서는 사용자에게 LF-Tag 표현식(level=director) AND (region=west OR 
region=south) "“을datalake_user1 부여합니다. 해당 사용자는 일치하는 테이블SELECTALTER, 
즉 및 (region=west또는region=south) 가 모두 할당된 테이블에 대해 부여 옵션과 함
께,level=director 및DROP 권한을 갖게 됩니다.

aws lakeformation grant-permissions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rn:aws:iam::111122223333:user/
datalake_user1 --permissions "SELECT" "ALTER" "DROP" --permissions-
with-grant-option "SELECT" "ALTER" "DROP" --resource '{ "LFTagPolicy": 
 {"CatalogId":"111122223333","ResourceType":"TABLE","Expression": [{"TagKey": 
 "level","TagValues": ["director"]},{"TagKey": "region","TagValues": ["west", 
 "south"]}]}}'

Example

다음 예에서는AWS 계정 1234-5678-9012에 LF-태그 표현식module=orders "“을 부여합니다. 그러
면 해당 계정의 데이터 주체 (보안 주체) 가 해당 계정의 보안 주체 (보안 주체) 에게module=orders
'대대주체 지정 그러면 해당 보안 주체는 지정된 리소스 메서드 또는 LF-TBAC 방법을 사용하여 계
정 1111-2222-3333이 소유하고 계정 1234-5678-9012와 공유된 데이터베이스를 일치시킬 수 있
는CREATE_TABLE 권한을 갖게 됩니다.

aws lakeformation grant-permissions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123456789012 --permissions "CREATE_TABLE" --
permissions-with-grant-option "CREATE_TABLE" --resource '{ "LFTagPolicy": 
 {"CatalogId":"111122223333","ResourceType":"DATABASE","Expression":
[{"TagKey":"module","TagValues":["orders"]}]}}'

Lake Formation 포메이션의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 
권한 보기

데이터 카탈로그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에 부여된 Lake Formation 권한을 볼 수 있습니다. Lake 
Formation 콘솔, API 또는 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

콘솔을 사용하여 에서 시작하는 권한을 볼 수 있습니다.데이터베이스또는테이블페이지 또는데이터 권한페
이지.

Note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나 리소스 소유자가 아닌 경우, 부여 옵션을 사용하여 리소스에 대한 Lake 
Formation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다른 주체가 리소스에 대한 권한을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Lake Formation 권한 외에도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권
한glue:GetDatabases,glue:GetDatabase,glue:GetTables,glue:GetTable, 
및glue:ListPermissions.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한을 보려면 (콘솔,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에서 시작)

1. Lake Formation 콘솔(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을 엽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데이터베이스 작성자 또는 부여 옵션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Lake 
Formation 권한이 있는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탐색 창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3.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작업메뉴, 선택권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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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데이터베이스 리소스 링크를 선택하면 Lake Formation Formation은 리소스 링크의 대상 데이
터베이스가 아니라 리소스 링크에 대한 권한을 표시합니다.

이데이터 권한페이지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든 Lake Formation 권한이 나열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름 및 카탈로그 ID (AWS데이터베이스 소유자의 계정 ID) 가 검색 상자 아래에 레이블로 표시됩니다. 
타일은 필터가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만 사용 권한을 나열하는 데 적용되었음을 나타냅니다. 타일
을 닫거나 선택하여 필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필터 지우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한을 보려면 (콘솔, 데이터 권한 페이지에서 시작)

1. Lake Formation 콘솔(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을 엽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데이터베이스 작성자 또는 부여 옵션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Lake 
Formation 권한이 있는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탐색 창에서 [] 를 선택합니다.데이터 권한.
3. 검색 상자와 페이지 상단의 검색 상자에 커서를 놓습니다.속성메뉴가 나타나면데이터베이스.
4. 온데이터베이스메뉴가 나타나면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Note

데이터베이스 리소스 링크를 선택하면 Lake Formation Formation은 리소스 링크의 대상 데이
터베이스가 아니라 리소스 링크에 대한 권한을 표시합니다.

이데이터 권한페이지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든 Lake Formation 권한이 나열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검색 상자 아래에 타일로 나타납니다. 타일은 필터가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만 사용 권한
을 나열하는 데 적용되었음을 나타냅니다. 타일을 닫거나 선택하여 필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필터 지
우기.

테이블에 대한 권한을 보려면 (콘솔, 테이블 페이지에서 시작)

1. Lake Formation 콘솔(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을 엽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테이블 작성자 또는 부여 옵션을 사용하여 테이블에 대한 Lake Formation 권한이 
있는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탐색 창에서 테이블(Tables)을 선택합니다.
3. 테이블을 선택하고작업메뉴, 선택권한 보기.

Note

테이블 리소스 링크를 선택하면 Lake Formation Formation은 리소스 링크의 대상 테이블이 아
니라 리소스 링크에 대한 권한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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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이터 권한페이지에는 테이블에 대한 모든 Lake Formation 권한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이름, 
테이블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 이름 및 카탈로그 ID (AWS테이블 소유자의 계정 ID) 가 
검색 상자 아래에 레이블로 표시됩니다. 레이블은 필터가 해당 테이블에 대해서만 사용 권한을 나열하는 
데 적용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레이블을 닫거나 선택하여 필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필터 지우기.

테이블에 대한 권한을 보려면 (콘솔, 데이터 권한 페이지에서 시작)

1. Lake Formation 콘솔(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을 엽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테이블 작성자 또는 부여 옵션을 사용하여 테이블에 대한 Lake Formation 권한이 
있는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탐색 창에서 [] 를 선택합니다.데이터 권한.
3. 검색 상자와 페이지 상단의 검색 상자에 커서를 놓습니다.속성메뉴가 나타나면데이터베이스.
4. 온데이터베이스메뉴가 나타나면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Important

사용자와 공유된 테이블에 대한 사용 권한을 보려면AWS외부 계정의 계정을 사용하려면 데이
터베이스에 대한 리소스 링크가 아니라 테이블이 포함된 외부 계정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
해야 합니다.

이데이터 권한페이지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든 Lake Formation 권한이 나열됩니다.
5. 검색 상자에 커서를 다시 놓고속성메뉴가 나타나면표.
6. 온테이블메뉴가 나타나면 표를 선택합니다.

이데이터 권한페이지에는 테이블에 대한 모든 Lake Formation 권한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을 포
함하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이름과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검색 상자 아래에 타일로 표시됩니다. 타일
은 필터가 해당 테이블에 대해서만 사용 권한을 나열하는 데 적용되었음을 나타냅니다. 타일을 닫거나 
선택하여 필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필터 지우기.

테이블에 대한 사용 권한을 보려면 (AWS CLI)

• 를 입력합니다.list-permissions명령.

다음 예제에서는 외부 계정에서 공유되는 테이블에 대한 사용 권한을 나열합니다. 이CatalogId속성입
니다.AWS외부 계정의 계정 ID 및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테이블이 포함된 외부 계정의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합니다.

aws lakeformation list-permissions  --resource-type TABLE --resource '{ "Table": 
 {"DatabaseName":"logs", "Name":"alexa-logs", "CatalogId":"12345678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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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 Formation 콘솔을 사용한 권한 취소
콘솔을 사용하여 모든 유형의 Lake Formation 권한 (데이터 카탈로그 권한, 정책 태그 권한, 데이터 필터 권
한 및 위치 권한)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에 대한 Lake Formation 권한 취소하기 (콘솔)

1. Lake Formation 콘솔(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을 엽니다.

Data Lake 관리자 또는 리소스의 부여 옵션을 사용하여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탐색 창의 권한에서 태그 권한, 데이터 권한 또는 데이터 위치를 선택합니다.
3. 권한 또는 위치를 선택한 다음 취소를 선택합니다.
4. 이때 열리는 대화 상자에서 취소를 선택합니다.

Lake Formation 권한 참조
을 수행하려면AWS Lake Formation운영, 주체는 레이크 포메이션 권한이 모두 필요합니다.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권한. 일반적으로 다음을 사용하여 IAM 권한을 부여합니다.거친 그레
인액세스 제어 정책 (에 설명된 대로)the section called “Lake Formation 출입 통제 개요” (p. 253). 콘솔, 
API 또는 다음을 사용하여 Lake Formation Formation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

Lake Formation 권한을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세요.the 
section called “데이터 카탈로그 권한 부여 및 취소” (p. 170)과the section called “데이터 위치 권한 부
여” (p. 164).

Note

이 단원의 예제는 보안 주체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AWS계정. 교차 계정 보조
금의 예는 단원을 참조하십시오.the section called “Lake Formation Lake Formation 허가서 개요 
” (p. 133).

주제
• Lake Formation 그랜트 앤 리보크AWS CLI명령 (p. 189)
• ALTER (p. 192)
• CREATE_DATABASE (p. 193)
• CREATE_TABLE (p. 194)
• DATA_LOCATION_ACCESS (p. 195)
• DELETE (p. 195)
• DESCRIBE (p. 196)
• DROP (p. 196)
• INSERT (p. 197)
• SELECT (p. 198)
• Super (p. 199)

Lake Formation 그랜트 앤 리보크AWS CLI명령
이 섹션의 각 권한 설명에는 다음을 사용하여 권한을 부여하는 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AWS CLI명령. 다음
은 Lake Formation 형성의 개요입니다.grant-permissions과revoke-permissions AWS CLI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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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t-permissions
[--catalog-id <value>]
--principal <value>
--resource <value>
--permissions <value>
[--permissions-with-grant-option <value>]
[--cli-input-json <value>]
[--generate-cli-skeleton <value>]

revoke-permissions
[--catalog-id <value>]
--principal <value>
--resource <value>
--permissions <value>
[--permissions-with-grant-option <value>]
[--cli-input-json <value>]
[--generate-cli-skeleton <value>]

이러한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권한 부여과권한 취소의AWS CLI명령 참조. 이 단
원에서는 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principal옵션.

의 가치--principal옵션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 에 대한 Amazon 리소스 이름 (ARN)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사용자 또는 역할
• ADFS (Microsoft Active Directory 페더레이션 서비스) 와 같이 SAML 공급자를 통해 인증하는 사용자 또는 

그룹의 ARN
• Amazon QuickSight 사용자 또는 그룹용 ARN
• 교차 계정 권한의 경우AWS계정 ID, 조직 ID 또는 조직 단위 ID

다음은 모두에 대한 구문과 예제입니다.--principal유형.

보안 주체는 IAM 사용자입니다.

구문: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rn:aws:iam::<account-id>:user/<user-name>

예: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rn:aws:iam::111122223333:user/datalake_user1

보안 주체는 IAM 역할입니다.

구문: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rn:aws:iam::<account-id>:role/<role-name>

예: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rn:aws:iam::111122223333:role/workflowrole

보안 주체는 SAML 공급자를 통해 인증하는 사용자입니다.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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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rn:aws:iam::<account-id>:saml-
provider/<SAMLproviderName>:user/<user-name>

예제: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rn:aws:iam::111122223333:saml-provider/
idp1:user/datalake_user1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rn:aws:iam::111122223333:saml-provider/
AthenaLakeFormationOkta:user/athena-user@example.com

주체는 SAML 공급자를 통해 인증하는 그룹입니다.

구문: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rn:aws:iam::<account-id>:saml-
provider/<SAMLproviderName>:group/<group-name> 

예제: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rn:aws:iam::111122223333:saml-provider/
idp1:group/data-scientists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rn:aws:iam::111122223333:saml-provider/
AthenaLakeFormationOkta:group/my-group

주체는 Amazon QuickSight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사용자입니다.

구문: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rn:aws:quicksight:<region>:<account-
id>:user/<namespace>/<user-name>

Note

용<namespace>를 지정해야 합니다.default.

예: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rn:aws:quicksight:us-east-1:111122223333:user/
default/bi_user1

주체는 Amazon QuickSight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그룹입니다.

구문: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rn:aws:quicksight:<region>:<account-
id>:group/<namespace>/<group-name> 

Note

용<namespace>를 지정해야 합니다.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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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rn:aws:quicksight:us-
east-1:111122223333:group/default/data_scientists

보안 주체AWS계정

구문: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ccount-id>

예: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111122223333

Principal 은 조직

구문: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rn:aws:organizations::<account-
id>:organization/<organization-id>

예: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rn:aws:organizations::111122223333:organization/o-
abcdefghijkl

Principal 은 조직 단위입니다

구문: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rn:aws:organizations::<account-
id>:ou/<organization-id>/<organizational-unit-id>

예: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rn:aws:organizations::111122223333:ou/o-
abcdefghijkl/ou-ab00-cdefghij

ALTER

권한 이 리소스에 부여됨 피부여자 피부여자 또한 필요

ALTER DATABASE glue:UpdateDatabase

ALTER TABLE glue:UpdateTable

이 권한이 있는 보안 주체는 데이터 카탈로그의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의 경우 열 스키마를 변경하고 열 매개 변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테이블이 가
리키는 기초 데이터의 열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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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중인 속성이 등록된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위치인 경우 보안 주체는 새 위치에 
대한 데이터 위치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Example

다음은 을 에게 부여하는 예제입니다.ALTER사용자에 대한 권한datalake_user1데이터베이스에
서retail에서AWS계정 1111-2222-3333 33 33.

aws lakeformation grant-permissions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rn:aws:iam::111122223333:user/datalake_user1 --permissions 
 "ALTER" --resource '{ "Database": {"Name":"retail"}}'

Example

다음은 권한 부여 예제입니다.ALTER사용자에게datalake_user1테이블 위에inventory의 데이터베이
스retail.

aws lakeformation grant-permissions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rn:aws:iam::111122223333:user/datalake_user1 --permissions 
 "ALTER" --resource '{ "Table": {"DatabaseName":"retail", "Name":"inventory"}}'

CREATE_DATABASE

권한 이 리소스에 부여됨 피부여자 피부여자 또한 필요

CREATE_DATABASE 데이터 카탈로그 glue:CreateDatabase

이 권한이 있는 보안 주체는 데이터 카탈로그에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또는 리소스 링크를 만들 수 있습
니다. 보안 주체는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Example

다음은 권한 부여 예제입니다.CREATE_DATABASE사용자에게datalake_user1에서AWS계정 
1111-2222-3333 33 33.

aws lakeformation grant-permissions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rn:aws:iam::111122223333:user/datalake_user1 --permissions 
 "CREATE_DATABASE" --resource '{ "Catalog": {}}'

보안 주체가 데이터 카탈로그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기초 데이터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음
과 같은 추가 메타데이터 사용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러한 권한을 다른 사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음).

• CREATE_TABLE의 데이터베이스
• ALTER 데이터베이스
• DROP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 보안 주체는 또는 Amazon S3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안 주체에 데이터 위
치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CREATE_DATABASE모든 경우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에 권한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사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사용 사례 생성 필요한 권한

location 속성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CREATE_DATABASE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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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사용 사례 생성 필요한 권한

location 속성이 지정되고 위치는 Lake Formation 
Formation에 의해 관리되지 않습니다 (등록되지 않
음).

CREATE_DATABASE충분하다.

location 속성이 지정되고 위치는 레이크 포메이션 
(등록) 에 의해 관리됩니다.

CREATE_DATABASE는 지정된 위치에 대한 데이터 
위치 권한과 함께 필요합니다.

CREATE_TABLE

권한 이 리소스에 부여됨 피부여자 피부여자 또한 필요

CREATE_TABLE DATABASE glue:CreateTable

이 권한이 있는 보안 주체는 지정된 데이터베이스 내의 데이터 카탈로그에 메타데이터 테이블 또는 리소스 
링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mple

다음 예제는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예제입니다.datalake_user1에서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는 권
한retail의 데이터베이스AWS계정 1111-2222-3333 33 33.

aws lakeformation grant-permissions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rn:aws:iam::111122223333:user/datalake_user1  
 --permissions "CREATE_TABLE" --resource '{ "Database": {"Name":"retail"}}'

보안 주체가 데이터 카탈로그에 테이블을 만들면 해당 테이블에 대한 모든 Lake Formation 권한이 보안 주체
에 부여되고 다른 사용자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교차 계정 권한 부여

데이터베이스 소유자 계정이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CREATE_TABLE받는 사람 계정과 받는 사람 계정의 사용
자가 소유자 계정의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성공적으로 만들면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 수신자 계정의 사용자 및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는 테이블에 대한 모든 Lake Formation 권한을 갖습니다. 
계정에 있는 다른 보안 주체에게 테이블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계정 또는 다른 계정의 
보안 주체에게는 권한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 소유자 계정의 Data Lake 관리자는 해당 계정의 다른 보안 주체에게 테이블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
니다.

데이터 위치 권한

데이터 위치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Amazon S3 위치를 가리키는 테이블을 생성하려고 하
면CREATE_TABLE테이블을 만들기에 충분한 권한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사례를 염두에 두는 것
이 중요합니다.

테이블 사용 사례 만들기 필요한 권한

지정된 위치는 Lake Formation Formation에 의해 관
리되지 않습니다 (등록되지 않음).

CREATE_TABLE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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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사용 사례 만들기 필요한 권한

지정된 위치는 Lake Formation Formation에 의해 관
리되며 (등록) 포함 데이터베이스에는 위치 속성이 
없거나 테이블 위치의 Amazon S3 접두사가 아닌 위
치 속성이 있습니다.

CREATE_TABLE는 지정된 위치에 대한 데이터 위치 
권한과 함께 필요합니다.

지정된 위치는 Lake Formation Formation에 의해 
관리되며 (등록) 포함 데이터베이스에는 등록된 위
치를 가리키는 위치 속성이 있으며 테이블 위치의 
Amazon S3 접두사입니다.

CREATE_TABLE충분하다.

DATA_LOCATION_ACCESS

권한 이 리소스에 부여됨 피부여자 피부여자 또한 필요

DATA_LOCATION_ACCESS Amazon S3 위치 (위치에 대한 Amazon S3 권한은 
위치를 등록하는 데 사용되는 역
할에 의해 지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데이터 위치 권한입니다. 이 권한을 가진 보안 주체는 지정된 Amazon S3 위치를 가리키는 메
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위치를 등록해야 합니다. 위치에 대한 데이터 위
치 권한이 있는 보안 주체는 하위 위치에 대한 위치 권한도 가집니다.

Example

다음은 데이터 위치 권한을 부여하는 예제입니다.s3://products/retail사용자에
게datalake_user1에서AWS계정 1111-2222-3333 33 33.

aws lakeformation grant-permissions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rn:aws:iam::111122223333:user/datalake_user1 
 --permissions "DATA_LOCATION_ACCESS" --resource '{ "DataLocation": 
 {"ResourceArn":"arn:aws:s3:::products/retail"}}'

DATA_LOCATION_ACCESS기본 데이터를 쿼리하거나 업데이트하는 데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권한은 데이
터 카탈로그 리소스 생성에만 적용됩니다.

데이터 위치 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Underlying Data Access Control (p. 258).

DELETE

권한 이 리소스에 부여됨 피부여자 피부여자 또한 필요

DELETE TABLE (위치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추가 
IAM 권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권한을 가진 보안 주체는 테이블에 지정된 Amazon S3 위치에서 기초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자는 Lake Formation 콘솔에서 테이블을 볼 수 있으며AWS GlueAPI.

Example

다음은 을 에게 부여하는 예제입니다.DELETE사용자에 대한 권한datalake_user1테이블 위
에inventory의 데이터베이스retail에서AWS계정 1111-2222-3333 3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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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lakeformation grant-permissions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rn:aws:iam::111122223333:user/datalake_user1 --permissions 
 "DELETE" --resource '{ "Table": {"DatabaseName":"retail", "Name":"inventory"}}'

이 권한은 Amazon S3의 데이터에만 적용되며 Amazon S3 Relational Database Service (Amazon RDS) 와 
같은 다른 데이터 스토어의 데이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DESCRIBE

권한 이 리소스에 부여됨 피부여자 피부여자 또한 필요

DESCRIBE 테이블 리소스 링크

데이터베이스 리소스 링크

glue:GetTable

glue:GetDatabase

DESCRIBE DATABASE glue:GetDatabase

DESCRIBE TABLE glue:GetTable

이 권한이 있는 보안 주체는 지정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또는 리소스 링크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데이터 
카탈로그 사용 권한은 암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으며 데이터 액세스 권한은 암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은 통합 서비스의 쿼리 편집기에 나타나지만 다른 Lake Formation 권한이 없는 경우 
(예:SELECT) 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용자DESCRIBE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와 모든 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 
(설명, 위치 등) 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테이블을 찾을 수 없으며 데이터
베이스에서 테이블을 삭제, 변경 또는 생성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DESCRIBE테이블에서 테이블 및 테
이블 메타 데이터 (설명, 스키마, 위치 등) 를 볼 수 있지만 테이블에 대한 쿼리를 삭제, 변경 또는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추가 규칙입니다.DESCRIBE:

•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또는 리소스 링크에 대해 다른 Lake Formation 권한이 있는 경
우DESCRIBE는 암시적으로 부여됩니다.

• 사용자가SELECT테이블에 대한 열의 하위 집합에만 (부분)SELECT) 를 선택하면 사용자는 해당 열만 볼 수 
있습니다.

• 권한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DESCRIBE테이블에서 부분 선택을 한 사용자에게 반대로 다음 테이블에 대해 
열 포함 또는 제외 목록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DESCRIBE에 부여됩니다.

Example

다음은 을 에게 부여하는 예제입니다.DESCRIBE사용자에 대한 권한datalake_user1테이블 리소스 링
크inventory-link의 데이터베이스retail에서AWS계정 1111-2222-3333.

aws lakeformation grant-permissions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rn:aws:iam::111122223333:user/datalake_user1 --permissions 
 "DESCRIBE" --resource '{ "Table": {"DatabaseName":"retail", "Name":"inventory-link"}}'

DROP

권한 이 리소스에 부여됨 피부여자 피부여자 또한 필요

DROP DATABASE glue:DeleteDatabase

196



AWS Lake Formation 개발자 안내서
INSERT

권한 이 리소스에 부여됨 피부여자 피부여자 또한 필요

DROP TABLE glue:DeleteTable

DROP 데이터베이스 리소스 링크

테이블 리소스 링크

glue:DeleteDatabase

glue:DeleteTable

이 권한이 있는 보안 주체는 데이터 카탈로그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또는 리소스 링크를 삭제할 수 있습니
다. 데이터베이스에서 DROP을 외부 계정 또는 조직에 부여할 수 없습니다.

Warning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면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테이블이 삭제됩니다.

Example

다음은 을 에게 부여하는 예제입니다.DROP사용자에 대한 권한datalake_user1데이터베이스에
서retail에서AWS계정 1111-2222-3333.

aws lakeformation grant-permissions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rn:aws:iam::111122223333:user/datalake_user1 --permissions 
 "DROP" --resource '{ "Database": {"Name":"retail"}}'

Example

다음은 권한 부여 예제입니다.DROP사용자에게datalake_user1테이블 위에inventory의 데이터베이
스retail.

aws lakeformation grant-permissions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rn:aws:iam::111122223333:user/datalake_user1 --permissions 
 "DROP" --resource '{ "Table": {"DatabaseName":"retail", "Name":"inventory"}}'

Example

다음은 권한 부여 예제입니다.DROP사용자에게datalake_user1테이블 리소스 링크inventory-link의 
데이터베이스retail.

aws lakeformation grant-permissions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rn:aws:iam::111122223333:user/datalake_user1 --permissions 
 "DROP" --resource '{ "Table": {"DatabaseName":"retail", "Name":"inventory-link"}}'

INSERT

권한 이 리소스에 부여됨 피부여자 피부여자 또한 필요

INSERT TABLE (위치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추가 
IAM 권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권한을 가진 보안 주체는 테이블에 지정된 Amazon S3 위치에 기초 데이터를 삽입, 업데이트 및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도자는 Lake Formation 콘솔에서 테이블을 볼 수 있으며AWS GlueAPI.

Example

다음은 을 에게 부여하는 예제입니다.INSERT사용자에 대한 권한datalake_user1테이블 위
에inventory의 데이터베이스retail에서AWS계정 1111-2222-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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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lakeformation grant-permissions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rn:aws:iam::111122223333:user/datalake_user1 --permissions 
 "INSERT" --resource '{ "Table": {"DatabaseName":"retail", "Name":"inventory"}}'

이 권한은 Amazon S3의 데이터에만 적용되며 Amazon S3 RDS와 같은 다른 데이터 스토어의 데이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LECT

권한 이 리소스에 부여됨 피부여자 피부여자 또한 필요

SELECT • TABLE (위치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추가 
IAM 권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권한을 가진 보안 주체는 데이터 카탈로그의 테이블을 볼 수 있으며, 테이블에 지정된 위치에 있는 
Amazon S3 기초 데이터를 쿼리할 수 있습니다. 주도자는 Lake Formation 콘솔에서 테이블을 볼 수 있으며
AWS GlueAPI. 이 권한이 부여되었을 때 열 필터링이 적용된 경우 주도자는 포함된 열에 대한 메타데이터만 
볼 수 있으며 포함된 열의 데이터만 쿼리할 수 있습니다.

Note

쿼리를 처리할 때 열 필터링을 적용하는 것은 통합 분석 서비스의 책임입니다.

Example

다음은 을 에게 부여하는 예제입니다.SELECT사용자에 대한 권한datalake_user1테이블 위
에inventory의 데이터베이스retail에서AWS계정 1111-2222-3333 33 33.

aws lakeformation grant-permissions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rn:aws:iam::111122223333:user/datalake_user1 --permissions 
 "SELECT" --resource '{ "Table": {"DatabaseName":"retail", "Name":"inventory"}}'

이 권한은 Amazon S3의 데이터에만 적용되며 Amazon S3 RDS와 같은 다른 데이터 스토어의 데이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택적 포함 목록 또는 제외 목록을 사용하여 특정 열을 필터링 (액세스 제한) 할 수 있습니다. 포함 목록은 
액세스할 수 있는 열을 지정합니다. 제외 목록은 액세스할 수 없는 열을 지정합니다. 포함 또는 제외 목록이 
없는 경우 모든 테이블 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의 결과glue:GetTable호출자가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열만 반환합니다. Amazon Athena 및 Amazon 
Redshift 명예 열 포함 및 제외 목록과 같은 통합 서비스입니다.

Example

다음은 권한 부여 예제입니다.SELECT사용자에게datalake_user1테이블 위에inventory포함 목록 사용

aws lakeformation grant-permissions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rn:aws:iam::111122223333:user/datalake_user1 --permissions 
 "SELECT"  --resource '{ "TableWithColumns": {"DatabaseName":"retail", "Name":"inventory", 
 "ColumnNames": ["prodcode","location","period","withdrawals"]}}'

Example

이 다음 예제는 부여합니다.SELECT에inventory제외 목록을 사용하는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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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

aws lakeformation grant-permissions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rn:aws:iam::111122223333:user/datalake_user1 --permissions 
 "SELECT"  --resource '{ "TableWithColumns": {"DatabaseName":"retail", "Name":"inventory", 
 "ColumnWildcard": {"ExcludedColumnNames": ["intkey", "prodcode"]}}}'

에 적용되는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SELECT권한:

• 부여 시SELECT열 필터링이 적용된 경우 부여 옵션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 파티션 키인 열에 대해서는 액세스 제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와 함께 교장SELECT테이블의 열 하위 집합에 대한 사용 권한을 부여할 수 없습니

다.ALTER,DROP,DELETE또는INSERT해당 테이블에 대한 권한입니다. 마찬가지로, 교
장ALTER,DROP,DELETE또는INSERT테이블에 대한 사용 권한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SELECT열 필터링을 
사용한 권한

이SELECT사용 권한은 항상데이터 권한Lake Formation 콘솔의 페이지를 별도의 행으로 표시합니다. 다음 
이미지는 다음을 보여줍니다.SELECT사용자에게 부여됨datalake_user2과datalake_user3의 모든 열
에inventory테이블.

Super

권한 이 리소스에 부여됨 피부여자 피부여자 또한 필요

Super DATABASE glue:*Database*

Super TABLE glue:*Table*, 
glue:*Partition*

이 권한을 통해 보안 주체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에서 지원되는 모든 Lake Formation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권한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Super데이터베이스에서 외부 계정으로 연결되는 경우

이 권한은 다른 Lake Formation 권한과 공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를 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
다.Super,SELECT, 및INSERT메타데이터 테이블에 대한 권한입니다. 그러면 보안 주체는 테이블에서 지원
되는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취소한 경우Super,SELECT과INSERT사용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며 
주도자는 선택 및 삽입 작업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권한 부여 대신Super개별 교장에게 이를 그룹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IAMAllowedPrincipals. 
이IAMAllowedPrincipalsgroup은 자동으로 생성되며 IAM 정책에 따라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
스에 대한 액세스가 허용되는 모든 IAM 사용자 및 역할을 포함합니다. 일시Super다음에 부여됩니
다.IAMAllowedPrincipals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의 경우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는 IAM 정책에 의해서만 
효과적으로 제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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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Super자동으로 부여될 수 있는 권한IAMAllowedPrincipals의 옵션을 활용하여 
새 카탈로그 리소스의 경우설정Lake Formation 콘솔의 페이지.

• 권한을 부여하려면Super에IAMAllowedPrincipals모든 새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새 데이터베이스에 
IAM 액세스 제어만 사용.

• 권한을 부여하려면Super에IAMAllowedPrincipals새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새 테이블에 대해새 데이
터베이스의 새 테이블에 대해 IAM 액세스 제어만 사용.

Note

이 옵션을 선택하면 확인란의 원인이 됩니다.이 데이터베이스의 새 테이블에 대해 IAM 액
세스 제어만 사용의데이터베이스 생성대화상자는 기본적으로 선택될 것입니다. 그 이상
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 확인란은데이터베이스 생성을 (를) 부여할 수 있는 대화 상
자Super에IAMAllowedPrincipals.

이설정페이지 옵션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조하세요.

• the section called “데이터 레이크의 기본 보안 설정 변경” (p. 262)
• the section called “Lake Formation 모델로AWS Glue 데이터 권한 업그레이드”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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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데이터 공유AWS Lake 
Formation

AWS Lake Formation데이터 공유 기능을 사용하여 Amazon S3가 아닌 다른 위치에 저장된 데이터와 
Amazon S3가 아닌 다른 위치에 저장된 메타데이터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관리할 수AWS Glue Data 
Catalog 있습니다. 데이터 공유 기능을 사용하면 데이터를 Amazon S3로 마이그레이션하지 않고도 Amazon 
Redshift Redshift에서 데이터 세트에 대한 권한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AWS Glue Data Catalog페
더레이션 기능을 사용하여 외부 메타스토어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Lake Formation Formation을 사용하여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 정책을 정의하여 중앙 데이터 카탈
로그에서 데이터 및 액세스 권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Data Lake 관리자는 Data Catalog 리소스의 계정 또
는 교차 계정 내 다른 IAM 보안 주체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IAM 보안 책임자는 Amazon Redshift 
Spectrum과 Amazon Athena를 사용하여 공유 데이터를 쿼리할 수 있습니다.

Lake Formation Formation은 외부 데이터세트 및 외부 메타스토어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권한을 관리하
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공합니다.

• 계정 간 데이터 공유 — 여러AWS 계정 계정을 관리할 때 Lake Formation Formation을 사용하여 데이터 세
트를 빠르고 쉽게 공유할 수AWS Organizations 있습니다. 세분화된 권한을 정의하여 민감한 데이터에 대
한 액세스를 제어합니다.

• Lake Formation Amazon Redshift 데이터 공유와 통합 — Lake Formation Formation을 사용하면 Amazon 
Redshift 데이터 공유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열 및 행 수준 액세스 권한을 중앙에서 관리하고 데이터 공
유 내의 객체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외부 메타스토어에 ConnectAWS Glue Data Catalog — 외부 메타스토어에 연결하여 Lake Formation 
Formation을 사용하여 Amazon S3 데이터 세트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관리합니다.AWS Glue Data 
Catalog 메타데이터를 로 마이그레이션할AWS Glue Data Catalog 필요가 없습니다.

• Lake FormationAWS Data Exchange 통합 — Lake Formation 를 통해 데이터에 대한 라이선스 액세스를 
지원합니다AWS Data Exchange. Lake Formation 데이터에 라이선스를 부여하려면 AWS Data Exchange
사용 설명서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AWS Data Exchange

주제
• Lake Formation 포메이션의 교차 계정 데이터 공유 (p. 201)
• Amazon Redshift 데이터 공유의 데이터에 대한 권한 관리 (p. 221)
• 외부 메타스토어를 사용하는 데이터세트에 대한 권한 관리 (p. 226)

Lake Formation 포메이션의 교차 계정 데이터 공유
Lake Formation 교차 계정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분산된 데이터 레이크를 여러AWS 계정AWS 조직 간에 안
전하게 공유하거나 다른 계정의 IAM 주체와 직접 공유하여 Data Catalog 메타데이터 및 기본 데이터에 대
한 세밀한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여러 계정을AWS 계정 사용하며 이러
한 계정 중 상당수는 단일 계정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레이크에 액세스해야 할 수AWS 계정 있습니다. 사용
자 및 ETL (AWS Glue추출, 변환 및 로드) 작업은 여러 계정에서 테이블을 쿼리하고 조인할 수 있으며 Lake 
Formation 테이블 수준 및 열 수준 데이터 보호 기능을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에 대한 Lake Formation 권한을 외부 계정이나 다른 계정의 IAM 보안 주체에게 직접 
부여하면 Lake Formation Formation은AWS Resource Access Manager (AWS RAM) 서비스를 사용하여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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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를 공유합니다. 수혜자 계정이 수혜자 계정과 동일한 조직에 있는 경우 수혜자는 공유 리소스를 즉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 계정이 동일한 조직에 속해 있지 않은 경우, 리소스 부여를 수락하거나 거부하라는 
초대를 수혜자 계정에AWS RAM 보냅니다. 그런 다음 공유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수혜자 계정의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가AWS RAM 콘솔을 사용하거나AWS CLI 초대를 수락해야 합니다.

계정 간 크로스 계정 공유

인증된 보안 주체는 외부 계정의 IAM 보안 주체와 리소스를 명시적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계정 
소유자가 외부 계정에서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를 제어하려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IAM 보안 주
체가 받는 권한은 직접 권한 부여와 계정 수준 부여의 조합으로, 이 권한은 보안 주체에게 단계적으로 부여됩
니다. 수신자 계정의 Data Lake 관리자는 계정 간 직접 권한 부여를 볼 수 있지만 권한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
다. 리소스 공유를 받는 주도자는 리소스를 다른 주도자와 공유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 공유 방법

단일 Lake Formation 부여 작업을 통해 다음 Data Catalog 리소스에 대한 교차 계정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
니다.

• 데이터베이스
• 개별 테이블 (선택적 열 필터링 포함)
• 선택된 몇 개의 테이블
•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테이블 (All Tables 와일드카드 사용)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을 다른 계정AWS 계정 또는 다른 계정의 IAM 보안 주체와 공유하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 (LF-TBAC) (권장)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는 속성을 기반으로 권한을 정의하는 권한 부여 전략입니다.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를 사용하여 Data Catalog 리소스 (데이터베이스AWS 계정, 테이블 및 열) 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Lake Formation 에서는 이러한 속성을 LF 태그 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ake Formation 태
그 기반 액세스 제어를 사용한 데이터 레이크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Note

데이터 카탈로그 권한을 부여하는 LF-TBAC 방법은 교차 계정AWS Resource Access Manager 
부여에 사용됩니다.
Lake Formation은 이제 LF-TBAC 방법을 사용하여 Organizations 및 조직 단위에 교차 계정 권한 
부여를 지원합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Cross Account 버전 설정을 버전 3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교차 계정 데이터 공유 버전 설정 업데이트 (p. 205)을 참조하세요.

• Lake Formation 이름이 지정된 리소스

지정된 리소스 방법을 사용한 Lake Formation 교차 계정 데이터 공유를 사용하면 데이터 카탈로그 테이블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한 부여 옵션을 통해 외부AWS 계정, IAM 주도자, 조직 또는 조직 단위에 Lake 
Formation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권한 부여 작업은 이러한 리소스를 자동으로 공유합니다.

Note

또한 Lake Formation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AWS Glue 크롤러가 다른 계정의 데이터 스토어에 액세
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AWS Glue 개발자 안내서의 크로스 계정 크롤링을 참
조하십시오.

Athena 및 Amazon Redshift Spectrum Spectrum과 같은 통합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쿼리에 공유 리소스를 
포함할 수 있는 리소스 링크가 필요합니다. 리소스 링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Lake 
Formation 포메이션에서 리소스 링크 작동 방식 (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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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필수 조건 (p. 203)
• 교차 계정 데이터 공유 버전 설정 업데이트 (p. 205)
• 외부 계정에서AWS 계정 또는 IAM 보안 주체 간에 데이터 카탈로그 테이블 및 데이터베이스 공

유 (p. 209)
• 계정과 공유된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에 대한 권한 부여 (p. 210)
• 리소스 링크 권한 부여 (p. 211)
• 교차 계정 모범 사례 및 제한 (p. 213)
• 공유 테이블의 기본 데이터에 액세스 (p. 214)
• 크로스 계정CloudTrail 로깅 (p. 215)
• LakeAWS Glue Formation과 Lake Formation Formation을 모두 사용한 교차 계정 권한 관리 (p. 218)
• GetResourceSharesAPI 작업을 사용하여 모든 교차 계정 보조금 보기 (p. 220)

관련 주제

• Lake Formation Lake Formation 허가서 개요  (p. 133)
• 공유 데이터 카탈로그 테이블 및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및 보기 (p. 116)
• 리소스 링크 (p. 120)
• 교차 계정 액세스 액세스 (p. 291)

필수 조건
계정에서 다른AWS 계정 또는 다른 계정의 보안 주체와 Data Catalog 리소스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 를 
공유하고 계정과 공유된 리소스에 액세스하려면 먼저 다음 사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교차 계정 데이터 공유 요구 사항

• Data Catalog 리소스에 대한 교차 계정 권한을 부여하기 전에 해당 리소스에 대
한IAMAllowedPrincipals 그룹에서 모든 Lake Formation 권한을 취소해야 합니다. 호출 주체가 리소
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교차 계정 권한을 가지고 있고 해당 리소스에 대한IAMAllowedPrincipals 권한
이 있는 경우 Lake Formation Formation이AccessDeniedException 실행됩니다.

• 공유하려는 테이블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새 테이블에 기본적으로 to가 부여되지 않도록Super
해야IAMAllowedPrincipals 합니다. Lake Formation 콘솔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편집하고 이 데이터베
이스의 새 테이블에 대해 IAM 액세스 제어만 사용을 끄거나 데이터베이스 이름으로database 대체하여 
다음AWS CLI 명령을 입력합니다.

aws glue update-database --name >database --database-input 
 '{"Name":"database","CreateTableDefaultPermissions":[]}' 
          

• 교차 계정 권한을 부여하려면 권한 부여자가AWS RAM 서비스에 대한AWS Glue 필수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AWS관리형 정책은 필요한 권한
을AWSLakeFormationCrossAccountManager 부여합니다.

를 사용하여 리소스 공유를 받는 계정의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추가 정책이AWS RAM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리자는AWS RAM 리소스 공유 초대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는 조
직과의 리소스 공유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Version":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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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ram:AcceptResourceShareInvitation", 
                "ram:RejectResourceShareInvitation", 
                "ec2:DescribeAvailabilityZones", 
                "ram:EnableSharingWithAwsOrganization" 
            ], 
            "Resource": "*" 
        } 
    ]
}

• Data Catalog 리소스를AWS Organizations 또는 조직 단위와 공유하려면 에서 조직과 공유를 활성화해야 
합니다AWS RAM.

조직과의 공유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 AWS RAM설명서의 AWS조직과 공유 활성
화를 참조하십시오.

조직과의 공유를 활성화하려면ram:EnableSharingWithAwsOrganization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다른 계정의 IAM 보안 주체와 리소스를 직접 공유하려면 Cross 계정 버전 설정을 버전 3으로 업데이트해

야 합니다. 이 설정은 데이터 카탈로그 설정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전 1을 사용하는 경우 설정 
업데이트 지침을 참조하십시오교차 계정 데이터 공유 버전 설정 업데이트 (p. 205).

• AWS Glue서비스 관리 키로 암호화된 Data Catalog 리소스는 다른 계정과 공유할 수 없습니다. 고객의 암
호화 키로 암호화된 Data Catalog 리소스만 공유할 수 있으며, 리소스 공유를 받는 계정에는 Data Catalog 
암호화 키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 객체를 해독할 수 있습니다.

LF-TBAC 요구 사항을 사용한 교차 계정 데이터 공유

•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를 OU (조직 단위)AWS Organizations 와 공유하려면 교차 계정 버전 설정을 버전
3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교차 계정 버전 설정의 버전 3과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를 공유하려면 권한 부여자가 계정의AWS 관리형 
정책에AWSLakeFormationCrossAccountManager 정의된 IAM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교차 계정 버전 설정의 버전 1 또는 버전 2를 사용하는 경우 LF-TBAC를 활성화하는 데이터 카탈로그 리
소스 정책 (glue:PutResourcePolicy) 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LakeAWS Glue Formation과 
Lake Formation Formation을 모두 사용한 교차 계정 권한 관리 (p. 218)을 참조하세요.

• 현재AWS Glue Data Catalog 리소스 정책을 사용하여 리소스를 공유하고 있는데 Cross Account 
버전 설정의 버전 3을 사용하여 교차 계정 권한을 부여하려면LakeAWS Glue Formation과 
Lake Formation Formation을 모두 사용한 교차 계정 권한 관리 (p. 218) 섹션에 표시된 대
로glue:PutResourcePolicy API 작업을 사용하여 Data Catalog Settings (데이터 카탈로그 설정) 에
서 권한을 추가해야 합니다.glue:ShareResource 계정에서AWS Glue Data Catalog 리소스 정책 (버전 
1 및 버전 2 사용glue:PutResourcePolicy 권한) 을 사용하여 교차 계정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정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Effect": "Allow", 
      "Action": [ 
        "glue:ShareResource" 
      ], 
      "Principal": {"Service": [ 
        "ram.amazonaws.com" 
      ]}, 
      "Resource": [ 
        "arn:aws:glue:<region>:<account-id>:table/*/*", 
        "arn:aws:glue:<region>:<account-id>:database/*", 
        "arn:aws:glue:<region>:<account-id>:catalo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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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에서AWS Glue Data Catalog 리소스 정책을 사용하여 교차 계정 공유를 수행했으며 현재 교차 계
정 설정 버전 3에서 지정된 리소스 메서드 또는 LF-TBAC를 사용하여AWS RAM 리소스를 공유하는 경
우glue:PutResourcePolicy API 작업을 호출할'true' 때EnableHybrid 인수를 로 설정해야 합니
다. 자세한 정보는 LakeAWS Glue Formation과 Lake Formation Formation을 모두 사용한 교차 계정 권한 
관리 (p. 218)을 참조하세요.

공유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각 계정에 필요한 설정

• 리소스를 공유하는AWS 계정 경우 소비자 계정에서 한 명 이상의 사용자가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여야 공
유 리소스를 볼 수 있습니다. Data Lake 관리자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
오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생성 (p. 17).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는 공유 리소스에 대한 Lake Formation 권한을 계정의 다른 보안 주체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안 주체는 Data Lake 관리자가 해당 리소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때까지 공유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 Athena 및 Redshift Spectrum과 같은 통합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쿼리에 공유 리소스를 포함할 수 있는 리
소스 링크가 필요합니다. 주도자는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다른 사람의 공유 리소스로 연결되는 리소스 링크
를 만들어야AWS 계정 합니다. 리소스 링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Lake Formation 포
메이션에서 리소스 링크 작동 방식 (p. 120).

• 리소스를 IAM 보안 주체와 직접 공유하는 경우 Athena를 사용하여 테이블을 쿼리하려면 보
안 주체가 리소스 링크를 생성해야 합니다. 리소스 링크를 생성하려면 교장에게 레이크 포메이
션 (Lake Formation)CREATE_TABLE 또는CREATE_DATABASE 권한,glue:CreateTable 또
는glue:CreateDatabase IAM 권한이 필요합니다.

생산자 계정이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아래에 있는 다른 테이블을 동일하거나 다른 보안 주체와 공유하는 경
우 해당 보안 주체는 즉시 테이블을 쿼리할 수 있습니다.

Note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와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가 권한을 부여한 주도자의 경우 공유 리소스는 마치 
로컬 (소유) 리소스인 것처럼 데이터 카탈로그에 표시됩니다. 추출, 변환 및 로드 작업에서는 공유 
리소스의 기본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공유 리소스의 경우 Lake Formation 콘솔의 테이블 및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에 소유자의 계정 ID가 
표시됩니다.
공유 리소스의 기본 데이터에 액세스하면 공유 리소스 수신자의 계정과 리소스 소유자의 계정 모두
에서CloudTrail 로그 이벤트가 생성됩니다. CloudTrail이벤트에는 데이터에 액세스한 보안 주체의 
ARN이 포함될 수 있지만 수신자 계정이 로그에 주 ARN을 포함하도록 선택한 경우에만 해당됩니
다. 자세한 정보는 크로스 계정CloudTrail 로깅 (p. 215)을 참조하세요.

교차 계정 데이터 공유 버전 설정 업데이트
때때로 교차 계정 데이터 공유 설정을AWS Lake Formation 업데이트하여AWS RAM 사용에 대한 변경 사항
을 구분하고 교차 계정 데이터 공유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를 지원합니다. Lake Formation 포메이션이 이 작
업을 수행하면 Cross 계정 버전 설정의 새 버전이 생성됩니다.

교차 계정 버전 설정의 주요 차이점
다양한 Cross 계정 버전 설정에서 교차 계정 데이터 공유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섹션
을 참조하십시오.

Note

다른 계정과 데이터를 공유하려면 권한 부여자에게AWSLakeFormationCrossAccountManager
관리형 IAM 정책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모든 버전의 전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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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 Account 버전 설정을 업데이트해도 수신자가 공유 리소스에 대해 갖는 권한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않습니다. 이는 버전 1에서 버전 2로, 버전 2에서 버전 3으로, 버전 1에서 버전 3으로 업데이트할 
때 적용됩니다. 버전 업데이트 시 아래 나열된 고려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버전 1

명명된 리소스 메서드: 각 계정 간 Lake Formation 권한 부여를 하나의AWS RAM 리소스 공유에 매핑합
니다. 사용자 (부여자 역할 또는 주도자) 에게는 추가 권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LF-TBAC 방식: 교차 계정 Lake Formation 권한 부여는 데이터AWS RAM 공유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
용자에게glue:PutResourcePolicy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버전 업데이트의 이점: 초기 버전 - 해당 사항 없음.

버전 업데이트 시 고려 사항: 초기 버전 - 해당 사항 없음
버전 2

명명된 리소스 메서드: 여러 계정 간 권한 부여를 하나의AWS RAM 리소스 공유에 매핑하여AWS RAM 
리소스 공유 수를 최적화합니다. 사용자는 추가 권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LF-TBAC 방식: 교차 계정 Lake Formation 권한 부여는 데이터AWS RAM 공유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
용자에게glue:PutResourcePolicy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버전 업데이트의 이점: 최적의AWS RAM 용량 활용을 통한 확장 가능한 교차 계정 설정.

버전 업데이트 시 고려 사항: 교차 계정 Lake Formation 권한을 부여하려는 사용자
는AWSLakeFormationCrossAccountManagerAWS 관리형 정책에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그
렇지 않으면 리소스를 다른ram:AssociateResourceShare 계정과 성공적으로 공유하려면 
및ram:DisassociateResourceShare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버전 3

명명된 리소스 메서드: 여러 계정 간 권한 부여를 하나의AWS RAM 리소스 공유에 매핑하여AWS RAM 
리소스 공유 수를 최적화합니다. 사용자는 추가 권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LF-TBAC 방식: Lake Formation 교차 계정AWS RAM 보조금에 사용합니다. 사용자
는glue:PutResourcePolicy 권한에 glue:ShareResource 명령문을 추가해야 합니다. 수신자는 의 
리소스 공유 초대를 수락해야 합니다AWS RAM.

버전 업데이트의 이점: 다음 기능을 지원합니다.
• 외부 계정의 IAM 보안 주체와 리소스를 명시적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에 대한 권한 부여 및 취소 (p. 170)을 참조하세요.
• Organizations 또는 조직 단위 (조직 단위) 에 LF-TBAC 방식을 사용하여 크로스 계정 공유를 지원합니

다.
• 교차 계정 보조금에 대한 추가AWS Glue 정책을 유지 관리하는 데 따르는 오버헤드를 제거합니다.

버전 업데이트 시 고려 사항: 양도자가 버전 3보다 낮은 버전을 사용하고 수신자가 버전 3 이상을 사
용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과 같은 오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잘못된 교차 계정 권한 부여 요청. 
소비자 계정은 크로스 계정 버전 v3에 동의했습니다. 최소 버전 v3 (서비스:AmazonDataCatalog; 
상태 코드: 400, 오류 코드:InvalidInputException) 으로CrossAccountVersion 업데이트하십시
오.”DataLakeSetting 그러나 권한 부여자가 버전 3을 사용하고 수신자가 버전 1 또는 버전 2를 사용
하는 경우 교차 계정 보조금은 성공적으로 처리됩니다.

다른 계정의 IAM 보안 주체와 리소스를 직접 공유하려면 권한 부여자만 버전 3을 사용하면 됩니다.

LF-TBAC 방법을 사용하여 교차 계정 권한을 부여하려면 사용자가 계정에AWS Glue Data Catalog 리
소스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버전 3으로 업데이트하면 LF-TBAC가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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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AWS RAM. AWS RAM기반 교차 계정 권한 부여가 성공하려면LakeAWS Glue Formation과 Lake 
Formation Formation을 모두 사용한 교차 계정 권한 관리 (p. 218) 섹션에 표시된 대로 기존 Data 
Catalog 리소스 정책에glue:ShareResource 설명을 추가해야 합니다.

AWS RAM리소스 공유 최적화
교차 계정 보조금의 새 버전 (버전 2 이상) 은AWS RAM 용량을 최적으로 활용하여 교차 계정 사용을 극대화
합니다. 리소스를 외부AWS 계정 또는 IAM 주도자와 공유하는 경우 Lake Formation Formation은 새 리소스 
공유를 생성하거나 리소스를 기존 공유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Lake Formation Formation은 기존 주식과 연
계하여 소비자가 수락해야 하는 리소스 공유 초대의 수를 줄입니다.

TBAC를 통해AWS RAM 공유를 활성화하거나 주도자와 직접 리소
스를 공유하십시오.
리소스를 다른 계정의 IAM 보안 주체와 직접 공유하거나 Organizations 또는 조직 단위에 대한 TBAC 교차 
계정 공유를 활성화하려면 교차 계정 버전 설정을 버전 3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AWS RAM리소스 제한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교차 계정 모범 사례 및 제한 (p. 213).

교차 계정 버전 설정을 업데이트하는 데 필요한 권한

교차 계정 권한 부여자가 IAM 정책 권한을AWSLakeFormationCrossAccountManager 관리한 경우 교차 
계정 권한 부여자 역할 또는 보안 주체에 대한 추가 권한 설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차 계정 권한 
부여자가 관리형 정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새 버전의 교차 계정 권한 부여가 성공하려면 권한 부여자 역할 
또는 보안 주체에게 다음과 같은 IAM 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VisualEditor1", 
      "Effect": "Allow", 
      "Action": [ 
         "ram:AssociateResourceShare", 
         "ram:DisassociateResourceShare", 
         "ram:GetResourceShares" 
       ], 
     "Resource": "*", 
     "Condition": { 
       "StringLike": { 
         "ram:ResourceShareName": "LakeFormation*" 
        } 
      } 
    } 
  ]
} 
      

새 버전을 활성화하려면
다음 단계에 따라AWSLake Formation 콘솔 또는 를 통해 Cross 계정 버전 설정을 업데이트하십시오AWS 
CLI.

Console

1. 데이터 카탈로그 설정 페이지의 교차 계정 버전 설정에서 버전 2 또는 버전 3을 선택합니다. 버전 1
을 선택하면 Lake Formation 기본 리소스 공유 모드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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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장을 선택합니다.

AWS Command Line Interface (AWS CLI)

put-data-lake-settingsAWS CLI명령을 사용하여CROSS_ACCOUNT_VERSION 파라미터를 설정
합니다. 허용되는 값은 1, 2, 2 및 3입니다.

aws lakeformation put-data-lake-settings --region us-east-1 --data-lake-settings 
 file://settings
{ 
    "DataLakeAdmins": [ 
        { 
            "DataLakePrincipalIdentifier": "arn:aws:iam::111122223333:user/test" 
        } 
    ], 
    "CreateDatabaseDefaultPermissions": [], 
    "CreateTableDefaultPermissions": [], 
    "Parameters": { 
        "CROSS_ACCOUNT_VERSION":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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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데이터 카탈로그 테이블 및 데이터베이스 공유

Important

버전 2 또는 버전 3을 선택하면 새로 지정된 리소스 부여가 모두 새로운 교차 계정 보조금 모드를 거
치게 됩니다. 기존 교차 계정 공유AWS RAM 용량을 최적으로 사용하려면 이전 버전에서 받은 권한
을 취소하고 새 모드에서 다시 승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 계정에서AWS 계정 또는 IAM 보안 주체 간에 데이
터 카탈로그 테이블 및 데이터베이스 공유
이 섹션에는 외부 계정, IAM 주도자, 조직 또는 조직 단위에 대한 Data Catalog 테이블 및 데이터베이스의 교
차AWS 계정 권한을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한 부여 작업은 이러한 리소스를 
자동으로 공유합니다.

주제
•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를 사용한 데이터 공유 (p. 209)
• 지정된 리소스 메서드를 사용한 데이터 공유 (p. 210)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를 사용한 데이터 공유
생산자/양도인 계정에서 필수 설정

1. LF 태그를 정의합니다. LF 태그 생성 지침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LF-태그 생성 (p. 145).
2. 대상 리소스에 LF-태그를 할당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에 LF-태그 할당 (p. 151)을 

참조하세요.
3. 외부 계정에 LF-tag 권한을 부여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콘솔을 사용해 LF-tag 권한 부여하기 (p. 160)을 참

조하세요.

이제 소비자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는 권한, 관리 역할 및 작업, LF-태그에서 수혜자 계정인 Lake 
Formation 콘솔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 정책 태그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4. 외부/수혜자 계정에 데이터 권한을 부여합니다.
a. 탐색 창의 권한, 데이터 레이크 권한에서 허용을 선택합니다.
b. 보안 주체의 경우 외부 계정을 선택하고 보안 주체의 대상AWS 계정 ID 또는 IAM 역할 또는 보안 주체 

(보안 주체 ARN) 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을 입력합니다.
c. LF-태그 또는 카탈로그 리소스의 경우 소비자 계정과 공유되는 LF-태그의 키 및 값

(키Confidentiality 및 값public) 을 선택합니다.
d. 권한의 경우 LF-태그와 일치하는 리소스 (권장) 에서 LF-태그 추가를 선택합니다.
e. 수혜자 계정과 공유할 태그의 키와 값 (키Confidentiality 및 값public) 을 선택합니다.
f. 데이터베이스 권한의 경우 데이터베이스 권한에서 설명을 선택하여 데이터베이스 수준에서 액세스 권

한을 부여합니다.
g. 소비자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는 Lake Formation 콘솔의 https://console.aws.amazon.com/ 

lakeformation/ 권한, 관리 역할 및 작업, LF-태그에서 소비자 계정을 통해 공유되는 정책 태그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h. 소비자 계정이 사용자에게 데이터베이스 수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 가능한 권한 아래에서 설
명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는 수혜자 계정의 보안 주체에게 공유 리소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야 하므로 교
차 계정 권한은 항상 부여 옵션을 사용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Note

직접 교차 계정 보조금을 받는 교장에게는 권한 부여 가능 옵션이 없습니다.
i. 테이블 및 열 권한의 경우 테이블 권한에서 선택 및 설명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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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허용 가능한 권한에서 선택 및 설명을 선택합니다.
k. 권한 부여(Grant)를 선택합니다.

수취인/수혜자 계정에 필요한 설정

1. 리소스를 다른 계정과 공유하는 경우 리소스는 여전히 프로듀서 계정에 속하며 Athena 콘솔 내에서 볼 수 
없습니다. Athena 콘솔에서 리소스를 표시하려면 공유 리소스를 가리키는 리소스 링크를 만들어야 합니
다. 리소스 링크 생성에 대한 지침은공유 데이터 카탈로그 테이블에 대한 리소스 링크 생성 (p. 121) 및 을 
참조하십시오.공유 데이터 카탈로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리소스 링크 만들기 (p. 124)

2. 리소스 링크를 공유할 때 LF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를 사용하려면 소비자 계정에서 별도의 LF-태그 세트
를 만들어야 합니다. 필요한 LF-태그를 생성하여 공유 데이터베이스/테이블 및 리소스 링크에 할당합니다.

3. 이러한 LF-태그에 대한 권한을 수혜자 계정의 IAM 보안 주체에게 부여합니다.

지정된 리소스 메서드를 사용한 데이터 공유
다른AWS 계정의 보안 주체에게 직접 권한을 부여하거나 외부 계정AWS 계정 또는 외부 계정에게 권한을 부
여할 수AWS Organizations 있습니다. Organizations 또는 조직 단위에 Lake Formation 권한을 부여하는 것
은 해당 조직 또는 조직 단위의 모든AWS 계정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외부 계정이나 조직에 권한을 부여할 때는 권한 부여 옵션을 포함해야 합니다. 관리자가 외부 계정의 다른 주
체에게 공유 리소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때까지 외부 계정의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만 공유 리소스에 액세
스할 수 있습니다.

Note

외부 계정에서 IAM 보안 주체에게 직접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부여 가능한 권한 옵션이 지원되지 않
습니다.

Lake Formation 콘솔 및 명명된 리소스 메서드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권한 부여 (p. 171)에 나와 있는 지
침에 따라 지정된 리소스 메서드를 사용하여 크로스 계정 권한을 부여하세요.

계정과 공유된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에 대한 권한 
부여
다른AWS 계정에 속한 Data Catalog 리소스를 계정과 공유한 후 Data Lake 관리자는 공유 리소스에 대한 권
한을 계정의 다른 주체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AWS 하지만 리소스에 대한 권한을 다른AWS 계정이나 조직
에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AWS Lake Formation콘솔, API 또는AWS Command Line Interface (AWS CLI) 를 사용하여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공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한 부여하기 (이름이 지정된 리소스 메서드, 콘솔)

• Lake Formation 콘솔 및 명명된 리소스 메서드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권한 부여 (p. 171)의 지침을 
따르세요. LF-태그 또는 카탈로그 리소스 아래의 데이터베이스 목록에서 데이터베이스의 리소스 링크가 
아닌 외부 계정의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 목록에 데이터베이스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AWS Resource Access 
Manager (AWS RAM) 리소스 공유 초대를 수락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에서 리소스 공유 
초대를 수락합니다.AWS RAM (p. 117)을 참조하세요.

또한CREATE_TABLE 및ALTER 권한에 대해서는 의 지침을 따르고 등록된 계정 위치 필드에 소유 계정 
ID를 입력해야 합니다.데이터 위치 권한 부여 (동일한 계정) (p.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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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테이블에 대한 권한 부여하기 (이름이 지정된 리소스 메서드, 콘솔)

• Lake Formation 콘솔 및 명명된 리소스 메서드를 사용하여 테이블 권한 부여 (p. 175)의 지침을 따르세
요. LF-태그 또는 카탈로그 리소스 아래의 데이터베이스 목록에서 데이터베이스의 리소스 링크가 아닌 
외부 계정의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했는지 확인하십시오.

테이블 목록에 테이블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테이블에 대한AWS RAM 리소스 공유 초대를 수락했는지 
확인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에서 리소스 공유 초대를 수락합니다.AWS RAM (p. 117)을 참조하세요.

또한ALTER 권한을 받으려면 의 지침을데이터 위치 권한 부여 (동일한 계정) (p. 165) 따르고 등록된 계
정 위치 필드에 소유 계정 ID를 입력해야 합니다.

공유 리소스에 대한 권한 부여하기 (LF-TBAC 메서드, 콘솔)

• Lake Formation 콘솔 및 LF-TBAC 메서드를 사용하여 데이터 카탈로그 권한 부여 (p. 182)의 지침을 따
르세요. LF-태그 또는 카탈로그 리소스 섹션에서 외부 계정이 계정에 부여한 정확한 LF-태그 표현식이나 
해당 표현식의 일부를 부여하세요.

예를 들어 외부 계정에서 권한 부여 옵션을 사용하여 계정에 LF-Tag 표현식을module=customers 
AND environment=production 부여한 경우 Data Lake 관리자는 동일한 표현식
을module=customers 부여하거나 계정의 보안environment=production 주체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LF-Tag 표현식을 통해 리소스에 부여된 Lake Formation 권한과 동일하거나 일부 권한 
(예:SELECTALTER, 등) 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공유 테이블에 대한 권한 부여하기 (이름이 지정된 리소스 메서드AWS CLI)

• 다음과 유사한 명령을 입력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 귀하의AWS 계정 ID는 1111-2222-2222-2222-2222-2222-2222-22
• 테이블을 소유하고 사용자 계정에 테이블을 부여한 계정은 1234-5678-9012입니다.
• 공유 테이블에 대한SELECT 권한이 사용자에게pageviews 부여되고datalake_user1 있습니다. 

해당 사용자는 귀하 계정의 보안 주체입니다.
• pageviews테이블은 계정 1234-5678-9012가 소유한analytics 데이터베이스에 있습니다.

aws lakeformation grant-permissions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rn:aws:iam::111122223333:user/datalake_user1 
 --permissions "SELECT" --resource '{ "Table": {"CatalogId":"123456789012", 
 "DatabaseName":"analytics", "Name":"pageviews"}}'

resource인수의CatalogId 속성에 소유 계정을 지정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리소스 링크 권한 부여
다음 단계에 따라AWS 계정의 보안 주체에게 하나 이상의 리소스 링크에 대한AWS Lake Formation 권한을 
부여하십시오.

리소스 링크를 생성한 후에는 사용자만 리소스 링크를 보고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새 테
이블에 대한 IAM 액세스 제어만 사용이 데이터베이스에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합니다.) 계정의 다른 
주체가 리소스 링크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최소한DESCRIBE 권한을 부여하세요.

Important

리소스 링크에 권한을 부여해도 대상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에 대한 권한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대상에 대한 권한을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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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 Formation 콘솔, API 또는AWS Command Line Interface (AWS CLI) 를 사용하여 권한을 부여할 수 있
습니다.

리소스 링크 권한 부여하기 (콘솔)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세요.

• 데이터베이스 리소스 링크의 경우 에 나와 있는Lake Formation 콘솔 및 명명된 리소스 메서드를 사용
하여 데이터베이스 권한 부여 (p. 171) 단계에 따라 다음을 수행하세요.
1. 권한 부여 페이지 열기 (p. 171).
2. 데이터베이스 지정 (p. 172). 하나 이상의 데이터베이스 리소스 링크를 지정합니다.
3. 보안 주체 지정 (p. 171).

• 테이블 리소스 링크의 경우 에 나와 있는Lake Formation 콘솔 및 명명된 리소스 메서드를 사용하여 테
이블 권한 부여 (p. 175) 단계를 따르세요.
1. 권한 부여 페이지 열기 (p. 176).
2. 테이블 지정하기 (p. 177). 하나 이상의 테이블 리소스 링크를 지정합니다.
3. 보안 주체 지정 (p. 176).

2. 권한에서 부여할 권한을 선택합니다. 선택적으로 부여 가능한 권한을 선택합니다.

3. 권한 부여(Grant)를 선택합니다.

리소스 링크 권한 부여하기 (AWS CLI)

• 리소스 링크를 리소스로 지정하여grant-permissions 명령을 실행합니다.

Example

이incidents-linkissues 예에서는AWS 계정 1111-2222-3333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리소
스datalake_user1 링크에 있는 사용자에게 권한을DESCRIBE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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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lakeformation grant-permissions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rn:aws:iam::111122223333:user/datalake_user1 
 --permissions "DESCRIBE" --resource '{ "Table": {"DatabaseName":"issues", 
 "Name":"incidents-link"}}'

추가 참고:

• 리소스 링크 (p. 120)
• Lake Formation 권한 참조 (p. 189)

교차 계정 모범 사례 및 제한
다음은 크로스 계정 액세스 모범 사례 및 제한 사항입니다.

• 자신의AWS 계정에서 교장에게 지급할 수 있는 Lake Formation 허가 보조금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Lake Formation Formation은 계정에서 지정된 리소스 메서드로 지급할 수 있는 교차 계정 보조금
에AWS Resource Access Manager (AWS RAM) 용량을 사용합니다. AWS RAM용량을 최대화하려면 지
정된 리소스 메서드에 대한 다음 모범 사례를 따르십시오.
• 새로운 교차 계정 권한 부여 모드 (교차 계정 버전 설정의 버전 3) 를 사용하여 외부 사용자와 리소스를 

공유할 수AWS 계정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교차 계정 데이터 공유 버전 설정 업데이트 (p. 205)을 
참조하세요.

• AWS계정을 조직으로 정렬하고 조직 또는 조직 단위에 권한을 부여합니다. 조직 또는 조직 단위에 대한 
보조금은 하나의 보조금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조직 또는 조직 단위에 권한을 부여하면 보조금에 대한AWS Resource Access Manager (AWS 
RAM) 리소스 공유 초대를 수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공유 데이터 카탈로그 테이블 및 데
이터베이스 액세스 및 보기 (p. 116)을 참조하세요.

• 데이터베이스의 여러 개별 테이블에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특수 All tables 와일드카드를 사용하여 데이
터베이스의 모든 테이블에 권한을 부여하십시오. 모든 테이블에 대한 승인은 단일 권한 부여로 계산됩니
다. 자세한 정보는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에 대한 권한 부여 및 취소 (p. 170)을 참조하세요.

Note

리소스 공유 수에 대한 상향 제한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 AWS서비스 할당량
을 참조하십시오 AWS 일반 참조.AWS RAM

• 해당 데이터베이스가Amazon Athena 및 Amazon Redshift Spectrum 쿼리 편집기에 표시되려면 공유 데이
터베이스에 대한 리소스 링크를 생성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Athena와 Redshift Spectrum을 사용하여 공
유 테이블을 쿼리하려면 테이블에 대한 리소스 링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리소스 링크가 쿼리 편집
기의 테이블 목록에 나타납니다.

쿼리를 위해 여러 개별 테이블에 대한 리소스 링크를 만드는 대신 All tables 와일드카드를 사용하여 데이
터베이스의 모든 테이블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리소스 링크
를 만들고 쿼리 편집기에서 해당 데이터베이스 리소스 링크를 선택하면 쿼리를 위한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테이블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리소스 링크 (p. 120)을 참조하세요.

• 다른 계정의 보안 주체와 리소스를 직접 공유하는 경우 수신자 계정의 IAM 보안 주체는 Athena와 Amazon 
Redshift Spectrum Spectrum을 사용하여 공유 테이블을 쿼리할 수 있는 리소스 링크를 생성할 권한이 없
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는 공유되는 각 테이블에 대한 리소스 링크를 생성하는 대신 플레이
스홀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ALLIAMPrincipal 그룹에CREATE_TABLE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신자 계정의 모든 IAM 보안 주체가 플레이스홀더 데이터베이스에 리소스 링크를 생성하고 공유 
테이블에 대한 쿼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에 권한을 부여하는ALLIAMPrincipals 예제 CLI 명령을 참조하십시오AWS CLI및 명명된 리소스 메서
드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권한 부여 (p.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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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hena와 Redshift Spectrum은 열 수준의 액세스 제어를 지원하지만 포함용으로만 지원하며 제외는 지원
하지 않습니다. 열 수준 액세스 제어는AWS Glue ETL 작업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리소스가 계정과 공유되면AWS 계정의 사용자에게만 리소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에 
대한 권한을 다른AWS 계정, 조직 (자신의 조직 포함) 또는IAMAllowedPrincipals 그룹에는 부여할 수 
없습니다.

• Super데이터베이스에서DROP 또는 를 외부 계정에 부여할 수 없습니다.
•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을 삭제하기 전에 교차 계정 권한을 취소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에서 분리된 리

소스 공유를 삭제해야AWS Resource Access Manager 합니다.

참고 항목

•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 노트 및 제한 (p. 144)
• CREATE_TABLE (p. 194)에서 계정 간 액세스 규칙 및 제한 사항에Lake Formation 권한 참

조 (p. 189)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공유 테이블의 기본 데이터에 액세스
AWS계정 A가 계정 B와 데이터 카탈로그 테이블을 공유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의 권한 
부여 옵션을 계정 B에게 부여하여 계정 B의 보안 주체가 공유 테이블의 기본 데이터를 읽을 수 있으려면 다
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SELECT

• 계정 B의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가 공유를 수락해야 합니다. (계정 A와 B가 동일한 조직에 속해 있거나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는 계정 A가 공유 테이블에서 부여한 Lake FormationSELECT 권한을 보안 주체에게 
다시 부여해야 합니다.

• 보안 주체는 테이블, 해당 테이블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 및 계정 A Data Catalog에 대해 다음과 같은 IAM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Note

다음 IAM 정책에서:
• <account-id-A>AWS계정 A의 계정 ID로 바꾸십시오.
• <region>유효한 지역으로 바꾸십시오.
• <database>공유 테이블이 포함된 계정 A의 데이터베이스 이름으로 바꾸십시오.
• <table>공유 테이블의 이름으로 바꾸십시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glue:GetTable", 
            "glue:GetTables", 
            "glue:GetPartition", 
            "glue:GetPartitions", 
            "glue:BatchGetPartition", 
            "glue:GetDatabase", 
            "glue:GetDatabases" 
           ], 
           "Resource": [ 
            "arn:aws:glue:<region>:<account-id-A>:table/<database>/<table>", 
            "arn:aws:glue:<region>:<account-id-A>:database/<database>", 
            "arn:aws:glue:<region>:<account-id-A>:catalo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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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ffect": "Allow", 
          "Action": [ 
            "lakeformation:GetDataAccess" 
           ], 
          "Resource": [ 
            "arn:aws:lakeformation:<region>:<account-id-A>:catalog:<account-id-A>" 
           ], 
          "Condition": { 
            "StringEquals": { 
              "lakeformation:GlueARN":"arn:aws:glue:<region>:<account-id-
A>:table/<database>/<table>" 
            } 
        } 
    } 
   ]
}

추가 참고:

• 에서 리소스 공유 초대를 수락합니다.AWS RAM (p. 117)

크로스 계정CloudTrail 로깅
Lake Formation Formation은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에 대한 모든 교차 계정 액세스에 대한 중앙 집중식 감
사 추적을 제공합니다. 수신자AWS 계정이 공유 테이블의 데이터에 액세스하면 Lake Formation Formation
은 해당CloudTrail 이벤트를 소유 계정의CloudTrail 로그에 복사합니다. 복사된 이벤트에는 Amazon Redshift 
SpectrumAmazon Athena Spectrum과 같은 통합 서비스의 데이터에 대한AWS Glue 쿼리와 작업별 데이터 
액세스가 포함됩니다.

CloudTrailData Catalog 리소스의 교차 계정 작업에 대한 이벤트도 비슷하게 복사됩니다.

리소스 소유자는 Amazon S3에서 객체 수준 로깅을 활성화하면 S3 이벤트를 Lake 
FormationCloudTrailCloudTrail 이벤트와 결합하는 쿼리를 실행하여 S3 버킷에 액세스한 계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제
• 교차 계정CloudTrail 로그에 주체 ID 포함 (p. 215)
• Amazon S3 크로스 계정 액세스CloudTrail 로그 쿼리 (p. 217)

교차 계정CloudTrail 로그에 주체 ID 포함
기본적으로 공유 리소스 수신자의 로그에 추가되고 리소스 소유자의 로그에 복사된AWS 교차 계정
CloudTrail 이벤트에는 외부 계정 보안 주체의 보안 주체 ID만 포함되며 보안 주체 (주 ARN) 의 Amazon 리소
스 이름 (ARN) 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조직 또는 팀 내부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리소스
를 공유하는 경우CloudTrail 이벤트에 기본 ARN을 포함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소스 소유자 계
정에서 소유한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수신자 계정의 보안 주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Important

공유 리소스 수신자가 자체CloudTrail 로그의 이벤트에서 기본 ARN을 보려면 기본 ARN을 소유자 
계정과 공유하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리소스 링크를 통해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경우 두 개의 이벤트가 공유 리소스 수신자 계정에 기록
됩니다. 하나는 리소스 링크 액세스용이고 다른 하나는 대상 리소스 액세스용입니다. 리소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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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이벤트에는 기본 ARN이 포함됩니다. 대상 리소스 액세스 이벤트에는 옵트인이 없으면 주 
ARN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리소스 링크 액세스 이벤트는 소유자 계정에 복사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기본 교차 계정CloudTrail 이벤트 (옵트인 제외) 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데이터 액세스를 수행하는 
계정은 1111-2222-2222-2222-2222-2222-2222-2222-33입니다. 이는 호출 계정과 리소스 소유자 계정 모두
에 표시되는 로그입니다. Lake Formation Formation은 교차 계정의 경우 두 계정의 로그를 모두 채웁니다.

{ 
    "eventVersion": "1.05", 
    "userIdentity": { 
        "type": "AWSAccount", 
        "principalId": "AROAQGFTBBBGOBWV2EMZA:GlueJobRunnerSession", 
        "accountId": "111122223333" 
    }, 
    "eventSource": "lakeformation.amazonaws.com", 
    "eventName": "GetDataAccess",
...
... 
    "additionalEventData": { 
        "requesterService": "GLUE_JOB", 
        "lakeFormationRoleSessionName": "AWSLF-00-GL-111122223333-G13T0Rmng2" 
    },
...
}

공유 리소스 소비자인 경우 기본 ARN을 포함하도록 선택하면 발췌문이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lakeFormationPrincipal필드는 Amazon Athena, Amazon Redshift Spectrum 또는AWS Glue 작업을 
통해 쿼리를 수행하는 최종 역할 또는 사용자를 나타냅니다.

{ 
    "eventVersion": "1.05", 
    "userIdentity": { 
        "type": "AWSAccount", 
        "principalId": "AROAQGFTBBBGOBWV2EMZA:GlueJobRunnerSession", 
        "accountId": "111122223333" 
    }, 
    "eventSource": "lakeformation.amazonaws.com", 
    "eventName": "GetDataAccess",
...
... 
    "additionalEventData": { 
        "requesterService": "GLUE_JOB", 
         "lakeFormationPrincipal": "arn:aws:iam::111122223333:role/ETL-Glue-Role",
        "lakeFormationRoleSessionName": "AWSLF-00-GL-111122223333-G13T0Rmng2" 
    },
...
}

교차 계정CloudTrail 로그에 주요 ARN을 포함하도록 선택하려면

1. Lake Formation 콘솔(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을 엽니다.

Administrator사용자 또는Administrator Access IAM 정책이 있는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탐색 창에서 설정(Settings)을 선택합니다.
3. 데이터 카탈로그 설정 페이지의 기본 권한AWS CloudTrail 섹션에서 리소스 소유자에 대해 하나 이상의

AWS 리소스 소유자 계정 ID를 입력합니다.

각 계정 ID 다음에 Enter 키를 누릅니다.
4. 저장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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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유 리소스 수신자와 리소스 소유자 모두의 로그에 저장된 교차 계정CloudTrail 이벤트에는 주 
ARN이 포함됩니다.

Amazon S3 크로스 계정 액세스CloudTrail 로그 쿼리
공유 리소스 소유자는 S3CloudTrail 로그를 쿼리하여 Amazon S3 버킷에 액세스한 계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
다 (Amazon S3에서 객체 수준 로깅을 활성화한 경우). 이는 Lake Formation 포메이션에 등록한 S3 위치에만 
적용됩니다. 공유 리소스 소비자가 Lake FormationCloudTrail 로그에 주 RAN을 포함하도록 선택한 경우 버
킷에 액세스한 역할 또는 사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를 사용하여 쿼리를 실행하는Amazon Athena 경우 세션 이름 속성에서 Lake FormationCloudTrail 이벤트 및 
S3CloudTrail 이벤트를 조인할 수 있습니다. 쿼리는 또한 켜져eventName="GetDataAccess" 있는 Lake 
Formation 이벤트와eventName="Get Object" 또는 에서 S3 이벤트를 필터링할 수eventName="Put 
Object" 있습니다.

다음은 등록된 S3 위치의 데이터에 액세스한 Lake Formation 교차 계정CloudTrail 이벤트에서 발췌한 내용
입니다.

{ 
  "eventSource": "lakeformation.amazonaws.com", 
  "eventName": "GetDataAccess", 
  .............. 
  .............. 
  "additionalEventData": { 
    "requesterService": "GLUE_JOB", 
    "lakeFormationPrincipal": "arn:aws:iam::111122223333:role/ETL-Glue-Role", 
    "lakeFormationRoleSessionName": "AWSLF-00-GL-111122223333-B8JSAjo5QA" 
   }
}

lakeFormationRoleSessionName키 값AWSLF-00-GL-111122223333-B8JSAjo5QA, 을 
S3CloudTrail 이벤트principalId 키의 세션 이름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3CloudTrail 이벤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세션 이름의 위치를 보여 줍니다.

{ 
   "eventSource": "s3.amazonaws.com", 
   "eventName": "Get Object" 
   .............. 
   .............. 
   "principalId": "AROAQSOX5XXUR7D6RMYLR:AWSLF-00-GL-111122223333-B8JSAjo5QA", 
   "arn": "arn:aws:sets::111122223333:assumed-role/Deformationally/AWSLF-00-
GL-111122223333-B8JSAjo5QA",   
   "session Context": { 
     "session Issuer": { 
       "type": "Role", 
       "principalId": "AROAQSOX5XXUR7D6RMYLR", 
       "arn": "arn:aws:iam::111122223333:role/aws-service-role/lakeformation.amazonaws.com/
Deformationally", 
       "accountId": "111122223333", 
       "user Name": "Deformationally" 
     }, 
   .............. 
   ..............
}

세션 이름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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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LF-<version-number>-<query-engine-code>-<account-id->-<suffix>

version-number

현재 이 형식의00 버전입니다. 세션 이름 형식이 변경되면 다음 버전이 됩니다01.
query-engine-code

데이터에 액세스한 엔티티를 나타냅니다. 현재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GL AWS GlueETL 작업

AT Athena

RE Amazon Redshift Spectrum

account-id

레이크 포메이션에서 자격 증명을 요청한AWS 계정 ID입니다.
suffix

무작위로 생성된 문자열입니다.

LakeAWS Glue Formation과 Lake Formation 
Formation을 모두 사용한 교차 계정 권한 관리
AWS Glue또는 를 사용하여 Data Catalog 리소스 및 기본 데이터에 대한 크로스 계정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AWS Lake Formation 있습니다.

AWS Glue에서는 Data Catalog 리소스 정책을 만들거나 업데이트하여 교차 계정 권한을 부여합니다. Lake 
Formation 포메이션에서는 Lake FormationGRANT/REVOKE 권한 모델 및Grant Permissions API 작업을 
사용하여 교차 계정 권한을 부여합니다.

Tip

Lake Formation 권한에만 의존하여 데이터 레이크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Lake Formation 콘솔을 사용하여 Lake Formation 교차 계정 보조금을 확인하거나 지정된 리소스 메서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경우AWS Resource Access Manager (AWS RAM) 콘솔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
다. 하지만 이러한 콘솔 페이지에는AWS Glue Data Catalog 리소스 정책에서 부여한 교차 계정 권한이 표시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AWS Glue 콘솔의 설정 페이지를 사용하여 Data Catalog 리소스 정책에서 교차 
계정 권한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 페이지에는 Lake Formation Formation을 사용하여 부여된 교차 계정 권한
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교차 계정 권한을 확인하고 관리할 때 보조금을 놓치지 않도록 Lake Formation에서는 Lake Formation 
Formation과 Lake Formation이 제공하는 교차 계정 보조금을 알고 있으며 이를 허용하고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 다음 작업을 수행하도록AWS GlueAWS Glue 요구합니다.

AWS GlueData Catalog 리소스 정책을 사용하여 교차 계정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리소스를 공유하는AWS RAM 데 사용되는 지정된 리소스 메서드를 사용하여 계정에서 교차 계정 권한을 부
여하지 않은 경우 평소처럼 Data Catalog 리소스 정책을 에서 저장할 수AWS Glue 있습니다. 그러나AWS 
RAM 리소스 공유와 관련된 권한 부여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리소스 정책을 성공적
으로 저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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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솔의 설정 페이지에서 리소스 정책을 저장하면AWS Glue 콘솔은 Lake Formation 콘솔을 사용하여 부여
된 권한에 정책의 권한이 추가된다는 경고를 표시합니다. 정책을 저장하려면 진행을 선택해야 합니다.

• glue:PutResourcePolicyAPI 작업을 사용하여 리소스 정책을 저장할 때는EnableHybrid 필드를 
'TRUE' (유형 = 문자열) 로 설정해야 합니다. 다음 코드 예제는 Python에서 이를 수행하는 방법을 보여줍니
다.

import boto3
import json

REGION = 'us-east-2'
PRODUCER_ACCOUNT_ID = '123456789012'
CONSUMER_ACCOUNT_IDs = ['111122223333']

glue = glue_client = boto3.client('glue')

policy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Cataloguers", 
            "Effect": "Allow", 
            "Action": [ 
                "glue:*" 
            ], 
            "Principal": { 
                "AWS": CONSUMER_ACCOUNT_IDs 
            }, 
            "Resource": [ 
                f"arn:aws:glue:{REGION}:{PRODUCER_ACCOUNT_ID}:catalog", 
                f"arn:aws:glue:{REGION}:{PRODUCER_ACCOUNT_ID}:database/*", 
                f"arn:aws:glue:{REGION}:{PRODUCER_ACCOUNT_ID}:table/*/*" 
            ] 
        } 
    ]
}

policy = json.dumps(policy)
glue.put_resource_policy(PolicyInJson=policy, EnableHybrid='TRUE')

자세한 내용은 AWS Glue개발자 안내서의PutResourcePolicy 액션 (파이썬: put_resource_policy) 을 참조
하십시오.

Lake Formation 네임드 리소스 메서드를 사용하여 교차 계정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계정에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 정책이 없는 경우 Lake Formation 교차 계정 보조금은 평소대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Data Catalog 리소스 정책이 있는 경우 지정된 리소스 메서드를 사용하여 교차 계정 권한을 부여한 
경우 해당 정책에 다음 설명을 추가해야 합니다. <region>유효한 지역 이름과 <account-id>AWS계정 ID로 바
꾸십시오.

    { 
      "Effect": "Allow", 
      "Action": [ 
        "glue:ShareResource" 
      ], 
      "Principal": {"Service": [ 
        "ram.amazonaws.com" 
      ]}, 
      "Resource": [ 
        "arn:aws:glue:<region>:<account-id>:table/*/*", 
        "arn:aws:glue:<region>:<account-id>:database/*", 
        "arn:aws:glue:<region>:<account-id>:cata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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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추가 설명이 없으면 Lake Formation 보조금은 성공하지만 차단되고 수신자 계정은 부여된 리소스에 액세
스할 수 없습니다.AWS RAM

Important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 (LF-TBAC) 메서드를 사용하여 교차 계정 권한을 부여하려
면 최소한 에 지정된 권한이 포함된 Data Catalog 리소스 정책이 있어야필수 조건 (p. 203) 합니
다.

추가 참고:

• 메타데이터 (p. 255)(이름이 지정된 리소스 방법과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 (LF-
TBAC) 방법에 대한 설명을 위해).

• 공유 데이터 카탈로그 테이블 및 데이터베이스 보기 (p. 118)
• AWS Glue개발자 안내서의AWS Glue 콘솔에서 데이터 카탈로그 설정 다루기
• AWS Glue개발자 안내서의 교차 계정 액세스 권한 부여 (샘플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 정책용)

GetResourceSharesAPI 작업을 사용하여 모든 교차 계
정 보조금 보기
기업에서AWS Glue Data Catalog 리소스 정책과 Lake Formation 권한을 모두 사용하여 교차 계정 권한을 부
여하는 경우 모든 교차 계정 권한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glue:GetResourceShares API 
작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정된 리소스 메서드를 사용하여 여러 계정에 Lake Formation 권한을 부여하면AWS Resource Access 
Manager (AWS RAM) 는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리소스 정책을 생성하여AWS 계정
에 저장합니다. 정책은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AWS RAM각 교차 계정 보조금
에 대해 별도의 리소스 정책을 생성합니다. glue:GetResourceSharesAPI 작업을 사용하여 이러한 정책
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Note

이 작업에서는 Data Catalog 리소스 정책도 반환합니다. 그러나 Data Catalog 설정에서 메타 데이
터 암호화를 사용하고AWS KMS 키에 대한 권한이 없으면 작업에서 Data Catalog 리소스 정책을 반
환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차 계정 보조금을 보려면

• 다음AWS CLI 명령을 입력합니다.

aws glue get-resource-policies

다음은 데이터베이스t 내 테이블에 대한 권한을AWS 계정 1111-2222-3333에db1 부여할 때AWS RAM 생성
하여 저장하는 리소스 정책 예제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glue:Get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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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ue:GetTables", 
         "glue:GetTableVersion",          
         "glue:GetTableVersions", 
         "glue:GetPartition",  
         "glue:GetPartitions", 
         "glue:BatchGetPartition", 
         "glue:SearchTables" 
       ], 
      "Principal": {"AWS": [ 
        "111122223333" 
      ]}, 
      "Resource": [ 
        "arn:aws:glue:<region>:111122223333:table/db1/t" 
     ] 
    } 
  ]
}

추가 참고:

• GetResourceSharesAWS Glue개발자 안내서의 작업 (파이썬: get_resource_policies)

Amazon Redshift 데이터 공유의 데이터에 대한 권한 
관리

AWS Lake FormationAmazon Redshift Redshift의 데이터 공유에 있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
다. Amazon Redshift Redshift는AWS 클라우드에서 완벽하게 관리되는 페타바이트급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
비스입니다. Amazon Redshift Redshift는 데이터 공유 기능을 사용하여 여러 곳에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
도록 도와줍니다AWS 계정. Amazon Redshift 데이터 공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Redshift 데이터 
공유 개요를 참조하세요.

Amazon Redshift Redshift에서 생산자 클러스터 관리자가 데이터 공유 생성하여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와 공
유합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step-by-step 지침은 을 참조하십시오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생성 (p. 17).

사용자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가 데이터 공유를 수락한 후에는 특정 데이터 공유에 대한AWS Glue Data 
Catalog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야 합니다. 이는 Lake Formation 권한을 사용하여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Lake Formation은 각 데이터 공유를 해당 데이터 카탈로그 데이터베이스에 매핑합니
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연합 데이터베이스로 표시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 카탈로그 외부의 엔티티를 가리키는 경우 페더레이션된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Amazon Redshift 데이터 공유의 테이블과 뷰는 데이터 카탈로그에 개별 테이블로 나열됩니다. 동일한 계정 
내에서 또는 Lake Formation을 사용하는 다른 계정에서 선택된 IAM 주체 및 SAML 사용자와 페더레이션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행 및 열 필터 표현식을 포함하여 특정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데이터 필터링 (p. 234)을 참조하세요.

Amazon Redshift 데이터 공유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1. 데이터 카탈로그 설정을 업데이트하여 Lake Formation 권한을 활성화합니다.
2. Amazon Redshift 생산자 클러스터 관리자의 데이터 공유 초대를 수락하고 Lake Formation Formation에 

데이터 공유를 등록합니다.

이 단계를 완료한 후에는 Lake Formation 데이터 카탈로그 내에서 데이터 공유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페더레이션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한을 정의합니다.
4. 사용자에게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전체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

이블의 하위 집합을 동일한 계정이나 다른 계정의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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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Amazon Redshift 데이터 공유에 대한 권한을 설정하기 위한 사전 조건 (p. 222)
• Amazon Redshift 데이터 공유에 대한 권한 설정 (p. 222)
• 연합 데이터베이스 쿼리 (p. 225)
• Lake Formation 포메이션에서의 Amazon Redshift 데이터 공유 사용에 대한 참고 사항 (p. 225)

Amazon Redshift 데이터 공유에 대한 권한을 설정하기 
위한 사전 조건
기본 데이터 카탈로그 설정 업데이트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에 대해 Lake Formation 권한을 활성화하려면 Lake Formation 포메이션에서 기본
데이터 카탈로그 설정을 비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기본 권한 모델 변경 (p. 20)을 참조하
세요.

권한 업데이트

레이크 포메이션에서 Amazon Redshift 데이터 공유를 수락하려면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AWSLakeFormationDataAdmin) 권한 외에도 다음 권한도 필요합니다.

• glue:PassConnection on aws:redshift
• redshift:AssociateDataShareConsumer
• redshift:DescribeDataSharesForConsumer
• redshift:DescribeDataShares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IAM 사용자에게는 암시적으로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습니다.

• 데이터_위치_액세스
• 데이터베이스 생성
• 레이크 포메이션: 리소스 등록

Amazon Redshift 데이터 공유에 대한 권한 설정
이 항목에서는 데이터 공유 초대를 수락하고,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따라야 하
는 단계를 설명합니다. Lake Formation 콘솔 또는AWS Command Line Interface (AWS CLI) 를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이 항목의 예에서는 동일한 계정의 생산자 클러스터, 데이터 카탈로그 및 데이터 소비자를 보여줍니
다.

Lake Formation 교차 계정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Lake Formation 포메이션의 교차 계
정 데이터 공유 (p. 201).

데이터 공유에 대한 권한을 설정하려면

1. 데이터 공유 초대를 검토하고 수락하세요.

Console

1. 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 에서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로 Lake Formation 
콘솔에 로그인하세요. 데이터 공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추가된 데이터 공유 목록을 참조하세요. 상태 열에는 데이터 공유에 대한 현재 참여 상태가 표시
됩니다. 보류 상태는 데이터 공유에 추가되었지만 아직 수락하지 않았거나 초대를 거부했음을 나
타냅니다.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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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Lake Formation 개발자 안내서
Amazon Redshift 데이터 공유에 대한 권한 설정

3. 데이터 공유 초대에 응답하려면 데이터 공유 이름을 선택하고 초대 검토를 선택합니다. 수락 또
는 거부 수락 공유에서 초대 세부 정보를 검토합니다. 수락을 선택하여 초대를 수락하거나 거부
를 선택하여 초대를 거절합니다. 초대를 거부하면 데이터 공유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AWS CLI

다음 예에서는 초대를 보고, 수락하고, 등록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AWS 계정AWS 계정ID를 유효
한 ID로 바꾸십시오. 데이터data-share-arn 공유 Amazon Resource Name (ARN) 으로 바꿉니
다.

1. 대기 중인 초대 보기

aws redshift describe-data-shares \ 
 --data-share-arn 'arn:aws:redshift:us-
east-1:111122223333:datashare:abcd1234-1234-ab12-cd34-1a2b3c4d5e6f/federatedds' \ 
   

2. 데이터 공유 수락

 aws redshift associate-data-share-consumer \ 
 --data-share-arn 'arn:aws:redshift:us-
east-1:111122223333:datashare:abcd1234-1234-ab12-cd34-1a2b3c4d5e6f/federatedds' \ 
 --consumer-arn arn:aws:glue:us-east-1:111122223333:catalog

3. Lake Formation 계정에 데이터 공유를 등록하세요. 필수 단계입니다. RegisterResourceAPI 작업
을 사용하여 Lake Formation 포메이션에 데이터 공유를 등록합니다. DataShareArn의 입력 매
개변수입니다ResourceArn.

Note

필수 단계입니다.

aws lakeformation register-resource \ 
 --resource-arn arn:aws:redshift:us-east-1:111122223333:datashare:abcd1234-1234-
ab12-cd34-1a2b3c4d5e6f/federatedds' \

2.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합니다.

데이터 공유 초대를 수락한 후에는 데이터 공유와 연결된 Amazon Redshift 데이터베이스를 가리키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려면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여야 합니다.

Console

1. 초대 창에서 데이터 공유를 선택하고 데이터베이스 세부 정보 설정을 선택합니다.
2. 데이터베이스 세부 정보 설정에서 데이터 공유의 고유한 이름과 식별자를 입력합니다. 이 식별자

는 메타데이터 계층 구조 (DbName.schema.Table) 에서 내부적으로 데이터 공유를 매핑하는 데 
사용됩니다.

3. 다음을 선택하여 공유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에 대한 권한을 다른 사용자에게 부여합니다.

AWS CLI

다음 예제 코드를 사용하여 Lake Formation Formation과 공유하는 Amazon Redshift 데이터베이스
를 가리키는 데이터베이스를AWS CLI 생성하십시오.

aws glue create-database --cli-input-json \

'{ 
 "CatalogId": "11112222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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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baseInput": { 
  "Name": "tahoedb", 
  "FederatedDatabase": { 
       "Identifier": "arn:aws:redshift:us-
east-1:111122223333:datashare:abcd1234-1234-ab12-cd34-1a2b3c4d5e6f/federatedds", 
       "ConnectionName": "aws:redshift" 
   } 
 } 
 }'                

3. 권한을 부여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 후에는 계정의 다른 IAM 사용자 및 역할 또는 외부AWS 계정 및 Organizations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Amazon Redshift 데이터 공유에 매핑된 통합 데이터베이스에는 쓰기 데이
터 권한 (삽입, 삭제) 및 메타데이터 권한 (변경, 삭제, 생성) 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권한 부여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세요.Lake Formation 권한을 관리 (p. 133)

Note

Data Lake 관리자는 페더레이션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작업을 수행
하려면 관리자가 해당 테이블에 대한 추가 권한을 자신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Console

1. 권한 부여 화면에서 권한을 부여할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2. 권한 부여(Grant)를 선택합니다.

AWS CLI

다음 예제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 권한을AWS CLI 부여하십시오.

aws lakeformation grant-permissions --input-cli-json file://input.json

{ 
                   "Principal": { 
                          "DataLakePrincipalIdentifier": 
 "arn:aws:iam::111122223333:user/non-admin" 
                   }, 
                  "Resource": { 
                         "Database": { 
                              "CatalogId": "111122223333", 
                              "Name": "tahoedb" 
                       } 
                  }, 
                 "Permissions": [ 
                        "DESCRIBE" 
                  ], 
                 "PermissionsWithGrantOption": [ 
                          
                   ] 
 } 
               

aws lakeformation grant-permissions --input-cli-json file://input.json

{ 
                   "Principal": { 
                          "DataLakePrincipalIdentifier": 
 "arn:aws:iam::111122223333:user/non-admin" 
                   }, 
                  "Resource": { 

224



AWS Lake Formation 개발자 안내서
연합 데이터베이스 쿼리

                         "Table": { 
                              "CatalogId": "111122223333", 
                              "DatabaseName": "tahoedb", 
                              "Name": "public.customer" 
                       } 
                  }, 
                 "Permissions": [ 
                        "SELECT" 
                  ], 
                 "PermissionsWithGrantOption": [ 
                         "SELECT" 
                   ] 
 } 
                

연합 데이터베이스 쿼리
권한을 부여하면 사용자가 로그인하여 Amazon Redshift Redshift를 사용하여 페더레이션 데이터베이스
에 쿼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는 로컬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사용하여 SQL 쿼리에서 Amazon 
Redshift 데이터 공유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Amazon Redshift Redshift에서는 데이터 공유를 통해 공유되는 
공개 스키마의 고객 테이블에는 데이터public.customer 카탈로그에서와 같이 해당 테이블이 생성됩니
다.

1. Amazon Redshift Redshift를 사용하여 페더레이션 데이터베이스를 쿼리하기 전에 클러스터 관리자는 다
음 명령을 사용하여 Data Catalog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합니다.

CREATE DATABASE sharedcustomerdb FROM ARN 'arn:aws:glue:<region>:111122223333:database/
tahoedb' WITH DATA CATALOG SCHEMA tahoedb

2. 클러스터 관리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사용 권한을 부여합니다.

GRANT USAGE ON DATABASE sharedcustomerdb TO IAM:user;

3. 이제 연동 사용자는 SQL 도구에 로그인하여 테이블을 쿼리할 수 있습니다.

Select * from sharedcustomerdb.public.customer limit 10;

자세한 내용은 Amazon Redshift 관리 가이드AWS Glue Data Catalog 의 쿼리하기 섹션을 참조하세요.

Lake Formation 포메이션에서의 Amazon Redshift 데
이터 공유 사용에 대한 참고 사항
Amazon Redshift 데이터 공유에서 생성된 페더레이션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음과 같은 참고 사항 및 제한 사
항이 적용됩니다.

• 매핑된 데이터베이스 요구 사항 — 모든 Amazon Redshift 데이터 공유는 Lake Formation 포메이션의 새 
데이터베이스에 매핑되어야 합니다. 이는 Data Catalog 데이터베이스에서 datashare 객체 표현이 병합될 
때 고유한 테이블 이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 페더레이션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새 테이블을 만드는 데 대한 제한 — 페더레이션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새 테이블을 만들 수 없습니다.

• 페더레이션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한 - 페더레이션된 데이터베이스 또는 페더레이션된 데이터베이스
의 테이블에 적용된 권한은 원본 테이블이나 데이터베이스가 삭제되더라도 유지됩니다. 원본 데이터베이
스 또는 테이블을 다시 만들 때 권한을 다시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Lake Formation 권한이 있는 페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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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된 테이블을 소스에서 삭제해도 Lake Formation 권한은 계속 표시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
습니다.

사용자가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면 해당하는 모든 권한이 손실됩니다. 동일한 이름으로 동일한 데이
터베이스를 재생성하면 Lake Formation 권한이 복구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새 권한을 다시 설정해야 합
니다.

• 페더레이션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IAMAllowedPrincipal 그룹 권한 — Lake Formation Formation
은 에 따라 모든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에 대한 권한을 이름이 지정된 가상 그룹으로 설정할 
수IAMAllowedPrincipal 있습니다.DataLakeSettings IAM 보안 주체 정책 및AWS Glue 리소스 정
책을 통해 Data Catalog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IAM 보안 주체를IAMAllowedPrincipal 의미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나 테이블에 이러한 권한이 있는 경우 모든 주도자에게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Lake Formation Formation은 페더레이션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 대
한IAMAllowedPrincipal 권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페더레이션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는CreateTableDefaultPermissions 파라미터를 빈 목록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데이터 레이크의 기본 보안 설정 변경 (p. 262)을 참조하세요.
• 데이터 필터링 — Lake Formation Formation에서는 열 수준 및 행 수준 필터링을 사용하여 페더레이션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 수준 및 행 수준 필터링을 결합하여 
페더레이션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 대한 액세스를 셀 수준으로 세분화할 수는 없습니다.

• 대소문자 구분 식별자 — Lake Formation Formation에서 관리하는 Amazon Redshift 데이터 공유 객체는 
테이블 이름과 열 이름을 소문자로만 지원합니다. Lake Formation을 사용하여 공유 및 관리하려는 경우 
Amazon Redshift 데이터 공유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및 열에 대해 대소문자 구분 식별자를 켜지 마십시
오.

Amazon Redshift에서 데이터 공유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Redshift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안내
서의 데이터 공유 제한 섹션을 참조하세요.

외부 메타스토어를 사용하는 데이터세트에 대한 권
한 관리

AWS Glue Data Catalog메타데이터 페더레이션 (Data Catalog federation) 을 사용하면 Amazon S3 데이터
의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 외부 메타스토어에 데이터 카탈로그를 연결하고 를 사용하여 데이터 액세스 권한
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AWS Lake Formation 있습니다. 외부 메타스토어에서 Data Catalog로 메타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할 필요가 없습니다.

Data Catalog는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쉽게 관리하고 검색할 수 있는 중앙 집중식 메타데이터 리포
지토리를 제공합니다. 조직에서 데이터 카탈로그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경우 Amazon S3 데이터 세트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는AWS Lake Formation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Note

현재는 Apache Hive 메타스토어 페더레이션만 지원합니다.

데이터 카탈로그 페더레이션을 설정하기 위해HiveMetastore 에서 GlueDataCatalogFederation-라는
AWS Serverless Application Model (AWS SAM)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AWS Serverless Application 
Repository.

참조 구현은 AWS Glue Data Catalog페더레이션 - Hive 메타스토어 의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제공됩니다. 
GitHub

AWS SAM애플리케이션은 Data Catalog를 Hive 메타스토어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다음 리소스를 생성하고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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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Lambda함수 — 데이터 카탈로그와 Hive 메타스토어 간에 통신하는 페더레이션 서비스의 구현을 호
스팅합니다. AWS Glue이 Lambda 함수를 호출하여 Hive 메타스토어에서 메타데이터 객체를 검색합니다.

• Amazon API Gateway— 모든 호출을 Lambda 함수로 라우팅하는 프록시 역할을 하는 Hive 메타스토어의 
연결 엔드포인트입니다.

• IAM 역할 — Data Catalog와 Hive 메타스토어 간의 연결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 있는 역할입니다.
• AWS Glue연결 —Amazon API Gateway 엔드포인트와 이를 호출하는 IAM 역할을 저장하는Amazon API 

Gateway 유형AWS Glue 연결입니다.

테이블을 쿼리하면AWS Glue 서비스에서 Hive 메타스토어를 런타임 호출하고 메타데이터를 가져옵니다. 
Lambda 함수는 Hive 메타스토어와 데이터 카탈로그 간의 변환기 역할을 합니다.

연결을 설정한 후 Hive 메타스토어의 메타데이터를 데이터 카탈로그와 동기화하려면 Hive 메타스토어 연결 
세부 정보를 사용하여 데이터 카탈로그에 페더레이션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Hive 데
이터베이스에 매핑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 카탈로그 외부의 엔티티를 가리키는 경우 페더레이
션된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페더레이션된 데이터베이스에 Lake Formation 권한을 적용하고 이를 여러AWS 계정 OU 및 조직 단위 (OU) 
간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AWS Organizations 외부 Hive 테이블의 Lake Formation 데이터 필터를 사용하여 
열 수준, 행 수준 및 셀 수준에서 세분화된 권한을 정의하고 Amazon Athena, Amazon Redshift 또는 Amazon 
EMR을 사용하여 Lake Formation 포메이션에서 관리되는 외부 Hive 테이블을 쿼리할 수 있습니다.

교차 계정 데이터 공유 및 데이터 필터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Lake Formation 포메이션의 교차 계정 데이터 공유 (p. 201)
• Lake Formation 포메이션의 데이터 필터링 및 셀 수준 보안 (p. 234)

데이터 카탈로그 메타데이터 페더레이션 상위 단계

1. AWS SAM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페더레이션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이 있는 
IAM 역할을 생성합니다.

2. 외부 Hive 메타스토어를 사용하는 데이터세트의Enable Data Catalog federation 옵션을 선택하
여 Lake Formation Formation에 Amazon S3 데이터 위치를 등록합니다.

3. AWS SAM애플리케이션 설정 (AWS Glue연결 이름, Hive 메타스토어 URL, Lambda 함수 파라미터) 을 구
성하고AWS SAM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합니다.

4. AWS SAM애플리케이션은 외부 Hive 메타스토어를 Data Catalog와 연결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를 배포합
니다.

5. Hive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에 Lake Formation 권한을 적용하려면 Hive 메타스토어 연결 세부 정보를 사
용하여 데이터 카탈로그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Hive 데이터베이스에 매핑합니다.

6. 페더레이션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한을 사용자 계정 또는 다른 계정의 보안 주체에게 부여합니다.

Note

Lake Formation 권한을 적용하지 않고도 데이터 카탈로그를 외부 Hive 메스타스토어에 연결하고, 
페더레이션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Hive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에서 쿼리 및 ETL 스크립트
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Lake Formation Formation에 등록되지 않은 Amazon S3의 원본 데이터의 
경우 액세스 권한이 Amazon S3 및AWS Glue 작업에 대한 IAM 권한 정책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제
• 워크플로우 (p. 228)
• 데이터 카탈로그를 Hive 메타스토어에 연결하기 위한 전제 조건 (p. 228)
• 외부 Hive 메타스토어에 데이터 카탈로그 연결 (p. 230)
• Data Catalogare 페더레이션 작업에 대한 고려 사항 및 제한 제한 제한 작업에 대한 고려 (p.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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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플로우
다음 다이어그램은 외부 Hive 메타스토어에 연결하는AWS Glue Data Catalog 워크플로를 보여줍니다.

1. 주도자는 Athena 또는 Redshift Spectrum과 같은 통합 서비스를 사용하여 쿼리를 제출합니다.
2. 통합 서비스는 메타데이터를 위해 Data Catalog를 호출하고, 이 호출은 뒤에서 사용 가능한 Hive 메타스

토어 엔드포인트를Amazon API Gateway 호출하고 메타데이터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습니다.
3. 통합 서비스는 요청을 Lake Formation Formation에 전송하여 테이블에 액세스하기 위한 테이블 정보 및 

자격 증명을 확인합니다.
4. Lake Formation Formation은 요청을 승인하고 데이터 액세스를 허용하는 통합 애플리케이션에 임시 자격 

증명을 제공합니다.
5. 통합 서비스는 Lake Formation Formation에서 받은 임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Amazon S3에서 데이터를 

읽고 그 결과를 주 서버와 공유합니다.

데이터 카탈로그를 Hive 메타스토어에 연결하기 위한 
전제 조건
외부 Apache Hive 메타스토어에 연결하고 데이터 액세스 권한을 설정하려면 다음 요구 사항을 완료해야 합
니다.AWS Glue Data Catalog

Note

Lake Formation 관리자가AWS SAM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Hive 메타스
토어 연결을 사용하여 해당 페더레이션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 IAM 역할을 생성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려면AWS SAM

• Hive 메타스토어에 대한 연결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 (Lambda 함수Amazon API Gateway, IAM 
역할 및AWS Glue 연결) 를 배포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 있는 역할을 생성합니다.

페더레이션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면

리소스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필요합니다.

• glue:CreateDatabase on resource arn:aws:glue:region:account-id:database/
gluedatabase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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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ue:PassConnection on resource arn:aws:glue:region:account-id:connection/
hms_connection

2. Lake Formation Formation에 Amazon S3 위치를 등록합니다.

Lake Formation Formation을 사용하여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보호하려면 Hive 메타스
토어의 테이블 데이터가 있는 Amazon S3 위치를 Lake Formation Formation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Lake Formation 포메이션이 Athena, Redshift Spectrum 및 Amazon EMR과 같은AWS 분석 서비스에 자
격 증명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Amazon S3 위치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세요Amazon S3 위치를 데이터 레이크에 추
가 (p. 102).

Amazon S3 위치를 등록할 때 데이터 카탈로그 페더레이션 활성화 확인란을 선택하면 Lake Formation 
Formation이 페더레이션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 액세스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Lake Formation에 데이터 위치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ake Formation Formation에 등
록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세요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Amazon S3 위치를 구성합
니다.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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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Hive 메타스토어에 데이터 카탈로그 연결
Hive 메타스토어에 연결하려면 GlueDataCatalogFederation-라는AWS SAM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해야
HiveMetastore 합니다.AWS Glue Data Catalog 외부 Hive 메타스토어를 데이터 카탈로그와 연결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에서AWS SAM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AWS Serverless 
Application Repository.

AWS SAM애플리케이션은 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Amazon API Gateway 게이트웨이의 Hive 메타스토어
에 대한 연결을 생성합니다. AWS SAM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 입력으로 유니폼 리소스 식별자 (URI) 를 사
용하고 외부 Hive 메타스토어를 Data Catalog에 연결합니다. 사용자가 Hive 테이블에서 쿼리를 실행할 때마
다 데이터 카탈로그는 API Gateway 엔드포인트를 호출합니다. 엔드포인트는 Lambda 함수를 호출하여 Hive 
테이블의 메타데이터를 검색합니다.

데이터 카탈로그를 Hive 메타스토어에 연결하고 권한을 설정하려면

1.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합니다AWS SAM.

1. 에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고 를 엽니다AWS Serverless Application Repository.
2. 탐색 창에서 사용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3. 공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4. 사용자 지정 IAM 역할 또는 리소스 정책을 만드는 앱 표시(Show apps that create custom IAM roles 

or resource policies) 옵션을 선택합니다.
5. 검색 상자에 이름 GlueDataCatalogFederation-을 입력합니다HiveMetastore.
6. GlueDataCatalogFederation-HiveMetastore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7. 애플리케이션 설정에서 Lambda 함수에 필요한 최소 설정을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 애플리케이션 이름 -AWS SAM 애플리케이션 이름.
• GlueConnectionName- 연결의 이름.
• HiveMetastoreURI - Hive 메타스토어 호스트의 URI입니다.
• LambdaMemory- Lambda 메모리의 양 (MB) 은 128-10240부터 시작합니다. 기본값은 1024입니다.
• LambdaTimeout- 최대 Lambda 호출 런타임 (초 단위) 기본값은 30입니다.
• VPCSecurityGroupIds 및 VPCSubnetIds - Hive 메타스토어가 있는 VPC 대한 정보입니다.

8. 이 앱이 사용자 지정 IAM 역할 및 리소스 정책을 생성하는 것을 확인(I acknowledge that this app 
creates custom IAM roles and resource policies)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정보 링크를 
선택하세요.

9. 애플리케이션 설정(Application settings) 섹션의 오른쪽 하단에서 배포(Deploy)를 선택합니다. 배포가 
완료되면 Lambda 콘솔의 리소스 섹션에 Lambda 함수가 나타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Lambda에 배포되고 해당 이름 앞에 serverlessrepo-가 추가되어 애플리케이션이 에
서 배포되었음을 나타냅니다AWS Serverless Application Repository.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배포
된 응용 프로그램의 각 리소스가 나열되는 리소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리소스에는 Data Catalog와 
Hive 메타스토어 간 통신,AWS Glue 연결 및 데이터베이스 페더레이션에 필요한 기타 리소스를 지원하
는 Lambda 함수가 포함됩니다.

2. Data Catalog에 페더레이션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합니다.

Hive 메타스토어에 대한 연결을 생성한 후에는 Data Catalog에서 외부 Hive 메타스토어 데이터베이스를 
가리키는 페더레이션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연결하려는 모든 Hive 메타스토어 데이터베
이스에 대해 데이터 카탈로그에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야 합니다.

Lake Formation console

1. 데이터 공유 페이지에서 공유 데이터베이스 탭을 선택한 다음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선택합니다.
2. 연결 이름에서 드롭다운 메뉴에서 Hive 메타스토어 연결 이름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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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유한 데이터베이스 이름과 데이터베이스의 통합 소스 식별자를 입력합니다. 테이블을 쿼리할 
때 SQL 문에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이름은 최대 255자까지 입력할 수 있으며 계정 내에서 고유
해야 합니다.

4. Create database(데이터베이스 생성)를 선택합니다.

AWS CLI

aws glue create-database \
'{ 
 "CatalogId": "111122223333", 
  "database-input": { 
    "Name":"fed_glue_db", 
    "FederatedDatabase":{ 
        "Identifier":"hive_db_on_emr", 
        "ConnectionName":"hms_connection" 
     } 
   } 
 }'                    
  

3. 페더레이션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볼 수 있습니다.

페더레이션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후에는 Lake Formation 콘솔 또는 를 사용하여 Hive 메타스토어의 
테이블 목록을 볼 수AWS CLI 있습니다.

Console

1. 공유 데이터베이스 탭에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선택합니다.
2.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에서 테이블 보기를 선택합니다.

AWS CLI

다음 예에서는 연결 정의, 데이터베이스 이름, 데이터베이스의 일부 또는 모든 테이블을 검색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데이터 카탈로그의AWS 계정 ID를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유효한 ID로 바꿉니
다. 연결 이름으로hms_connection 바꾸십시오.

aws glue get-connection \
--name <hms_connection>  \        
--catalog-id 111122223333 \   

aws glue get-database \
--name <fed_glu_db> \              
--catalog-id 111122223333

aws glue get-tables \
--database-name <fed_glue_db> \
--catalog-id 111122223333

aws glue get-table \
--database-name <fed_glue_db> \
--name <hive_table_name> \
--catalog-id 11112222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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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한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부여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 후에는 계정의 다른 IAM 사용자 및 역할 또는 외부AWS 계정 및 역할에 권한을 
부여할 수AWS Organizations 있습니다. 통합 데이터베이스에는 쓰기 데이터 권한 (삽입, 삭제) 및 메타
데이터 권한 (변경, 삭제, 생성) 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권한 부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
세요Lake Formation 권한을 관리 (p. 133).

5. 페더레이션된 데이터베이스를 쿼리합니다.

권한을 부여하면 사용자는 로그인하여 Athena와 Amazon Redshift Redshift를 사용하여 페더레이션 데
이터베이스에 대한 쿼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는 로컬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사용하여 SQL 
쿼리에서 Hive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Athena 쿼리 구문 구문 구문 구문

fed_glue_db를 이전에 만든 로컬 데이터베이스 이름으로 바꾸십시오.

Select * from fed_glue_db.customers limit 10;

Data Catalogare 페더레이션 작업에 대한 고려 사항 및 
제한 제한 제한 작업에 대한 고려
Hive 데이터베이스에서 생성된 페더레이션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음과 같은 고려 사항 및 제한 사항이 적용됩
니다.

고려 사항

• AWS SAM애플리케이션 지원 —AWS SAM 배포하는 애플리케이션 리소스 (Amazon API Gateway및 
Lambda 함수) 의 가용성에 대한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사용자가 쿼리를 실행할 때 HiveAWS Glue 
Data Catalog 메타스토어와 Hive 메타스토어 간의 연결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 매핑된 데이터베이스 요구 사항 — 모든 Hive 데이터베이스는 Lake Formation의 새 데이터베이스에 매핑
되어야 합니다.

• 데이터베이스 수준 페더레이션 지원 - 데이터베이스 수준에서만 Hive 메타스토어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페더레이션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한 - 페더레이션된 데이터베이스 또는 페더레이션된 데이터베이스

의 테이블에 적용된 권한은 원본 테이블이나 데이터베이스가 삭제되더라도 유지됩니다. 원본 데이터베이
스나 테이블을 다시 만들 때 권한을 다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Lake Formation 권한이 있는 페더레이
션된 테이블을 소스에서 삭제해도 Lake Formation 권한은 계속 표시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습
니다.

사용자가 페더레이션된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면 해당하는 모든 권한이 손실됩니다. 동일한 이름으로 동
일한 데이터베이스를 재생성하면 Lake Formation 권한이 복구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새 권한을 다시 설
정해야 합니다.

• 페더레이션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IAMAllowedPrincipal 그룹 권한 — Lake Formation Formation
은 에 따라 모든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에 대한 권한을 이름이 지정된 가상 그룹으로 설정할 
수IAMAllowedPrincipal 있습니다.DataLakeSettings IAM 보안 주체 정책 및AWS Glue 리소스 정
책을 통해 Data Catalog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IAM 보안 주체를IAMAllowedPrincipal 의미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나 테이블에 이러한 권한이 있는 경우 모든 주도자에게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Lake Formation Formation은 페더레이션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 대
한IAMAllowedPrincipal 권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페더레이션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는CreateTableDefaultPermissions 파라미터를 빈 목록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데이터 레이크의 기본 보안 설정 변경 (p. 262)을 참조하세요.
• 쿼리에서 테이블 조인 — Hive 메타스토어 테이블을 Data Catalog 네이티브 테이블과 결합하여 쿼리를 실

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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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사항

• Hive AWS Glue Data Catalog메타스토어와 Hive 메타스토어 간의 메타데이터 동기화 제한 — Hive 메타스
토어 연결을 설정한 후에는 Hive 메타스토어의 메타데이터를 와 동기화할 페더레이션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AWS Glue Data Catalog 합니다. 페더레이션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은 사용자가 쿼리를 실행
할 때 런타임에 동기화됩니다.

• 페더레이션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새 테이블을 만드는 데 대한 제한 — 페더레이션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새 테이블을 만들 수 없습니다.

• 데이터 권한 제한 — Hive 메타스토어 테이블 뷰에 대한 권한은 Support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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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 Formation 포메이션의 데이터 필
터링 및 셀 수준 보안

데이터 카탈로그 테이블에 Lake Formation 권한을 부여하면 Lake Formation과 통합된 쿼리 결과 및 엔진
에서 특정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데이터 필터링 사양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Lake Formation 
Formation은 데이터 필터링을 사용하여 열 수준 보안, 행 수준 보안 및 셀 수준 보안을 달성합니다.

주제
• 데이터 필터링 (p. 234)
• Lake Formation 포메이션의 데이터 필터 (p. 235)
• 행 필터 표현식의 PartiQL 지원 (p. 237)
• 열 수준 필터링에 대한 참고 (p. 239)
• 행 수준 및 셀 수준 필터링에 대한 참고 (p. 239)
• 셀 수준 필터링을 사용하여 테이블을 쿼리하는 데 필요한 권한 (p. 240)
• 데이터 필터 관리 (p. 241)

데이터 필터링
Lake Formation Formation의 데이터 필터링 기능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수준의 데이터 보안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컬럼 레벨 보안

열 수준 보안 (열 필터링) 으로 Data Catalog 테이블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면 사용자가 테이블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특정 열만 볼 수 있습니다. 대규모 다중 지역 통신 회사의 여러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persons
테이블을 생각해 보십시오. 열 필터링을 사용하여 Data Catalog의 테이블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면 HR 부서
에서 일하지 않는 사용자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PII (개인 식별 가능) 를 보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행 수준 보안

행 수준 보안 (행 필터링) 으로 Data Catalog 테이블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면 사용자가 테이블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특정 데이터 행만 볼 수 있습니다. 필터링은 하나 이상의 열 값을 기반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커뮤니
케이션 회사의 여러 지역 사무소에 자체 HR 부서가 있는 경우 HR 직원이 볼 수 있는 개인 레코드를 해당 지
역의 사원에 대한 레코드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셀 레벨 보안

셀 수준 보안은 매우 유연한 권한 모델을 위해 행 필터링과 열 필터링을 결합합니다. 테이블의 행과 열을 그
리드로 보는 경우 셀 수준 보안을 사용하여 두 차원의 모든 위치에서 그리드의 개별 요소 (셀) 에 대한 액세스
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즉, 행에 따라 다른 열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열이 음영 처리되
어 있는 다음 다이어그램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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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테이블의 예를 계속 살펴보면 행에 국가 열이 “UK”로 설정된 경우 도로명 주소 열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
하고 행의 국가 열이 “US”로 설정된 경우 도로명 주소 열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는 셀 수준의 데이터 필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필터는 읽기 작업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필터를 사용하여SELECT Lake Formation 포메이션에만 권한을 부
여할 수 있습니다.

Lake Formation 포메이션의 데이터 필터
데이터 필터를 생성하여 열 수준, 행 수준 및 셀 수준 보안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에SELECT Lake 
Formation 권한을 부여할 때 데이터 필터를 선택합니다.

각 데이터 필터는 Data Catalog의 특정 테이블에 속합니다. 데이터 필터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 필터 이름
• 필터와 연관된 테이블의 카탈로그 ID
• 테이블 이름
• 테이블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의 이름
• 열 사양 — 쿼리 결과에 포함시키거나 제외할 열 목록입니다.
• 행 필터 표현식 — 쿼리 결과에 포함할 행 을 지정하는 표현식. 몇 가지 제한 사항을 제외하고 표현식

의 구문은WHERE PartiQL 언어의 절 구문을 갖습니다. 모든 행을 지정하려면true 콘솔에 입력하거나 
APIAllRowsWildcard 호출에서 사용하십시오.

행 필터 표현식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행 필터 표현식의 PartiQL 지원 (p. 237).

가져올 수 있는 필터링 수준은 데이터 필터를 채우는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 '모든 열' 와일드카드를 지정하고 행 필터 표현식을 제공하면 행 수준 보안(행 필터링)만 설정됩니다.
• 특정 열을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키고 “모든 행”을 사용하여 “모든 행 을 지정하면” 를 사용하여 “모든 행 을 

지정하면” 를 사용하여 “모든 행”을 지정하면 하면 하면 하면 됩니다.
• 특정 열을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키고 행 필터 표현식도 제공하면 셀 수준 보안(셀 필터링)이 설정됩니다.

Lake Formation 콘솔의 다음 스크린샷은 셀 수준 필터링을 수행하는 데이터 필터를 보여줍니다. orders테
이블에 대한 쿼리의 경우 열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고 쿼리 결과는customer_name 열에 'pharma'가 포함
된 행만 반환합니다.product_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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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 리터럴을 묶을 때는 작은따옴표를 사용한다는 점에'pharma' 유의하세요.

Lake Formation 콘솔을 사용하여 이 데이터 필터를 만들거나CreateDataCellsFilter API 작업에 다음 
요청 객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Name": "restrict-pharma", 
     "DatabaseName": "sales", 
     "TableName": "orders", 
     "TableCatalogId": "111122223333",       
     "RowFilter": {"FilterExpression": "product_type='pharma'"}, 
     "ColumnWildcard": { 
         "ExcludedColumnNames": ["customer_name"] 
     }
}

필요한 만큼 데이터 필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테이블에SELECT 권한 부여 옵션이 있는 권
한이 필요합니다. Data Lake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해당 계정의 모든 테이블에 데이터 필터를 생성할 수 있
는 권한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보안 주체에게 테이블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때는 가능한 데이터 필터의 
하위 집합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orders 테이블에 대해 데이터 필터인 두 번째 데이터 필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row-security-only 위 스크린샷을 참조하여 모든 열에 액세스 옵션을 선택하고 의 행 필터 표현식
을 포함할 수product_type<>pharma 있습니다. 이 데이터 필터의 이름은 일 수no-pharma 있습니다.
product_type열이 'pharma'로 설정된 모든 행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합니다.

이 데이터 필터의CreateDataCellsFilter API 작업에 대한 요청 객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Name": "no-pharma", 
     "DatabaseName": "sales", 
     "TableName": "orders", 
     "TableCatalogId": "111122223333",       
     "RowFilter": {"FilterExpression": "product_type<>'pharma'"}, 
     "ColumnNames": ["customer_id", "customer_name", "order_num" 
          "product_id", "purchase_date", "product_type",  
          "product_manufacturer", "quantity", "price"]
}

그런 다음restrict-pharma 데이터 필터가 있는orders 테이블은 관리 사용자에게SELECT 부여하
고SELECT 데이터 필터가 있는orders 테이블은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no-
pharma 의료 부문 사용자의 경우orders 테이블에 모든 행과 열에SELECT 대한 전체 액세스 권한 (데이터 
필터 없음) 을 부여하거나 가격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또 다른 데이터 필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도 참조하세요.

• 데이터 필터 관리 (p. 241)

행 필터 표현식의 PartiQL 지원
PartiQL 데이터 유형, 연산자 및 집계의 하위 집합을 사용하여 행 필터 표현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Lake 
Formation 포메이션은 필터 표현식에서 사용자 정의 또는 표준 PartiQL 함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비교 연
산자를 사용하여 열을 상수 (예:views >= 10000) 와 비교할 수 있지만 열을 다른 열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
다.

행 필터 표현식은 단순 표현식이거나 복합 표현식일 수 있습니다. 표현식의 총 길이는 2048자 미만이어야 합
니다.

간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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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표현식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column name > <comparison operator ><value >

• 컬럼 이름

테이블 스키마에 있는 최상위 데이터 열 또는 파티션 열이어야 하며 아래지원되는 데이터 형식 (p. 238)
목록에 속해야 합니다.

• 비교 연산자

지원되는 연산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 BETWEEN, IN, LIKE 모든 문자열 
비교 및 LIKE 패턴 일치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 컬럼 값

열 값은 열 이름의 데이터 유형과 일치해야 합니다.

복합 표현식

복합 표현식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simple expression >) <AND/OR >(<simple 
expression >). 논리 연산자를 사용하여 복합 표현식을 추가로 결합할 수AND/OR 있습니다.

지원되는 데이터 형식
지원되지 않는 데이터 유형이 포함된AWS Glue Data Catalog 테이블을 참조하는 행 필터는 오류를 발생시킵
니다. 다음은 데이터 유형에 매핑되는 테이블 열 및 상수에 지원되는Amazon Redshift 데이터 유형입니다.

• STRING, CHAR, VARCHAR

• INT, LONG, BIGINT, FLOAT, DECIMAL, DOUBLE

• BOOLEAN

Amazon Redshift의 데이터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Redshift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안내서 의 데
이터 형식 을 참조하세요.

행 필터 표현식
Example

다음은 열이 있는 테이블에 대한 유효한 행 필터 표현식의 예입니다. country (String), id (Long), 
year (partition column of type Integer), month (partition column of type 
Integer)

• year > 2010 and country != 'US'

• (year > 2010 and country = 'US') or (month < 8 and id > 23)

• (country between 'Z' and 'U') and (year = 2018)

• (country like '%ited%') and (year > 2000)

문자열 상수는 작은따옴표로 묶어야 합니다.

예약어
행 필터 표현식에 PartiQL 키워드가 포함된 경우 열 이름이 키워드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구문 분석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큰따옴표를 사용하여 열 이름을 이스케이프 처리하십시오. 예약 키워드의 예로는 “첫 번
째”, “마지막”, “asc”, “누락”이 있습니다. 예약된 키워드 목록은 PartQL 사양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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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QL
PartiQL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https://partiql.org/.

열 수준 필터링에 대한 참고
열 필터링을 지정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위에서 설명한 대로 데이터 필터를 사용합니다.
• 간단한 열 필터링을 사용합니다.
• 태그를 사용해서 말이죠.

단순 열 필터링은 포함시키거나 제외할 열 목록을 지정하면 됩니다. Lake Formation 콘솔, API 및 둘 다 간단
한 열 필터링을AWS CLI 지원합니다. 예시는 Grant with Simple Column Filtering (p. 181)에서 확인하세요.

열 필터링에는 다음 참고 및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 AWS GlueETL 작업은 데이터 필터 (셀 수준 보안) 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열 필터링을 지원합니다. 작업
이 참조하는 테이블에 단순 열 필터링을 적용하면 작업이 실패합니다. 열 필터링만 원하는 경우 데이터 
필터를 사용하여 테이블에true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고 콘솔에서 행 필터 표현식으로 입력하거나 
APIAllRowsWildcard 호출에 사용하십시오.

• 권한 부여SELECT 옵션 및 열 필터링을 통해 권한을 부여하려면 제외 목록이 아닌 포함 목록을 사용해야 
합니다. 권한 부여 옵션이 없으면 포함 또는 제외 목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열 필터링이 포함된 테이블에 권한을SELECT 부여하려면 권한 부여 옵션을 사용하여 행 제한 없이 테이블
에SELECT 대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모든 행 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권한 부여 옵션 및 열 필터링을SELECT 통해 계정의 보안 주체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보안 주체
는 다른 보안 주체에게 권한을 부여할 때 동일한 열 또는 부여된 열의 하위 집합에 대해 열 필터링을 지정
해야 합니다. 권한 부여 옵션 및 열 필터링을SELECT 통해 외부 계정에 권한을 부여하면 외부 계정의 Data 
Lake 관리자가 계정의 다른 보안 주체에게 모든 열을SELECT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SELECT 열
에 있더라도 해당 주체는 외부 계정에 부여된 열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 파티션 키에는 열 필터링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테이블의 열 하위 집합에 대한SELECT 권한이 있는 보안 주체에게는 해당 테이블에 대

한ALTER,DROPDELETE, 또는INSERT 권한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테이블에 대한ALTER,DROPDELETE, 또
는INSERT 권한이 있는 주도자의 경우 열 필터링을 통해SELECT 권한을 부여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
다.

행 수준 및 셀 수준 필터링에 대한 참고
행 수준 및 셀 수준 필터링에 대한 다음 참고 및 제한 사항에 유의하세요.

• Athena 엔진 버전 3 또는 Amazon Redshift Spectrum Spectrum을 사용하는 경우 모든 지역에서 셀 수준 
보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서비스의 경우 셀 수준 보안은 에 언급된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지원되는 
리전 (p. 303) 있습니다.

• SELECT INTO 설명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structarray, 및map 데이터 형식은 행 필터 표현식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테이블에서 정의할 수 있는 데이터 필터 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테이블의 단일SELECT 주체에 대한 데이터 

필터 권한은 100개로 제한됩니다.
• 행 필터 표현식으로 데이터 필터를 적용하려면 모든 테이블 열에 부여 옵션이 있어야SELECT 합니다. 이 

제한은 외부 계정에 권한이 부여되었을 때 외부 계정의 관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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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블을 쿼리하는 데 필요한 권한

• 주도자가 그룹의 구성원이고 주도자와 그룹 모두에 행의 하위 집합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 주도자의 
유효 행 사용 권한은 보안 주체의 권한과 그룹 권한이 합쳐진 것입니다.

• 행 수준 및 셀 수준 필터링에 대한 테이블에서 다음 열 이름이 제한됩니다.
• ctid
• oid
• xmin
• cmin
• xmax
• cmax
• 탁상형
• 인서트아이디
• 삭제됨
• 수입품
• 빨간 고양이 고유 ID

• 테이블에 모든 행 필터 표현식을 술어가 있는 다른 필터 표현식과 동시에 적용하면 모든 행 필터 표현식이 
다른 모든 필터 표현식보다 우선합니다.

• 행의 하위 집합에 대한 권한이 외부 계정에 부여되고 외부AWS 계정의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가 해당 계정
의 보안 주체에게 해당 권한을 부여할 때 보안 주체의 유효 필터 술어는 계정의 술어와 보안 주체에게 직접 
부여된 술어의 교집합입니다.

예를 들어 계정에 술어가 포함된 행 권한이dept='hr' 있고 보안 주체에게 별도의 권한이 부여된 경우 보
안 주체는dept='hr' 및 가 있는 행에만 액세스할 수country='us' 있습니다.country='us'

셀 수준 필터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Lake Formation 포메이션의 데이터 필터링 및 셀 수준 
보안 (p. 234).

셀 수준 필터링을 사용하여 테이블을 쿼리하는 데 필
요한 권한

셀 수준 필터링이 있는 테이블에 대해 쿼리를 실행하려면 다음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권한이 필요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lakeformation:StartQueryPlanning", 
                "lakeformation:GetQueryState", 
                "lakeformation:GetWorkUnits", 
                "lakeformation:GetWorkUnitResults" 
            ], 
            "Resource": "*" 
        } 
    ]
}

Lake Formation Formation의 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Lake Formation 페르소나 및 
IAM 권한 참조 (p.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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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필터 관리
열 수준, 행 수준 및 셀 수준 보안을 구현하려면 데이터 필터를 만들고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각 데이터 필
터는 데이터 카탈로그 테이블에 속합니다. 테이블에 대해 여러 데이터 필터를 만든 다음 테이블에 대한 권한
을 부여할 때 하나 이상의 데이터 필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필터를 만들거나 보려면SELECT 권한 부여 옵션과 함께 사용 권한이 필요합니다. 계정의 보안 주체가 
데이터 필터를 보고 사용하도록 허용하려면 데이터 필터에 대한DESCRIBE 권한을 부여하면 됩니다.

Note

Lake Formation Formation은 다른 계정에서 공유하는 데이터 필터에 대한Describe 권한 부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AWS Lake Formation콘솔, API 또는AWS Command Line Interface (AWS CLI) 를 사용하여 데이터 필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필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Lake Formation 포메이션의 데이터 필터 (p. 235)

데이터 필터 생성
각 데이터 카탈로그 테이블에 대해 하나 이상의 데이터 필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Data Calog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 필터를 만들려면 (콘솔) (콘솔)

1. Lake Formation 콘솔(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을 엽니다.

대상 테이블에 Lake Formation 권한이 있는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대상 테이블 소유자 또는 주도자로 
서명하십시오.

2. 탐색 창의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데이터 필터를 선택합니다.
3. 데이터 필터 페이지에서 새 필터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4. 데이터 필터 생성 (Case) 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데이터 필터 이름
• 대상 데이터베이스 - - 테이블이 들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합니다.
• 대상 테이블
• 열 수준 액세스 — 행 필터링만 지정하려면 이 설정을 모든 열에 대한 액세스로 설정하십시오. 열 포함 

또는 열 제외를 선택하여 열 또는 셀 필터링을 지정한 다음 포함하거나 제외할 열을 지정합니다.
• 행 필터 표현식 — 행 또는 셀 필터링을 지정하는 필터 표현식을 입력합니다. 지원되는 데이터 유형 

및 연산자는 을 참조하십시오행 필터 표현식의 PartiQL 지원 (p. 237). 행 필터 표현식을 사용하려
면true 필드에 를 입력하세요.

다음 스크린샷은 셀 필터링을 구현하는 데이터 필터를 보여줍니다. orders테이블에 대한 쿼리에서는 
열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하고customer_name 열에 'pharma'가 있는 행만 표시합니다.product_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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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reate filter(필터 생성)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필터 권한 부여
데이터 필터에 대한SELECT,DESCRIBE 및DROP Lake Formation 권한을 주도자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테이블용으로 만든 데이터 필터를 사용자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보안 주체가 데이터 필터를 볼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데이터 필터에 데이터 카탈로그 권한을 부여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합니다.

• 부여 옵션을 사용하여SELECT 테이블에서 보안 주체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데이터 필터를 권한 부여에 적
용합니다.

• 데이터 필터에 대한DESCRIBE 또는DROP 권한을 보안 주체에게 부여합니다.

외부AWS 계정에SELECT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계정의 Data Lake 관리자가 해당 권한을 
계정의 다른 주체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외부 계정에 권한을 부여할 때는 외부 계정 관리자가 자신의 계정
에 있는 다른 사용자에게 권한을 중첩시킬 수 있도록 권한 부여 옵션을 포함해야 합니다. 계좌에 있는 원금에
게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 옵션을 통한 보조금은 선택 사항입니다.

AWS Lake Formation콘솔, API 또는AWS Command Line Interface (AWS CLI) 를 사용하여 데이터 필터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Console

1. AWS Management Console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 에서 Lake 
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의 권한에서 데이터 레이크 권한을 선택합니다.
3. 권한 페이지의 데이터 권한 섹션에서 허용을 선택합니다.
4. 데이터 권한 부여 페이지에서 권한을 부여할 주체를 선택합니다.
5. LF-태그 또는 카탈로그 리소스 섹션에서 명명된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권한을 부여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및 데이터 필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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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데이터 필터 권한 섹션에서 선택한 주도자에게 부여할 권한을 선택합니다.

AWS CLI

• grant-permissions명령을 입력합니다. resource인수에DataCellsFilter 대해 지정하
고DESCRIBE, 인수에는DROP or를 지정하고,PermissionsPermissionsWithGrantOption 인
수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지정합니다.

다음 예에서는AWS 계정 1111-2222-3333의sales 데이터베이스orders 테이블에 속하는 데이터 
필터에datalake_user1restrict-pharma 대한 권한 부여 옵션을 사용자에게DESCRIBE 부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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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lakeformation grant-permissions --cli-input-json file://grant-params.json

다음은 파일의grant-params.json 내용입니다.

{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 "arn:aws:iam::111122223333:user/
datalake_user1"}, 
    "Resource": { 
        "DataCellsFilter": { 
            "TableCatalogId": "111122223333", 
            "DatabaseName": "sales", 
            "TableName": "orders", 
            "Name": "restrict-pharma" 
        } 
    }, 
    "Permissions": ["DESCRIBE"], 
    "PermissionsWithGrantOption": ["DESCRIBE"]
}

데이터 필터가 제공하는 데이터 권한 부여
데이터 필터는 테이블 내의 데이터 하위 집합을 나타냅니다. 보안 주체에게 데이터 액세스를 제공하려면 해
당 보안 주체에게SELECT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허가를 받으면 교장은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계정과 공유된 테이블 목록에서 실제 테이블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 공유 테이블에 데이터 필터를 생성하고 해당 데이터 필터에 대한 권한을 해당 사용자에게 부여합니다.

Console

SELECT 권한을 부여하려면

1. Lake Formation 콘솔의 권한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 Grant를 선택합니다.

2.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려는 보안 주체를 선택하고 이름이 지정된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를 선택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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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터가 나타내는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려면 데이터 필터 권한에서 선택을 선택합니다.

CLI

grant-permissions명령을 입력합니다. 리소스DataCellsFilter 인수로 지정하고 Permission 인
수로SELECT 지정합니다.

다음 예에서는sales 데이터베이스의orders 테이블에 속하는 데이터 필터를restrict-pharma 사용
자에게datalake_user1 부여 옵션과SELECT 함께AWS 계정1111-2222-3333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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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lakeformation grant-permissions --cli-input-json file://grant-params.json 

다음은 파일의grant-params.json 내용입니다.

{ 
    "Principal": { 
        "DataLakePrincipalIdentifier": "arn:aws:iam::111122223333:user/datalake_user1" 
    }, 
    "Resource": { 
        "DataCellsFilter": { 
            "TableCatalogId": "111122223333",  
            "DatabaseName": "sales",  
            "TableName": "orders",  
            "Name": "restrict-pharma" 
        } 
    }, 
    "Permissions": ["SELECT"]
} 

데이터 필터 보기
Lake Formation 콘솔 또는 Lake Formation API를 사용하여 데이터 필터를 볼 수 있습니다.AWS CLI

데이터 필터를 보려면 Data Lake 관리자이거나 데이터 필터에 필요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Console

1. AWS Management Console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 에서 Lake 
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의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데이터 필터를 선택합니다.

페이지에는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 필터가 표시됩니다.

3. 데이터 필터 세부 정보를 보려면 데이터 필터를 선택한 다음 보기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필터 세부 
정보가 포함된 새 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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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LI

list-data-cells-filter명령을 입력하고 테이블 리소스를 지정합니다.

다음 예에서는cloudtrailtest_cloudtrail 테이블의 데이터 필터를 나열합니다.

aws lakeformation list-data-cells-filter --table '{ "CatalogId":"123456789012",  
"DatabaseName":"lakeformation_cloudtrail", "Name":"cloudtrailtest_cloudtrail"}'

API/SDK

ListDataCellsFilterAPI를 사용하고 테이블 리소스를 지정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Python을 사용하여myTable 테이블의 처음 20개 데이터 필터를 나열합니다.

response = client.list_data_cells_filter( 
    Table = { 
        'CatalogId': '111122223333', 
        'DatabaseName': 'mydb', 
        'Name': 'myTable' 
    }, 
    MaxResults=20
)

데이터 필터 권한 목록
Lake Formation 콘솔을 사용하여 데이터 필터에 부여된 권한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필터에 대한 권한을 보려면 Data Lake 관리자이거나 데이터 필터에 필요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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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ole

1. AWS Management Console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 에서 Lake 
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의 권한에서 데이터 권한을 선택합니다.
3. 데이터 권한 페이지에서 검색 필드를 클릭하거나 탭하고 속성 메뉴에서 리소스 유형을 선택합니다.
4. 리소스 유형 메뉴에서 리소스 유형: 데이터 셀 필터를 선택합니다.

사용 권한이 있는 데이터 필터가 나열됩니다. 권한 및 부여 가능 열을 보려면 가로로 스크롤해야 할 
수 있습니다.

AWS CLI

• list-permissions명령을 입력합니다. resource인수에DataCellsFilter 대해 지정하
고DESCRIBE, 인수에는DROP or를 지정하고,PermissionsPermissionsWithGrantOption 인
수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지정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데이터 필터의 부여 옵션이 있는DESCRIBE 권한을restrict-pharma 나열합니다. 
결과는AWS 계정 1111-2222-3333의sales 데이터베이스 주체datalake_user1 및orders 테이
블에 부여된 권한으로 제한됩니다.

aws lakeformation list-permissions --cli-input-json file://list-params.json

다음은 파일의grant-params.json 내용입니다.

{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 "arn:aws:iam::111122223333:user/
datalake_user1"}, 
    "Resource": { 
        "DataCellsFilter": { 
            "TableCatalogId": "111122223333", 
            "DatabaseName": "sales", 
            "TableName": "orders", 
            "Name": "restrict-pharma" 
        } 
    }, 
    "Permissions": ["DESCRIBE"], 
    "PermissionsWithGrantOption": ["DESCRI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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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Lake Formatio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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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내 보안 및 클라우드의 보안
으로 설명합니다.

• 클라우드의 보안 - AWS는 AWS 클라우드에서 AWS 서비스를 실행하는 인프라를 보호합니다. AWS는 또
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타사 감사원은 정기적으로 AWS 규제 준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안 효과를 테스트하고 검증합니다. AWS Lake Formation에 적용되는 규정 준수 프로그램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규정 준수 프로그램 제공 범위 내의 AWS 서비스를 참조하세요.

• 클라우드 내 보안 – 귀하의 책임은 귀하가 사용하는 AWS 서비스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한 귀하는 데이터
의 민감도, 회사 요구 사항, 관련 법률 및 규정을 비롯한 기타 요소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Lake Formation 사용 시 책임 분담 모델을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주
제에서는 보안 및 규정 준수 목적에 맞게 Lake Formation Formation을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또한 다
른 사용 방법을 배우려면AWSLake Formation 리소스를 모니터링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
공합니다.

주제
• Lake Formation 포메이션에서의 데이터 보호 (p. 250)
• AWS Lake Formation의 인프라 보안 (p. 251)
• 교차 서비스 혼동된 대리자 예방 (p. 251)
• Lake Formation 포메이션의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 및 액세스 제어 (p. 252)
• 보안 이벤트 로그인AWS Lake Formation (p. 264)
• Lake Formation 위한 서비스 연결 역할 사용 (p. 265)

Lake Formation 포메이션에서의 데이터 보호
AWS공동 책임 모델 공동 책임 모델 이 모델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AWS는 모든 AWS 클라우드를 실행하는 
글로벌 인프라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인프라에서 호스팅되는 콘텐츠에 대한 제어를 유지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이 콘텐츠에는 사용하는 AWS 서비스 서비스의 보안 구성과 관리 작업이 포함돼 있습
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FAQ를 참조하세요. 유럽의 데이터 보호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보안 블로그의 AWS 공동 책임 모델 및 GDPR 블로그 게시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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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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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는 필수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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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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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이메일 주소와 같은 기밀 정보나 중요한 정보는 태그나 이름 필드와 같은 자유 양식 필드에 입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L레이크, APIAWS CLI, 또는AWS 서비스AWS SDK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
우가 포함됩니다. 이름에 사용되는 태그 또는 자유 형식 필드에 입력하는 모든 데이터는 청구 또는 진단 로그
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외부 서버에 URL을 제공할 때 해당 서버에 대한 요청을 검증하기 위해 자격 증명 정
보를 URL에 포함시켜서는 안됩니다.

저장 데이터 암호화
AWS Lake Formation다음 영역에서 데이터 암호화를 지원합니다.

• Amazon SSSSSSS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데
이터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Lake Formation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 를 통한 데이터 암호화를 지원합니다. 데이터
는 일반적으로 ETL (AWS Glue추출, 변환 및 로드) 를 통해 데이터 AWS Glue작업으로 기록된 데이터 암
호화 를 AWS Glue참조하세요.

• Lake Formation Formation은 여기서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를 설명하는 메타데이터 테이블을 저장합니
다.AWS Glue Data Catalog

자세한 내용은 AWS Glue개발자 안내서의 데이터 카탈로그 암호화를 참조하십시오.

Amazon S3 위치를 데이터 레이크의 스토리지로 추가하려면 에 위치를 등록해야AWS Lake Formation 합니
다. 그런 다음 Lake Formation 권한을 사용하여 이 위치를 가리키는AWS Glue Data Catalog 객체 및 해당 위
치의 기본 데이터에 대한 세밀한 액세스 제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LSSS데이터 SSS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SSS데이터 데이터 SS데이터 SS데이터 S데이터 S데이터 S데이터 
데이터 자세한 정보는 암호화된 Amazon S3 위치 등록 (p. 106) 단원을 참조하세요.

AWS Lake Formation의 인프라 보안
관리형 서비스인 AWS Lake Formation는 Amazon Web Services: 보안 프로세스 개요 백서에 설명된 AWS 
글로벌 네트워크 보안 절차로 보호됩니다.

에서AWS 게시한 API 호출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Lake Formation 포메이션에 액세스합니다. 클라
이언트가 전송 계층 보안(TLS) 1.0 이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TLS 1.2 이상을 권장합니다. 클라이언트는 
Ephemeral Diffie-Hellman(DHE) 또는 Elliptic Curve Ephemeral Diffie-Hellman(ECDHE)과 같은 PFS(전달 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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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 서비스 혼동된 대리자 예방
혼동된 대리자 문제는 작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는 엔터티가 권한이 더 많은 엔터티에게 작업을 수행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보안 문제입니다. AWS에서는 교차 서비스 가장으로 인해 혼동된 대리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차 서비스 가장은 한 서비스(호출하는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호출되는 서비스)를 호출할 때 발
생할 수 있습니다. 호출하는 서비스는 다른 고객의 리소스에 대해 액세스 권한이 없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권
한을 사용하도록 조작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AWS에서는 계정의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부여된 서비스 보안 주체를 사용하여 모든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를 제공합
니다.

aws:SourceArn가 리소스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한을 제한하려면 리소스 정책에서
aws:SourceAccount 및 AWS Lake Formation 글로벌 조건 컨텍스트 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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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조건 컨텍스트 키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 aws:SourceAccount 값과 aws:SourceArn 값의 계정은 동일
한 정책 문에서 사용할 경우 동일한 계정 ID를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Lake Formation 포메이션은 지원aws:SourceArn형식은 다음과 같아줍니다.

arn:aws:lakeformation:aws-region:account-id:*

다음 예제는 다음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aws:SourceArn과aws:SourceAccount혼동된 대리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Lake Formation 형성의 전역 조건 컨텍스트 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ConfusedDeputyPreventionExamplePolicy",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lakeformation.amazonaws.com" 
      }, 
      "Action": [ 
        "sts:AssumeRole" 
      ],       
      "Condition": { 
        "StringEquals": { 
          "aws:SourceAccount": "account-id" 
        }, 
        "ArnEquals": { 
          "aws:SourceArn": "arn:aws:lakeformation:aws-region:account-id:*" 
        } 
      } 
    } 
  ]
}

Lake Formation 포메이션의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 및 액세스 제어

AWS Lake Formation간단한 권한 부여/취소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권한 모델을 제공합니다. Lake 
Formation 권한은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권한과 결합하여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된 데
이터 및 해당 데이터를 설명하는 메타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합니다.

Lake Formation 권한 모델의 세부 정보를 알아보기 전에 다음 배경 정보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Lake Formation
• Lake Formation Formation은 로그 및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와 같이 데이터 레이크로 가져올 소스 

데이터와 Amazon S3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포함된 데이터 카탈로그를 유지 
관리합니다. 메타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로 구성됩니다. 메타데이터 테이블에는 스키마, 위치, 파
티셔닝 및 해당 테이블이 나타내는 데이터에 대한 기타 정보가 포함됩니다.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는 테
이블 모음입니다.

• Lake Formation 데이터 카탈로그는 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데이터AWS Glue 카탈로그입니다. AWS 
Glue크롤러를 사용하여 데이터 카탈로그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으며AWS Glue 추출, 변환, 변환, 변환, 변
환, 변환, 변환, 변환, 변환, 변환, 변환, 변환, 변환, 변환, 변환, 변환, 변환, 변환, 변환, 변환, 변환, 변환, 변
환, 변환, 변환, 변환, 변환, 변환, 변환, 변환, 변환, 변환, 변환, 변환

• 데이터 카탈로그의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을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라고 합니다. 데이터 카탈로그의 테
이블은 데이터 소스의 테이블이나 Amazon S3 테이블 형식 데이터와 구별하기 위해 메타데이터 테이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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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합니다. Amazon S3 또는 데이터 소스에서 메타데이터 테이블이 가리키는 데이터를 기본 데이터라고
합니다.

• 보안 주체는 SAML 공급자를 통해 Lake Formation으로 인증하거나 계정 간 액세스 제어의 경우 계정 ID, 
조직 ID 또는 조직 단위 ID를 사용하는 사용자 또는 역할, Amazon QuickSight 사용자 또는 그룹, 사용자 또
는 그룹입니다.AWS

• AWS Glue크롤러는 메타데이터 테이블을 생성하지만 Lake Formation 콘솔, API 또는AWS Command 
Line Interface (AWS CLI) 를 사용하여 메타데이터 테이블을 수동으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테이블을 생성할 때 위치를 지정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 위치는 선택 사항입니다. 테이블 
위치는 Amazon S3 위치이거나 Amazon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와 같
은 데이터 소스 위치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위치는 항상 Amazon S3 위치입니다.

• Amazon Athena 및 Amazon Redshift Redshift와 같이 Lake Formation 포메이션과 통합된 서비스는 데이
터 카탈로그에 액세스하여 메타데이터를 가져오고 쿼리 실행에 대한 승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 서
비스의 전체 목록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AWSLake Formation Formation과의 서비스 통합 (p. 9).

주제
• Lake Formation 출입 통제 개요 (p. 253)
• AWSLake Formation (p. 261)
• 데이터 레이크의 기본 보안 설정 변경 (p. 262)
• 권한 예제 (p. 264)

Lake Formation 출입 통제 개요
의 액세스AWS Lake Formation 제어는 다음 두 영역으로 나뉩니다.

• 메타데이터 액세스 제어 —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에 대한 권한 (데이터 카탈로그 권한)

이러한 권한을 통해 주도자는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을 만들고, 읽고, 
업데이트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 기본 데이터 액세스 제어 — 아마존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내 위치에 대한 권한 (데이터 액
세스 권한 및 데이터 위치 권한).
• 데이터 액세스 권한을 통해 보안 주체는 Data Catalog 리소스가 가리키는 데이터인 기본 Amazon S3 위

치에서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위치 권한을 사용하면 보안 주체가 특정 Amazon S3 위치를 가리키는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을 생성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레이크 포메이션은 두 영역 모두에서 Lake Formation 권한과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권한을 조합하여 사용합니다. IAM 권한 모델은 IAM 정책으로 구성됩니다. Lake Formation 권한 모델은 다음
과 같은 DBMS 스타일의 GRANT/REVOKE 명령으로Grant SELECT on tableName to userName 구
현됩니다.

주도자가 Data Catalog 리소스 또는 기본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할 때 요청이 성공하려면 IAM과 Lake 
Formation Formation의 권한 검사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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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 Formation 권한은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 Amazon S3 위치 및 해당 위치의 기본 데이터에 대한 액세
스를 제어합니다. IAMAWS Glue 권한은 Lake Formation 포메이션과 API 및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합
니다. 따라서 Data Catalog (CREATE_TABLE) 에서 메타데이터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는 Lake Formation 권
한이 있더라도glue:CreateTable API에 대한 IAM 권한이 없으면 작업이 실패합니다. (왜glue: 허가가 
필요한가요? Lake FormationAWS Glue 데이터 카탈로그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Note

Lake Formation 허가는 해당 허가가 부여된 지역에서만 적용됩니다.

주제
• 세분화된 액세스 (p. 254)
• 메타데이터 (p. 255)
• 기본 데이터 액세스 (p. 258)

세분화된 액세스
데이터 레이크의 목표는 데이터에 대한 세밀한 액세스 제어를 하는 것입니다. Lake Formation 포메이션에서 
이는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 및 Amazon S3 위치에 대한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를 의미합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세분화된 액세스

방법 Lake Formation IAM 권한 설명

방법 1 열기 세분화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을 위한 기본AWS Glue 메서드
입니다.

• 개방이란 그룹에 특별 권한이 부여되
며IAMAllowedPrincipals,Super 이 
권한이 자동으로 생성되고 IAM 정책에 따
라 Data Catalog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
는IAMAllowedPrincipals 모든 IAM 사용자 및 
역할을 포함하며, 이Super 권한을 통해 보안 주
체는 해당 권한이 부여된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
블에서 지원되는 모든 Lake Formation 작업을 수
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
스 및 Amazon S3 위치에 대한 액세스가 IAM 정책
으로만 효과적으로 제어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
이터 레이크의 기본 보안 설정 변경 (p. 262) 및
AWS Lake Formation모델에 대한AWS Glue 데이
터 권한 업그레이드 (p. 23) 단원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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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Lake Formation IAM 권한 설명
• 세분화된다는 것은 IAM 정책이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 및 개별 Amazon S3 버킷에 대한 모든 액세
스를 제어한다는 의미입니다.

Lake Formation 콘솔에서 이 메서드는 IAM 액세스 
제어만 사용으로 표시됩니다.

방법 2 세분화 굵은 입자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분화된 액세스는 개별 보안 주체에게 Data 
Catalog 리소스, Amazon S3 위치 및 해당 위치의 
기본 데이터에 대한 제한된 Lake Formation 권한
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간결하다는 것은 개별 작업 및 Amazon S3 위치에 
대한 액세스에 대한 권한이 더 넓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예를 들어, 간략한 IAM 정책에는 보안 주
체가 카탈로그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
어할 수 있는 Lake Formation 권한을 남겨두는 것
이"glue:*" 포함되거나 그"glue:Create*" 대
신"glue:CreateTables"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주도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API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되 다른 API와 리소스
는 차단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안 주체가 Data Catalog 리소스를 생성하고 워
크플로를 생성 및 실행할 수 있지만AWS Glue 연
결 또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생성할 수는 없도록 
하는 IAM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의 뒷
부분에 있는 예제를 참조하십시오.

Important

다음에 유의하세요.

• 기본적으로 Lake Formation Formation에는 기존AWS Glue 데이터 카탈로그 동작과의 호환성을 
위해 IAM 전용 사용 액세스 제어 설정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Lake Formation 권한을 사용하도
록 전환한 후에는 이러한 설정을 비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데이터 레이크의 기
본 보안 설정 변경 (p. 262)을 참조하세요.

•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와 데이터베이스 생성자는 사용자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암시적인 Lake 
Formation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암시적 Lake Formation Lake Formation 권한
을 (p. 135)을 참조하세요.

메타데이터
Data Catalog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제어의 경우 다음 설명에서는 Lake Formation 권한을 통한 세분화된 액
세스 제어와 IAM 정책을 통한 대략적인 액세스 제어를 가정합니다.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에 Lake Formation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지정된 리소스 액세스 제어 — 이 방법을 사용하면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 이름을 지정하여 특정 데이
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에 권한을 부여합니다. 보조금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여 옵션 포함] 리소스에 대한 권한을 주도자에게 부여합니다.

부여 옵션을 사용하면 수혜자가 다른 주도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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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 — 이 방법을 사용하면 Data Catalog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및 열에 하나 이상
의 LF-태그를 할당하고 하나 이상의 LF-태그에 대한 권한을 주도자에게 부여합니다. 각 LF-태그는 키-
값department=sales 페어입니다.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의 LF-태그와 일치하는 LF-태그가 있는 보안 
주체는 해당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이 많은 데이터 레이크에 
권장됩니다. 에 자세히 설명되어Lake Formation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p. 136) 있습니다.

주체가 리소스에 대해 갖는 권한은 두 메서드에서 부여된 권한의 합집합입니다.

다음 표에는 Data Catalog 리소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Lake Formation 권한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열 제목은 
권한이 부여된 리소스를 나타냅니다.

카탈로그 데이터베이스 표

CREATE_DATABASE CREATE_TABLE ALTER

  ALTER DROP

  DROP DESCRIBE

  DESCRIBE SELECT*

    INSERT*

    DELETE*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에CREATE_TABLE 권한이 부여됩니다. 즉, 주도자가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별표 (*) 가 있는 권한은 Data Catalog 리소스에 부여되지만 기본 데이터에는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메타데
이터 테이블에 대한DROP 권한을 사용하여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테이블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
한 테이블에DELETE 권한이 부여되면DELETE SQL 문 등을 사용하여 Amazon S3에서 테이블의 기본 데이터
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이 있으면 Lake Formation 콘솔에서 테이블을 보고AWS Glue API를 사
용하여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SELECTINSERT, 및DELETE 는 모두 데이터 카
탈로그 권한이자 데이터 액세스 권한입니다.

테이블에 권한을SELECT 부여할 때 하나 이상의 열을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필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
게 하면 메타데이터 테이블 열에 대한 세밀한 액세스 제어가 가능하여 통합 서비스 사용자가 쿼리를 실행할 
때 볼 수 있는 열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IAM 정책만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름이 지정된 특별 권한도Super 있습니다. Super권한을 통해 주도자는 권한이 부여된 데이터베이스 또
는 테이블에서 지원되는 모든 Lake Formation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은 다른 Lake Formation 
권한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타데이터INSERT 테이블에 및 를Super 부여할 수 있습
니다.SELECT 주도자는 테이블에서 지원되는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Super, 취소해도SELECT
및INSERT 권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각 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Lake Formation 권한 참조 (p. 189).

Important

다른 사용자가 만든 데이터 카탈로그 테이블을 보려면 해당 테이블에 대해 하나 이상의 Lake 
Formation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테이블에 대한 권한이 하나 이상 부여된 경우 테이블에 포함
된 데이터베이스도 볼 수 있습니다.

Lake Formation 콘솔, API 또는AWS Command Line Interface (AWS CLI) 를 사용하여 데이터 카탈로그 권
한을 부여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에게retail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을 만들 수 있
는datalake_user1 권한을 부여하는AWS CLI 명령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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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lakeformation grant-permissions --principal 
 DataLakePrincipalIdentifier=arn:aws:iam::111122223333:user/datalake_user1  
 --permissions "CREATE_TABLE" --resource '{ "Database": {"Name":"retail"}}'

다음은 Lake Formation 권한으로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를 보완하는 간략한 액세스 제어 IAM 정책의 예입니
다. 모든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에 대한 모든 작업을 허용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glue:*Database*", 
                "glue:*Table*", 
                "glue:*Partition*" 
            ], 
            "Resource": "*" 
        } 
    ]
}

다음 예시도 간단하지만 좀 더 제한적입니다. 지정된 계정 및 지역의 Data Catalog에 있는 모든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에 대한 읽기 전용 작업을 허용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glue:GetTables", 
                "glue:SearchTables", 
                "glue:GetTable", 
                "glue:GetDatabase",  
                "glue:GetDatabases" 
            ], 
            "Resource": "arn:aws:glue:us-east-1:111122223333:*" 
        }  
    ]    
}

이러한 정책을 IAM 기반의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를 구현하는 다음 정책과 비교해 보십시오. 지정된 계정 및 
지역의 CRM (고객 관계 관리)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하위 집합에만 권한을 부여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glue:GetTables", 
                "glue:SearchTables", 
                "glue:GetTable", 
                "glue:GetDatabase",  
                "glue:GetDatabases" 
            ], 
            "Resource": [ 
                "arn:aws:glue:us-east-1:111122223333:catalog", 
                "arn:aws:glue:us-east-1:111122223333:database/CRM", 
                "arn:aws:glue:us-east-1:111122223333:table/CRM/P*" 

257



AWS Lake Formation 개발자 안내서
Lake Formation 출입 통제 개요

            ] 
        }  
    ]    
}

간략한 액세스 제어 정책의 더 많은 예는 을 참조하십시오Lake Formation 페르소나 및 IAM 권한 참
조 (p. 285).

기본 데이터 액세스
통합AWS 서비스에서 액세스가 제어되는 Amazon S3 위치의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하면 Lake 
Formation Formation은 데이터에 액세스하기 위한 임시 자격 증명을 제공합니다.AWS Lake Formation

Lake Formation Amazon S3 로케이션의 기본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려면 Lake 
Formation 포메이션에 해당 위치를 등록해야 합니다.

Amazon S3 위치를 등록한 후 다음과 같은 Lake Formation 권한 부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액세스 권한 (SELECTINSERT, 및DELETE) 해당 위치를 가리키는 데이터 카탈로그 테이블의 데이
터 액세스 권한

• 해당 위치의 데이터 위치 권한.

Lake Formation 데이터 위치 권한은 특정 Amazon S3 위치를 가리키는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를 만들거나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어합니다. 데이터 위치 권한은 데이터 레이크 내 위치에 추가 보안 계층을 제공합니
다. 보안 주체에게CREATE_TABLE 또는ALTER 권한을 부여하면 보안 주체가 메타데이터 테이블을 만들거나 
변경할 수 있는 위치를 제한하는 데이터 위치 권한도 부여합니다.

Amazon S3 로케이션은 버킷 아래에 있는 버킷 또는 접두사이지만 개별 Amazon S3 객체는 아닙니다.

Lake Formation 콘솔, API 또는 를 사용하여 보안 주체에게 데이터 위치 권한을 부여할 수AWS CLI 있습니
다. 보조금의 일반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grant DATA_LOCATION_ACCESS to principal on S3 location [with grant option]

with grant option포함하면 수혜자가 다른 주도자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Lake Formation 권한은 세밀한 액세스 제어를 위해 항상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권한
과 함께 작동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기본 Amazon S3 데이터에 대한 읽기/쓰기 권한의 경우 다음과 같이 
IAM 권한이 부여됩니다.

위치를 등록할 때 해당 위치에 대한 읽기/쓰기 권한을 부여하는 IAM 역할을 지정합니다. Lake Formation 
Formation은 통합AWS 서비스에 임시 자격 증명을 제공할 때 이러한 역할을 맡습니다. 일반적인 역할에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된 위치는 버킷입니다awsexamplebucke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3:PutObject", 
                "s3:GetObject", 
                "s3:DeleteObject" 
            ], 
            "Resource": [ 
                "arn:aws:s3:::awsexamplebuck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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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ffect": "Allow", 
            "Action": [ 
                "s3:ListBucket" 
            ], 
            "Resource": [ 
                "arn:aws:s3:::awsexamplebucket" 
            ] 
        } 
    ]
}

Lake Formation Formation은 등록 시 이와 같은 정책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연결 역
할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Lake Formation 위한 서비스 연결 역할 사용 (p. 265)을 참조하세요.

따라서 Amazon S3 위치를 등록하면 해당 위치에 필요한 IAMs3: 권한이 부여되며, 여기서 권한은 위치를 
등록하는 데 사용된 역할에 따라 지정됩니다.

Important

요청자 지불이 활성화된 Amazon S3 버킷을 등록하지 마십시오. Lake Formation Formation에 등록
된 버킷의 경우 버킷을 등록하는 데 사용된 역할이 항상 요청자로 간주됩니다. 다른AWS 계정에서 
버킷에 액세스한 경우, 역할이 버킷 소유자와 동일한 계정에 속하면 버킷 소유자에게 데이터 액세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Lake Formation 권한 외에도 기본 데이터에 대한 읽기/쓰기 액세스를 위해서는 보안 주체에게 다음과 같은 
IAM 권한도 필요합니다.

lakeformation:GetDataAccess

이 권한을 통해 Lake Formation은 데이터에 액세스하기 위한 임시 보안 인증 요청을 승인합니다.
Note

Amazon Athena를 사용하려면 사용자에게lakeformation:GetDataAccess 권한이 있어야 합니
다. 다른 통합 서비스는 기본 실행 역할이lakeformation:GetDataAccess 권한을 가져야 합니
다.

이 권한은 의 권장 정책에 포함되어Lake Formation 페르소나 및 IAM 권한 참조 (p. 285) 있습니다.

요약하면, Lake Formation 책임자가 Lake Formation 권한으로 액세스를 제어하여 기본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려면:

• 데이터가 포함된 Amazon S3 위치는 Lake Formation
• 기본 데이터 위치를 가리키는 데이터 카탈로그 테이블을 만드는 주도자에게는 데이터 위치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기본 데이터를 읽고 쓰는 주도자에게는 기본 데이터 위치를 가리키는 Data Catalog 테이블에 대한 Lake 

Formation 데이터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기본 데이터를 읽고 쓰는 주도자는lakeformation:GetDataAccess IAM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Note

Lake Formation 권한 모델은 IAM 또는 Amazon S3 정책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경우 Amazon S3 
API 또는 콘솔을 통한 Amazon S3 위치 액세스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보안 주체에 IAM 정책을 연결
하여 이 액세스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위치 권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데이터 위치 권한은 Data Catalog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에 대한 생성 및 업데이트 작업의 결과를 제어합니
다.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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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주체는 Amazon S3 위치에 대한 명시적 또는 암시적 데이터 위치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해당 위치를 
지정하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명시적DATA_LOCATION_ACCESS 권한은 콘솔, API 또는 를 사용하여AWS CLI 부여됩니다.
• 암시적 권한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위치를 가리키는 위치 속성이 있고 보안 주체에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CREATE_TABLE 사용 권한이 있으며 보안 주체가 해당 위치 또는 하위 위치에서 테이블을 만들려고 
할 때 부여됩니다.

• 보안 주체에게 특정 위치에 대한 데이터 위치 권한이 부여된 경우 보안 주체는 모든 하위 위치에 대한 데이
터 위치 권한을 가집니다.

• 보안 주체는 기본 데이터에 대한 읽기/쓰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 위치 권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SELECT또는INSERT 데이터 액세스 권한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데이터 위치 권한은 해당 위치를 가리키는 
Data Catalog 리소스를 만드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에 표시된 시나리오를 고려합니다.

이 다이어그램에서:

• Amazon S3 버킷Products 및Customer Service 은 Lake Formation 포메이션에 등록됩니
다.Finance

• Database A에는 위치 속성이 없으며Database BCustomer Service 버킷을 가리키는 위치 속성이 
있습니다.

• 사용자는 두 데이터베이스를 모두datalake_user 가지고CREATE_TABLE 있습니다.
• 사용자에게Products 버킷에 대한 데이터 위치 권한만datalake_user 부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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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사용자가 특정 위치의 특정 데이터베이스에서 카탈로그 테이블을datalake_user 만들려고 할 때의 
결과입니다.

테이블을datalake_user 만들려고 하는 위치

데이터베이스 및 위치 성공 또는 실패 이유

데이터베이스 A atFinance/Sales 실패 데이터 위치 권한 없음

데이터베이스 A atProducts 성공 데이터 위치 권한 있음

데이터베이스 A atHR/Plans 성공 위치가 등록되지 않음

데이터베이스 B atCustomer Service/
Incidents

성공 데이터베이스의 위치 속성은 다음과 같습
니다.Customer Service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조하세요.

• Amazon S3 위치를 데이터 레이크에 추가 (p. 102)
• Lake Formation 권한 참조 (p. 189)
• Lake Formation 페르소나 및 IAM 권한 참조 (p. 285)

AWSLake Formation
AWS관리형 정책과AWS Lake Formation 인라인 정책을 사용하여 작업에 필요한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Lake Formation 포메이션에는 다음과 같은AWS 관리형 정
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 주체 AWS 관리형 정책 설명

Lake Formation 사용자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포함)

AWSGlueConsoleFullAccess 교장이 Lake Formation 콘솔에
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
습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AWSLakeFormationDataAdmin Data Lake 관리자가 관리 작업
을 수행하고AWS CloudTrail 로
그를 볼 수 있습니다.

Lake Formation 사용자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포함)

AWSLakeFormationCrossAccountManager 주도자가 외부AWS 계정, 조
직 또는 조직 단위에 Lake 
Formation 권한을 부여할 수 있
습니다.

Note

이AWSLakeFormationDataAdmin 정책은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에게 필요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
지는 않습니다. 워크플로를 생성 및 실행하고 서비스 연결 역할에 위치를 등록하려면 추가 권한이 
필요합니다AWSServiceRoleForLakeFormationDataAccess.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레이크 관
리자 생성 (p. 17) 및 Lake Formation 위한 서비스 연결 역할 사용 (p. 265) 단원을 참조하세요.

또한AWS Glue Lake FormationAWSGlueServiceRole CloudWatch

AWS관리형 정책에 대한 Lake Formation 업데이트

이 서비스가 이러한 변경 내용을 추적하기 시작한 이후Lake Formation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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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설명 날짜

Lake 
FormationAWSLakeFormationCrossAccountManager
정책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Lake Formation Formation은 리소
스를 처음 공유할 때 수신자 계정당 
하나의 리소스 공유만 생성하도록
AWSLakeFormationCrossAccountManager정책
을 개선했습니다. 이후에 동일한 계정으로 공유된 
모든 리소스는 동일한 리소스 공유에 연결됩니다.

2022년 5월 6일

Lake Formation Lake FormationAWS 2022년 5월 6일

데이터 레이크의 기본 보안 설정 변경
이전 버전과의AWS Glue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초기 보안 설정이 있어야 합니다.AWS Lake 
Formation

• 기존의 모든AWS Glue Data Catalog 리소스에IAMAllowedPrincipals 대한Super 권한이 그룹에 부여
됩니다.

• 새 Data Catalog 리소스에 대해 “IAM 액세스 제어만 사용” 설정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설정을 사용하면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 및 Amazon S3 위치에 대한 액세스가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정책에 의해서만 효과적으로 제어됩니다. 개별 Lake Formation 권한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IAMAllowedPrincipals그룹에는 IAM 정책에 따라 Data Catalog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IAM 사
용자 및 역할이 포함됩니다. Super권한을 통해 주도자는 권한이 부여된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에서 지원
되는 모든 Lake Formation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Lake Formation 권한으로 Data Catalog 리소스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 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하도록 보안 
설정을 변경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새 리소스의 기본 보안 설정을 변경합니다. 지침은 기본 권한 모델 변경 (p. 20) 섹션을 참조하세요.
2. 기존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의 설정을 변경합니다. 지침은 AWS Lake Formation모델에 대한AWS Glue 

데이터 권한 업그레이드 (p. 23) 섹션을 참조하세요.

Lake FormationPutDataLakeSettings API 작업을 사용하여 기본 보안 설정 변경

Lake Formation PutDataLakeSettingsAPI 작업을 사용하여 기본 보안 설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작업
은 선택적 카탈로그 ID와 DataLakeSettings구조를 인수로 사용합니다.

새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에 Lake Formation의 메타데이터 및 기본 데이터 액세스 제어를 적용하려
면DataLakeSettings 구조를 다음과 같이 코딩합니다.

Note

<AccountID>유효한AWS 계정 <Username>ID와 유효한 IAM 사용자 이름으로 바꾸십시오. 둘 이상
의 사용자를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DataLakeSettings": { 
        "DataLakeAdmins": [ 
            { 
                "DataLakePrincipalIdentifier": "arn:aws:iam::<AccountId>:user/<Usernam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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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eDatabaseDefaultPermissions": [], 
        "CreateTableDefaultPermissions": [] 
    }
}

다음과 같이 구조를 코딩할 수도 있습니다. CreateDatabaseDefaultPermissions또
는CreateTableDefaultPermissions 매개 변수를 생략하는 것은 빈 목록을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 
    "DataLakeSettings": { 
        "DataLakeAdmins": [ 
            { 
                "DataLakePrincipalIdentifier": "arn:aws:iam::<AccountId>:user/<Username>" 
            } 
        ] 
    }
}

이 작업을 수행하면 새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에 대한IAMAllowedPrincipals 그룹의 모든 Lake 
Formation 권한이 사실상 취소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이 설정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새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에서 IAM으로만 메타데이터 및 기본 데이터 액세스 제어를 적용하려
면DataLakeSettings 구조를 다음과 같이 코딩하십시오.

{ 
    "DataLakeSettings": { 
        "DataLakeAdmins": [ 
            { 
                "DataLakePrincipalIdentifier": "arn:aws:iam::<AccountId>:user/<Username>" 
            } 
        ], 
        "CreateDatabaseDefaultPermissions": [ 
            { 
                "Principal": { 
                    "DataLakePrincipalIdentifier": "IAM_ALLOWED_PRINCIPALS" 
                }, 
                "Permissions": [ 
                    "ALL" 
                ] 
            } 
        ], 
        "CreateTableDefaultPermissions": [ 
            { 
                "Principal": { 
                    "DataLakePrincipalIdentifier": "IAM_ALLOWED_PRINCIPALS" 
                }, 
                "Permissions": [ 
                    "ALL" 
                ] 
            } 
        ] 
    }
}

이렇게 하면Super Lake Formation Formation에 새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에 대한 권한
이IAMAllowedPrincipals 그룹에 부여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이 설정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Note

위DataLakeSettings 구조체에서 허용되는 유일한 값
은DataLakePrincipalIdentifierIAM_ALLOWED_PRINCIPALS 이고 에 대한 유일한 허용 값
은Permissions 입니다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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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예제
다음 시나리오는 데이터에 대한 보안 액세스를 위한 권한을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AWS Lake 
Formation.

셜리는 데이터 관리자입니다. 그녀는 회사에 데이터 레이크를 설치하려고 AnyCompany 합니다. 현
재 모든 데이터는 Amazon S3에 저장됩니다. John은 마케팅 관리자이며 고객 구매 정보 (에s3://
customerPurchases 포함됨) 에 대한 쓰기 권한이 필요합니다. 마케팅 분석가인 디에고는 올 여름 John과 
함께합니다. John은 Diego에게 Shirley의 개입 없이 데이터에 대한 쿼리를 수행할 수 있는 액세스 권한을 부
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Shirley는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입니다.
• John은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새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을 만들 것을CREATE_DATABASE 요구하

고CREATE_TABLE 권한을 부여합니다.
• John은 또한 자신이 만든 테이블에 대한SELECTINSERT, 및DELETE 권한을 요구합니다.
• Diego는 쿼리를 실행하려면 테이블에 대한SELECT 권한이 필요합니다.

의 직원은 다음 작업을 AnyCompany 수행하여 권한을 설정합니다. 이 시나리오에 표시된 API 작업은 명확성
을 위해 간소화된 구문을 보여줍니다.

1. 셜리는 Lake Formation Formation에 고객 구매 정보가 포함된 Amazon S3 경로를 등록합니다.

RegisterResource(ResourcePath("s3://customerPurchases"), false, Role_ARN )

2. Shirleyy는 Johnhona에게 고객 구매 정보가 포함된 Amazon S3 경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GrantPermissions(John, S3Location("s3://customerPurchases"), [DATA_LOCATION_ACCESS]) )

3. 셜리는 존에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GrantPermissions(John, catalog, [CREATE_DATABASE]) 

4. John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John_DB. John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으므로 자동으로 해당 데이
터베이스에 대한CREATE_TABLE 권한을 갖게 됩니다.

CreateDatabase(John_DB)

5. John은John_Table 가리키는 테이블을 만듭니다s3://customerPurchases. 그는 테이블을 만들었
으므로 테이블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테이블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CreateTable(John_DB, John_Table)

6. John은 분석가인 Diego가 테이블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John_Table.

 GrantPermissions(Diego, John_Table, [SELECT])

보안 이벤트 로그인AWS Lake Formation
AWSLake Formation 형성은 다음과 통합됩니다.AWS CloudTrail, 사용자, 역할 또는 사용자가 수행한 작업
의 기록을 제공하는 서비스AWS레이크 포메이션 서비스. CloudTrail은 Lake Formation 포메이션에 대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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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API 호출을 이벤트로 캡처합니다. 캡처되는 호출에는 Lake Formation 콘솔에서 수행한 호출이 포함됩니
다.AWS Command Line Interface및 Lake Formation API 작업에 대한 코드 호출입니다.

Lake Formation 포메이션의 이벤트 로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로깅AWSLake 
Formation API 호출 사용AWS CloudTrail (p. 282).

Note

GetTableObjects,UpdateTableObjects, 및GetWorkUnitResults은 대용량 데이터 영역 
작업입니다. 이러한 API에 대한 호출은 현재 CloudTrail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CloudTrail의 데이
터 영역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추적에 대한 데이터 이벤트 로깅의AWS 
CloudTrail사용 설명서.
추가 CloudTrail 이벤트를 지원하기 위한 Lake Formation 변경 사항은AWS Lake Formation에 대한 
문서 기록 (p. 305).

Lake Formation 위한 서비스 연결 역할 사용
AWS Lake Formation를 사용합니다.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서비스 연결 역할. 서비
스 연결 역할은 Lake Formation에 직접 연결된 고유한 유형의 IAM 역할입니다. 서비스 연결 역할은 Lake 
Formation Formation에서 사전 정의하며 해당 서비스가 다른 사람을 호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을 포함
합니다.AWS사용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제공

역할을 생성하거나 필요한 권한을 수동으로 추가할 필요가 없으므로 서비스 연결 역할이 있으면 Lake 
Formation Formation을 설정하기가 쉽습니다. Lake Formation Formation은 서비스 연결 역할의 권한을 정의
하므로 달리 정의되지 않은 한, Lake Formation Formation만 해당 역할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정의된 권한에
는 신뢰 정책과 권한 정책이 포함되며, 이 권한 정책은 다른 IAM 엔터티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이 서비스 연결 역할은 역할을 수임하기 위해 다음 서비스를 신뢰합니다.

• lakeformation.amazonaws.com

Lake Formation에 서비스 연결 역할 권한
Lake Formation 포메이션은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사용합니
다.AWSServiceRoleForLakeFormationDataAccess. 이 역할은 Lake Formation 통합 서비스 
(예:Amazon Athena) 를 사용하여 등록된 위치를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 위치를 등록할 때 해
당 위치에 필요한 Amazon S3 읽기/쓰기 권한이 있는 역할을 제공해야 합니다. 필요한 Amazon S3 권한을 사
용하여 역할을 생성하는 대신 이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연결 역할의 이름을 경로를 등록할 역할로 처음 지정하면 서비스 연결 역할 및 새 IAM 정책이 사용자
를 대신하여 생성됩니다. Lake Formation Formation에서는 인라인 정책의 경로를 추가하고 서비스 연결 역
할에 연결합니다. 서비스 연결 역할로 후속 경로를 등록하면 Lake Formation Formation은 기존 정책에 경로
를 추가합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데이터 레이크 위치를 등록합니다. 그런 다음 IAM 콘솔에서 역
할을 검색합니다.AWSServiceRoleForLakeFormationDataAccess연결된 정책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치를 등록한 후s3://my-kinesis-test/logsLake Formation은 다음과 같은 인라인 정책을 
만들고AWSServiceRoleForLakeFormationDataAccess.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LakeFormationDataAccessPermissionsForS3", 
            "Effect": "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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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on": [ 
                "s3:PutObject", 
                "s3:GetObject", 
                "s3:DeleteObject" 
            ], 
            "Resource": [ 
                "arn:aws:s3:::my-kinesis-test/logs/*" 
            ] 
        }, 
        { 
            "Sid": "LakeFormationDataAccessPermissionsForS3ListBucket", 
            "Effect": "Allow", 
            "Action": [ 
                "s3:ListBucket" 
            ], 
            "Resource": [ 
                "arn:aws:s3:::my-kinesis-test" 
            ] 
        } 
    ]
}

이 서비스 연결 역할로 위치를 등록하려면 다음 권한이 필요합니다.

• iam:CreateServiceLinkedRole
• iam:PutRolePolicy

일반적으로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에게는 이러한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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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드 파티 서비스를 와 통합Lake 
Formation

와AWS Lake Formation 통합하면 타사 서비스가 Amazon S3 기반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에 안전하게 액
세스할 수 있습니다. Lake Formation을 인증 엔진으로 사용하여 Amazon Athena, Amazon Athena, Amazon 
Athena, Amazon Athena, Amazon Athena, Amazon Athena, Redshift Spectrum과 같은 통합AWS 서비스를 
사용하여 데이터 Lake Lake Lake Formation을 관리 또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Lake Formation 포메이션은 
서비스 통합을 위한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1. Lake Formation 자격 증명 판매 엔진: Lake Formation Formation은 유효 권한에 따라AWS STS 토큰 형태
로 범위가 축소된 임시 자격 증명을 등록된 Amazon S3 위치로 전송하여 인증된 엔진이 사용자를 대신하
여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중앙 집중식 적용: Lake Formation 쿼리 API 작업은 Amazon S3에서 데이터를 검색하고 유효 권한에 따라 
결과를 필터링합니다. 쿼리 API 작업과 통합되는 엔진 또는 애플리케이션은 Lake Formation Formation에 
의존하여 호출 ID의 권한을 평가하고 이러한 권한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타사 쿼리 엔진은 필터링된 데이터만 보고 필터링된 데이터에서 작동합니다.

주제
• Lake Formation 자격 증명 자판기 사용 (p. 267)

Lake Formation 자격 증명 자판기 사용
Lake Formation 사용하면 자격 증명 벤딩 API 작업을 사용하여 타사 서비스를 Lake Formation 포메이션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타사 서비스는 나머지AWS 분석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인증 및 
자격 증명 판매 엔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자격 증명 벤딩 API 작업을 사용하여 타사 쿼리 엔
진을 통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Lake Formation.

주제
• Lake Formation 자격 증명 판매가 작동하는 방식 (p. 267)
• Lake Formation 자격증 자판기의 역할과 책임 (p. 268)
• Lake Formation자격 증명 판매 API 작업을 위한 워크플로 (p. 269)
• 서드 파티 쿼리 엔진 등록 (p. 270)
• 타사 쿼리 엔진에서 자격 증명 판매 API 작업을 호출할 수 있는 권한 활성화 (p. 271)

Lake Formation 자격 증명 판매가 작동하는 방식
이 섹션에서는 자격 증명 벤딩 API 작업을 사용하여 타사 애플리케이션 (쿼리 엔진) 을 통합하는 방법을 설명
합니다Lake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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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ake Formation관리자는 다음 활동을 수행합니다.
• Amazon S3 위치 내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이 있는 IAM 역할 (자격 증명 판매에 사

용됨) 을 제공하여 Amazon S3 위치를 Lake Formation Formation에 등록합니다.
• Lake Formation의 자격 증명 판매 API 작업을 호출할 수 있는 타사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합니다. the 

section called “서드 파티 쿼리 엔진 등록” (p. 270) 섹션을 참조하세요.
• 사용자에게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식별 정보 (PII) 가 포함된 일부 열을 포함하는 사용자 세션 데이터 세트를 게시하려는 
경우 액세스를 제한하려면 해당 열에 값이 “민감한”인 “분류”라는 LF-TBAC 태그를 할당합니다. 다음으
로 비즈니스 분석가가 사용자 세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하지만 분류 = 민감로 태그
가 지정된 열은 제외합니다.

2. 주체 (사용자) 가 통합 서비스에 쿼리를 제출합니다.
3. 통합 애플리케이션은 Lake Formation Formation에 요청을 보내 테이블에 액세스하기 위한 테이블 정보 

및 자격 증명을 요청합니다.
4. 쿼리 주체에게 테이블 액세스 권한이 부여되면 Lake Formation Formation은 자격 증명을 통합 애플리케

이션에 반환하여 데이터 액세스를 허용합니다.
5. 통합 서비스는 Amazon S3에서 데이터를 읽고, 수신된 정책을 기반으로 열을 필터링하고, 결과를 보안 주

체에게 반환합니다.

Important

Lake Formation자격 증명 벤딩 API 작업을 통해 명시적 실패 시 거부 (fail-close) 모델을 통한 분산 
실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고객, 타사 서비스 및 Lake Formation 간의 3자 보안 모델을 도입합니다. 
통합 서비스는Lake Formation 권한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신뢰됩니다 (분산 적용).

통합 서비스는 필터링된 데이터가 사용자에게Lake Formation 반환되기 전에 반환된 정책을 기반으로 
Amazon S3에서 읽은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역할을 합니다. 통합 서비스는 장애 종료 모델을 따릅니다. 즉, 필
요한Lake Formation 권한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쿼리에 실패해야 합니다.

Lake Formation 자격증 자판기의 역할과 책임

역할 책임

고객님 • Lake Formation 자격 증명 자동 판매기를 활성화합니다 (참조the section 
called “서드 파티 쿼리 엔진 등록” (p.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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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책임
• 승인된 제3자를 Lake Formation 포메이션에 명시적으로 등록합니다 (참

조the section called “서드 파티 쿼리 엔진 등록” (p. 270)).
• Lake Formation 권한으로 타사 솔루션을 테스트하고 검증합니다.
• Lake Formation 자격 증명 판매 API 운영의 타사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감사

할 수 있습니다.

서드 파티 • 모든 소프트웨어 버전에 대해 지원되는 기능을 공개적으로 문서화하고 올바
르게 활성화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 Lake Formation 자격 증명 판매 API 작업을 호출할 때 지원되는 기능을 정확
하게 알립니다 (설명서 참조).

• 판매된 자격 증명을 안전하게 저장 및 처리하여 자격 증명 유출 및 권한 에스
컬레이션을 방지합니다.

• 지원되는 기능에 따라 권한을 적용하고 필터링된 데이터만 사용자에게 반환
합니다.

• 필요한 권한을 제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쿼리에 실패합니다.

AWS Lake Formation • 지정된 주체에 대한 유효 권한을 올바르게 도출하고 반환합니다.
• API 작업을 call-by-call 기반으로 타사 지원 기능을 검증합니다.
• 엔진의 알려진 기능이 카탈로그 리소스에 정의된 기능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범위가 축소된 IAM 자격 증명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류를 반환합니
다.

Lake Formation자격 증명 판매 API 작업을 위한 워크플
로
자격 증명 판매 API 작업의 워크플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는 통합된 타사 쿼리 엔진을 사용하여 쿼리를 제출하거나 데이터에 대한 요청을 제출합니다. 쿼리 
엔진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 그룹을 나타내는 IAM 역할을 맡고 자격 증명 벤딩 API 작업을 호출할 때 사용
할 신뢰할 수 있는 자격 증명을 검색합니다.

2. 쿼리 엔진은 호출하고GetUnfilteredTableMetadata, 테이블이 파티셔닝된 테이블인 경우 쿼리 엔진
이GetUnfilteredPartitionsMetadata 호출하여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메타데이터 및 정책 정보를 
검색합니다.

3. Lake Formation 포메이션은 요청에 대한 승인을 수행합니다. 사용자에게 테이블에 대한 적절한 권한이 없
으면 AccessDeniedException가 발생합니다.

4. 요청의 일부로 쿼리 엔진이 지원하는 필터링을 전송합니다. 배열 내에서 보낼 수 있는 플래그는
COLUMN_PERMISSION과 CELL_FILTER_PERMISSION이라는 두 가지입니다. 쿼리 엔진이 이러한 기
능을 지원하지 않고 해당 기능에 대한 정책이 테이블에 있는 경우 PermissionTypeMismatchExceptiona가 
발생하고 쿼리가 실패합니다. 이는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5. 반환된 응답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쿼리 엔진이 테이블을 사용하여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를 파싱할 수 있도록 하는 테이블의 전체 스키마입

니다.
•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인증된 열 목록입니다. 인증된 열 목록이 비어 있는 경우 사용자에

게DESCRIBE 권한이 있지만SELECT 권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쿼리가 실패합니다.
• Lake Formation Formation이 이 리소스 데이터에 대한 자격 증명을 전송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플래그입니다.IsRegisteredWithLakeFormation 이 값이 false로 반환되면 고객의 자격 증명을 사
용하여 Amazon S3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269



AWS Lake Formation 개발자 안내서
서드 파티 쿼리 엔진 등록

• 데이터 행에 적용해야 하는 항목이CellFilters 있는지 여부의 목록입니다. 이 목록에는 각 행을 평가
하는 열과 표현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청의 일부로 CELL_FILTER_PERMISSION이 전송되고 테이
블에 호출하는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 필터가 있는 경우에만 입력해야 합니다.

6. 메타데이터를 검색한 후 쿼리 엔진은GetTemporaryGlueTableCredentials 또
는GetTemporaryGluePartitionCredentials 를 호출하여AWS 자격 증명을 가져와 Amazon S3 위
치에서 데이터를 검색합니다.

7. 쿼리 엔진은 Amazon S3에서 관련 객체를 읽고, 2단계에서 수신한 정책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결과를 사용자에게 반환합니다.

의 자격 증명 벤딩 API 작업에는 타사 쿼리 엔진과의 통합을 구성하기 위한 추가 콘텐츠가Lake Formation 포
함되어 있습니다. 자격 증명 판매 API 작업 섹션에서 작업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 300)

서드 파티 쿼리 엔진 등록
타사 쿼리 엔진이 자격 증명 벤딩 API 작업을 사용하려면 먼저 쿼리 엔진이 사용자를 대신하여 API 작업을 
호출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AWSLake Formation콘솔AWS CLI 또는 API/SDK를 통해 자격 증명 판매 API 작업을 호출할 권한이 필요
한AWS 계정 및 IAM 세션 태그를 지정해야 합니다.

2. 타사 쿼리 엔진이 계정에서 실행 역할을 맡을 경우 쿼리 엔진은 타사 엔진을 나타내는 Lake Formation 
Formation에 등록된 세션 태그를 첨부해야 합니다. Lake Formation이 태그를 사용하여 요청이 승인된 엔
진에서 오는 것인지 확인합니다. 세션 태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세션 태그를 참조하
십시오.

3. 타사 쿼리 엔진 실행 역할을 설정할 때는 IAM 정책에 다음과 같은 최소 권한 집합이 있어야 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Effect": "Allow", 
    "Action": [ 
      "lakeformation:GetDataAccess",       
      "glue:GetTable", 
      "glue:GetTables", 
      "glue:GetDatabase", 
      "glue:GetDatabases", 
      "glue:CreateDatabase", 
      "glue:GetUserDefinedFunction", 
      "glue:GetUserDefinedFunctions", 
      "glue:GetPartition", 
      "glue:GetPartitions" 
    ], 
    "Resource": "*" 
  }
}

4. 쿼리 엔진 실행 역할에 역할 신뢰 정책을 설정하여 이 역할에 연결할 수 있는 세션 태그 키 값 쌍을 세밀하
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에서 이 역할은 세션 태그 키와"LakeFormationAuthorizedCaller"
세션 태그 값만"engine1" 연결할 수 있으며 다른 세션 태그 키 값 쌍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Sid": "AllowPassSessionTags", 
    "Effect": "Allow", 
    "Principal": { 
        "AWS": "arn:aws:iam::111122223333:role/query-execution-role" 
    }, 
    "Action": "sts:TagSession", 
    "Condition": { 
    "StringLike": { 
        "aws:RequestTag/LakeFormationAuthorizedCaller": "engin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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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쿼리 엔진에서 사용할 자격 증명을 가져오기 위해 STS:AssumeRole API 작업
을LakeFormationAuthorizedCaller 호출할 때 세션 태그가  AssumeRole 요청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반환된 임시 자격 증명은 자격Lake Formation 증명 판매 API 요청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Lake Formation자격 증명 벤딩 API 작업을 수행하려면 발신 주체가 IAM 역할이어야 합니다. IAM 역할
에는 미리 정의된 값이 등록된 세션 태그가 포함되어야Lake Formation 합니다. 이 태그를 사용하면Lake 
Formation 자격 증명 판매 API 작업을 호출하는 데 사용되는 역할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
다.

타사 쿼리 엔진에서 자격 증명 판매 API 작업을 호출할 
수 있는 권한 활성화
타사 쿼리 엔진이AWSLake Formation 콘솔AWS CLI 또는 API/SDK를 통해 자격 증명 판매 API 작업을 호출
하도록 허용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Console

외부 데이터 필터링을 위해 계정을 등록하려면:

1. 에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lakeformation/ 에서 
Lake Formation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탐색에서 권한을 확장한 다음 외부 데이터 필터링을 선택합니다.
3. 외부 데이터 필터링 페이지에서 외부 엔진이 등록된 Amazon S3 위치의 데이터를 필터링하도록 허

용 옵션을 선택합니다Lake Formation.
4. 타사 엔진용으로 만든 세션 태그를 입력합니다. 세션 태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사용 설명서의 AWSSTS에서 세션 태그 전달을 참조하십시오.
5. 타사 엔진을 사용하여 필터링되지 않은 메타데이터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의 계정 ID와 현

재 계정에 있는 리소스의 데이터 액세스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AWS계정 ID 필드를 사용하여 교차 계정 액세스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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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

put-data-lake-settingsCLI 명령을 사용하여 다음 파라미터를 설정합니다.

이AWS CLI 명령을 사용할 때 구성할 필드는 세 가지입니다.

• allow-external-data-filtering — (boolean) 타사 엔진이 현재 계정에 있는 리소스의 필터링
되지 않은 메타데이터 정보 및 데이터 액세스 자격 증명에 액세스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 external-data-filtering-allow-list— (배열) 타사 엔진을 사용할 때 현재 계정의 리소스에 
대한 필터링되지 않은 메타데이터 정보 및 데이터 액세스 자격 증명에 액세스할 수 있는 계정 ID 목록
입니다.

• authorized-sessions-tag-value-list— (배열) 인증된 세션 태그 값 (문자열) 목록입
니다. IAM 역할 자격 증명이 승인된 키-값 쌍과 함께 연결된 경우 세션 태그가 목록에 포함되
면 구성된 계정의 리소스에 대한 필터링되지 않은 메타데이터 정보 및 데이터 액세스 자격 증
명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세션에 부여됩니다. 인증된 세션 태그 키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
다*LakeFormationAuthorizedCaller*.

예시:

aws lakeformation put-data-lake-settings --cli-input-json file://datalakesettings.json

{ 
  "DataLakeSettings": { 
    "DataLakeAdmins": [ 
      { 
        "DataLakePrincipalIdentifier": "arn:aws:iam::111111111111:user/lakeAdmin" 
      } 
    ], 
    "CreateDatabaseDefaultPermiss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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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eTableDefaultPermissions": [], 
    "TrustedResourceOwners": [], 
    "AllowExternalDataFiltering": true, 
    "ExternalDataFilteringAllowList": [ 
        {"DataLakePrincipalIdentifier": "111111111111"} 
        ], 
    "AuthorizedSessionTagValueList": ["engine1"] 
    }
}

API/SDK

PutDataLakeSettingAPI 작업을 사용하여 다음 파라미터를 설정합니다.

이 API 작업을 사용할 때 구성할 필드는 세 가지입니다.

• AllowExternalDataFiltering— (Boolean) 타사 엔진이 현재 계정에 있는 리소스의 필터링되지 
않은 메타데이터 정보 및 데이터 액세스 자격 증명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 ExternalDataFilteringAllowList— (배열) 타사 엔진을 사용하여 현재 계정의 리소스에 대한 
필터링되지 않은 메타데이터 정보 및 데이터 액세스 자격 증명에 액세스할 수 있는 계정 ID 목록입니
다.

• AuthorizedSectionsTagValueList— (배열) 인증된 태그 값 (문자열) 목록입니다. IAM 역할 자
격 증명이 인증된 태그와 함께 연결된 경우 세션에는 구성된 계정의 리소스에 대한 필터링되지 않은 
메타데이터 정보 및 데이터 액세스 자격 증명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부여됩니다. 인증된 세션 태그 키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LakeFormationAuthorizedCaller*.

예시:

//Enable session tag on existing data lake settings
public void sessionTagSetUpForExternalFiltering(AWSLakeFormationClient lakeformation) { 
    GetDataLakeSettingsResult getDataLakeSettingsResult = 
 lfClient.getDataLakeSettings(new GetDataLakeSettingsRequest()); 
    DataLakeSettings dataLakeSettings = 
 getDataLakeSettingsResult.getDataLakeSettings(); 
     
    //set account level flag to allow external filtering 
    dataLakeSettings.setAllowExternalDataFiltering(true); 
     
    //set account that are allowed to call credential vending or Glue 
 GetFilteredMetadata API 
    List<DataLakePrincipal> allowlist = new ArrayList<>(); 
    allowlist.add(new 
 DataLakePrincipal().withDataLakePrincipalIdentifier("111111111111")); 
    dataLakeSettings.setWhitelistedForExternalDataFiltering(allowlist); 
     
    //set registered session tag values 
    List<String> registeredTagValues = new ArrayList<>(); 
    registeredTagValues.add("engine1"); 
    dataLakeSettings.setAuthorizedSessionTagValueList(registeredTagValues); 

    lakeformation.putDataLakeSettings(new 
 PutDataLakeSettingsRequest().withDataLakeSettings(dataLakeSettin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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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AWS 서비스와 함께 사용
AWSAmazon AthenaAWS Glue, Amazon Redshift Spectrum 및 Amazon EMR과 같은 서비스는 레이크 포
메이션을 사용하여 레이크 포메이션에 등록된 Amazon S3 위치의 데이터에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Lake Formation Formation을 사용하면 에서 데이터에 대한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 (FGAC) 권한을 정의하고 
관리할 수AWS Glue Data Catalog 있습니다. 이러한 각AWS 서비스는 레이크 포메이션의 신뢰할 수 있는 호
출자이며, Lake Formation 포메이션은 임시 자격 증명을 통해 Amazon S3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Lake Formation 자격 증명 판매가 작동하는 방식 (p. 267)을 참조하세요.

Lake Formation Formation에서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려면 먼저 Amazon S3 위치를 등록하고 테이블, 데이
터베이스 및 Amazon S3 위치에 액세스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을 IAM 보안 주체에 할당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ake Formation 권한을 관리 (p. 133)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주제
• Amazon AthenaAWS Lake Formation 함께 사용 (p. 274)
• Amazon Redshift SpectrumAWS Lake Formation Spectrum과 함께 사용 (p. 276)
• AWS Lake Formation와 함께 AWS Glue 사용 (p. 278)
• 아마존AWS Lake Formation EMR과 함께 사용 (p. 279)
• AWS Lake Formation아마존과 함께 사용QuickSight (p. 280)

Amazon AthenaAWS Lake Formation 함께 사용
Amazon Athena Amazon S3에 저장된 정형, 반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Serverless 
쿼리 서비스입니다. Athena는 CSV, JSON, Parquet 및 Avro 데이터 형식의 데이터 쿼리를 지원합니다. 
Athena는 아파치 하이브, 아파치 후디, 아파치 아이스버그, Lake Formation 관리 테이블과 같은 테이블 형식
도 지원합니다. Athena Amazon S3에 데이터 세트의 메타데이터를AWS Glue Data Catalog 저장하기 위해 
데이터 세트의 메타데이터를 저장합니다. Athena Lake Formation Formation을 사용하여 해당 데이터 세트
에 대한 액세스 제어 정책을 정의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thena 함께 Lake Formation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사용 사례입니다.

• Athena에서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 에 액세스하려면 Lake Formation 권한을 
사용하십시오. 지정된 리소스 메서드 또는 LF-태그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에 대한 권한을 정
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Lake Formation 콘솔 및 명명된 리소스 메서드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권한 부여 (p. 171)
•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기반 태그 (p. 136)

Lake Formation 권한은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에 대한 읽기 및 쓰기 작업을 모두 지원합니다.

Note

LF-Tag를 사용하여 Data Catalog 리소스에 대한 권한을 관리하는 경우 데이터 필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를 사용하여Lake Formation 포메이션의 데이터 필터 (p. 235) 열, 행 및 셀 수준에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Amazon S3 데이터 레이크의 테이블을 보호합니다. Amazon Athena 사용 설명서의 파티션 프로젝션 제한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 페더레이션형 쿼리를 실행할 때 SAML 기반 Athena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해 세분화된 액
세스 제어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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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Lake Formation 개발자 안내서
트랜잭션 테이블 형식 Support

Athena JDBC 및 ODBC 드라이버는 SAML 기반 ID 공급자 (IdP) 를 사용하여 데이터 소스에 대한 페더레
이션 액세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존 IAM 역할 또는 SAML 사용자 또는 그룹과 함께 Lake 
Formation과QuickSight 통합된 Amazon을 사용하여 Athena 쿼리 결과를 시각화하십시오.

Note

SAML 사용자 및 그룹에 대한 Lake Formation 권한은 JDBC 또는 ODBC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Athena에 쿼리를 제출할 때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thena에 대한 연합 액세스를 위해 Lake Formation Formation과 Athena JDBC 및 ODBC 
드라이버 사용 단원을 참조하세요.

Note

현재 Lake Formation의 SAML ID에 대한 액세스 승인은 다음 지역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 중동 (바레인) - me-south-1
• 아시아 태평양 (홍콩) - ap-east-1
• 아프리카 (케이프타운) - af-south-1
• 중국 (닝샤) - cn-northwest-1
• 아시아 태평양 (오사카) - ap-norththeast-3

• 다른 계정에서 테이블을Lake Formation 포메이션의 교차 계정 데이터 공유 (p. 201) 쿼리하는 데 사용합니
다.

Note

Lake Formation 권한을 사용할 때의 제한 사항에Views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려 사항 및 제한 사항
을 참조하십시오.

트랜잭션 테이블 형식 Support
Lake Formation 권한을 적용하면 Amazon S3 기반 데이터 레이크의 트랜잭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
다. 아래 표에는 Athena 및 Lake Formation 권한에서 지원되는 트랜잭션 테이블 형식이 나와 있습니다. Lake 
Formation Athena 사용자가 쿼리를 실행할 때 이러한 권한을 적용합니다.

테이블 형식 설명 및 허용된 작업 Athena에서 Lake Formation 권한

Apache Hudi 증분 데이터 처리 및 데이터 파이
프라인 개발을 간소화하는 데 사
용되는 형식입니다.

Athena는 Amazon S3 데이터 세
트에서 쓰기 시 복사 (CoW) 및 
Merge On Read (MoR) Hudi 테이
블 유형 모두에 대해 Apache Hudi 
테이블 형식을 사용한 생성 및 읽
기 작업을 지원합니다. Athena 
Hudi 테이블에서 쓰기 작업을 지
원하지 않습니다.

Athena를 사용하여 Hudi 데이터
세트를 쿼리하세요.

테이블, 열, 행 및 셀 수준 권한을 
사용하여 Hudi 테이블을 보호하는 
데 사용합니다Lake Formation 포
메이션의 데이터 필터링 및 셀 수
준 보안 (p. 234).

Apache Iceberg 대규모 파일 모음을 테이블로 관
리하며 레코드 수준 삽입, 업데이
트, 삭제, 삭제, 삭제 및 삭제 및 시

표, 열, 행 및 셀 수준 권한이 지
원됩니다. 현재 Lake Formation 
Formation은 오픈 테이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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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Lake Formation 개발자 안내서
추가 리소스

테이블 형식 설명 및 허용된 작업 Athena에서 Lake Formation 권한
간 이동 쿼리와 같은 최신 분석 데
이터 레이크 작업을 지원하는 오
픈 테이블 형식입니다.

Athena의 Iceberg 테이블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ceberg 테이
블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식의 테이블과 같은VACUUM
쓰기 작업UPDATE 및 테이블
에OPTIMIZE 대한 권한 관리를 지
원하지 않습니다.MERGE

Linux Foundation Delta Lake Delta Lake는 일반적으로 
Amazon S3 또는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 (HDFS) 에 구축되는 최신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를 구현하
는 데 도움이 되는 오픈 소스 프로
젝트입니다.

Athena Delta LakeAWS Glue 
Data Catalog 테이블에서 심볼릭 
링크 기반 매니페스트 테이블 정
의를 사용하여 생성된 델타 레이
크 테이블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Glue크롤러
를 사용하여 Delta Lake 테이블 크
롤링하기 를 참조하세요.

Athena (엔진 버전 3) 는 네이티브 
델타 레이크 테이블 읽기를 지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Glue크롤러
를 통한 기본 Delta Lake 테이블 
지원 소개를 참조하십시오.

테이블, 열, 행 및 셀 수준 권한은 
심볼릭 링크 테이블에 지원됩니
다.

네이티브 델타 레이크 테이블에는 
Lake Formation 통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추가 리소스
블로그 게시물, 비디오 및 워크숍

• Amazon Athena를 사용하여 Amazon S3 데이터 레이크의 Apache Hudi 데이터 레이크의 Apache Hudi 데
이터세트를 쿼리합니다.

• Amazon Athena, 아마존 EMR 등을 사용하여 아파치 아이스버그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고AWS Glue
• Athena 및 아파치 아이스버그를 사용하여 Amazon S3에서 삽입, 업데이트, 삭제
• 데이터 레이크 쿼리에 대한 LF-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 Lake Formation 워크숍.

Amazon Redshift SpectrumAWS Lake Formation 
Spectrum과 함께 사용

Amazon Redshift Spectrum Spectrum을 사용하면 데이터를 Amazon Redshift 클러스터 노드에 로드하지 않
고도 Amazon S3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를 쿼리하고 가져올 수 있습니다.

Redshift Spectrum은 Lake Formation 포메이션이 활성화된 외부AWS Glue 데이터 카탈로그를 등록하는 두 
가지 방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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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Lake Formation 개발자 안내서
트랜잭션 테이블 유형 Support

• 데이터 카탈로그에 대한 권한이 있는 클러스터에 연결된 IAM 역할을 사용하여

IAM 역할을 생성하려면 아래 절차에 설명된 단계를 따르십시오.

에 사용되는 로 Amazon Redshift Redshift에 대한 IAM 역할을 생성하려면AWS Glue Data CatalogAWS 
Lake Formation

• 외부AWS Glue Data Catalog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하도록 구성된 페더레이션형 IAM ID 사용

Redshift Spectrum은 페더레이션된 IAM ID를 사용하여 Lake Formation 테이블을 쿼리할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IAM ID는 IAM 사용자 또는 IAM 역할일 수 있습니다. Redshift Spectrum 외부 테이블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페더레이션형 ID를 사용하여 로컬 리소스 및 Redshift Spectrum 외부 테이블에 대한 Amazon 
Redshift 액세스 관리 를 참조하세요.

Lake Formation Redshift Spectrum과 통합하면 데이터를 Lake Formation 포메이션에 등록한 후 테이블에 대
한 행, 열 및 셀 수준의 액세스 제어 권한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Redshift 스펙트럼 사용을 참조하십시오AWS Lake Formation.

Redshift Spectrum은 Lake Formation 포메이션이 관리하는 외부 스키마 테이블에 대한 읽기 또는SELECT 쿼
리를 지원합니다. Amazon Redshift 로컬 테이블에서 Lake Formation 포메이션에서 관리하는 외부 스키마 테
이블로의 삽입만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Redshift Spectrum을 위한 외부 스키마 만들기 를 참조하세요.

트랜잭션 테이블 유형 Support
이 표에는 Redshift Spectrum에서 지원되는 트랜잭션 테이블 형식과 해당 Lake Formation 권한이 나와 있습
니다.

지원되는 테이블 형식

테이블 형식 설명 및 허용된 작업 Redshift 스펙트럼에서 Lake 
Formation 권한 지원

Apache Hudi 증분 데이터 처리 및 데이터 파이
프라인 개발을 간소화하는 데 사
용되는 형식입니다.

Redshift Spectrum은 Amazon S3
에서 Apache Hudi Copy on Write 
(CoW) 테이블 형식을 사용한 삽
입, 삭제 및 업서트 쓰기 작업을 지
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pache Hudi에서 
관리되는 데이터에 대한 외부 테
이블 생성하기 를 참조하세요.

테이블, 열, 행 및 셀 수준 권한을 
사용하여 Hudi 테이블을 보호하는 
데 사용합니다Lake Formation 포
메이션의 데이터 필터링 및 셀 수
준 보안 (p. 234).

Apache Iceberg 대규모 파일 모음을 테이블로 관
리하며 레코드 수준 삽입, 업데이
트, 삭제, 삭제, 삭제 및 삭제 및 시
간 이동 쿼리와 같은 최신 분석 데
이터 레이크 작업을 지원하는 오
픈 테이블 형식입니다.

Redshift 스펙트럼은 쿼리를 위한 
아파치 아이스버그 테이블을 지원
하지 않습니다.

Linux Foundation Delta Lake Delta Lake는 일반적으로 
Amazon S3 또는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 (HDFS) 에 구축되는 최신 

표, 열, 행 및 셀 수준 권한이 지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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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Lake Formation 개발자 안내서
추가 리소스

테이블 형식 설명 및 허용된 작업 Redshift 스펙트럼에서 Lake 
Formation 권한 지원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를 구현하
는 데 도움이 되는 오픈 소스 프로
젝트입니다.

Redshift 스펙트럼은 델타 레이크 
테이블 쿼리를 지원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Delta Lake에서 관리되
는 데이터에 대한 외부 테이블 생
성 섹션을 참조하세요.

추가 리소스
블로그 게시물 및 워크숍

• Amazon Redshift Spectrum Spectrum으로 최신 데이터 아키텍처를AWS Lake Formation 활성화하면서 데
이터 레이크 사용에 대한 거버넌스를 중앙 집중화하십시오.

• Redshift 스펙트럼을 사용하여 Amazon S3 데이터 레이크의 Apache HUDI Copy On Write (CoW) 테이블
을 쿼리하려면

AWS Lake Formation와 함께 AWS Glue 사용
데이터 엔지니어와DevOps 전문가는 Apache Spark의 ETL (Extract, Transform and Load) 을 사용하여AWS 
Glue Amazon S3 데이터 세트를 변환하고 변환된 데이터를 분석, 기계 학습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데
이터 레이크 및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로드합니다. Amazon S3 동일한 데이터 세트에 액세스하는 팀이 다르
므로 역할에 따라 권한을 부여하고 제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AWS Lake Formation를 기반으로AWS Glue 하며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상호 작용합니다.

• Lake Formation 및 동일한 데이터 카탈로그를AWS Glue 공유하십시오.
• 다음 Lake Formation 콘솔 기능은AWS Glue 콘솔을 호출합니다.

• 작업 — 자세한 내용은 AWS Glue개발자 안내서의 작업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 크롤러 — 자세한 내용은 AWS Glue개발자 안내서의 크롤러를 사용한 테이블 카탈로그를 참조하십시

오.
• Lake Formation 블루프린트를 사용할 때 생성되는AWS Glue 워크플로는 워크플로우입니다. Lake 

Formation 콘솔과 콘솔 모두에서 이러한 워크플로를 보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AWS Glue
• 머신 러닝 변환은 Lake Formation과 함께 제공되며AWS Glue API 작업을 기반으로 합니다. AWS Glue

콘솔에서 기계 학습 변환을 만들고 관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Glue개발자 안내서의 Machine 
Learning 변환을 참조하십시오.

Lake Formation Formation의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를 사용하여 기존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 및 Amazon 
S3 데이터 위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Note

AWS GlueETL을 사용하려면 기본 Amazon S3 위치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동안 전체 테이블에 대
한 전체 액세스 권한이 필요합니다. AWS Glue 테이블에 열 수준 권한을 적용하는 경우 ETL 작업이 
실패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필터를 정의하여 열 수준 및 행 수준 보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이블에 정의된 데이터 필터를 평가하고AWS Glue ETL 작업에 필요한 Amazon S3에서 필
터링된 데이터만 검색하는열 수준 필터링에 대한 참고 (p. 239) Lake Formation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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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잭션 테이블 유형 Support
이 표에는 에서 지원되는 트랜잭션 테이블AWS Glue 형식과 해당 Lake Formation 권한이 나와 있습니다.

지원되는 테이블 형식

테이블 형식 설명 및 허용된 작업 에서 지원되는 에서 지원되는 
Lake Formation 권한AWS Glue

Apache Hudi 증분 데이터 처리 및 데이터 파이
프라인 개발을 간소화하는 데 사
용되는 오픈 테이블 형식입니다.

AWS Marketplace커넥터를 사용
하여 Hudi 테이블과 함께 작업하
십시오.

Hudi 테이블에는 Lake Formation 
통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Apache Iceberg 대량의 파일 컬렉션을 테이블로 
관리하는 오픈 테이블 형식입니
다.

AWS Marketplace커넥터를 사용
하여 Iceberg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ceberg 테이블에는 Lake 
Formation 통합을 사용할 수 없습
니다.

Linux Foundation Delta Lake Delta Lake는 일반적으로 
Amazon S3 또는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 (HDFS) 에 구축되는 최신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를 구현하
는 데 도움이 되는 오픈 소스 프로
젝트입니다.

AWS Glue마켓플레이스 커넥터를 
사용하여 Delta Lake 테이블에 대
한 읽기 및 쓰기를 지원합니다.

AWS Marketplace커넥터를 사용
하여 Delta Lake 테이블과 함께 사
용할 수 있습니다.

델타 레이크 테이블에는 Lake 
Formation 통합을 사용할 수 없습
니다.

추가 리소스
블로그 게시물 및 리포지토리

• AWS Glue커넥터를 사용하여 ACID 트랜잭션이 포함된 Apache Iceberg 테이블을 읽고 쓰고 시간 여행을 
수행하십시오.

• AWS Glue사용자 정의 커넥터를 사용하여 Apache Hudi 테이블에 쓰기
• AWSApache Hudi 및 Amazon S3를 사용하여AWS Glue 스트리밍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클라우드포메

이션 템플릿 및 pyspark 코드 샘플의 리포지토리입니다.

아마존AWS Lake Formation EMR과 함께 사용
Amazon EMR은 하둡 Map-Reduce, Spark, Hive, Presto 등과 같은 지원되는 빅 데이터 프레임워크에서 
모든 사용자 지정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유연한AWS 관리형 클러스터 플랫폼입니다. 또한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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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EMR을 사용하여 고도로 분산된 클러스터에서 배치 및 스트리밍 데이터 처리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실행합니다. Amazon EMR을 사용하면 Lake Formation에서 권한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에서 
데이터 변환 및 사용자 지정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Amazon EMR 배포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 EC2 기반 EMR
• EMR Serverless
• EMR on EKS

Lake Formation 통합은 Amazon Amazon EC2 Amazon EMR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Lake Formation 두 
가지 방식으로 Amazon Amazon EC2 EMR과 통합됩니다.

• 조직의 Amazon EMR Notebooks 또는 Zeppelin용 ID 공급자 (IdP) 를 사용하여 SAML 기반 인증을 활성화
하여 Lake Formation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및 열에서 Spark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
에서는 Spark 스크립트만 지원되고 Hive, Presto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Lake Formation 사용하면 사용자가 Step API를 통해 Spark 및 Hive 작업을 Amazon EMR 클러스터에 제
출할 수 있도록 Amazon EMR 런타임 역할을 기반으로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
다. 이 방법으로 지원되는 작업 유형은 추가 고려 사항 아래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Note

두 방법 모두 데이터 필터 사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MR과 Lake Formation 포mation의 통합을 참조하십시오.

트랜잭션 테이블 형식 Support
Amazon EMR은 아파치 후디, 아파치 아이스버그 및 델타 레이크 테이블 형식을 지원합니다. Amazon EMR 
6.9.0 이상에서는 아파치 Hudi 테이블에서 Lake Formation 열 수준 권한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pache Hudi 및 Lake Formation 포mation을 참조하세요.

Lake Formation 권한은 현재 아파치 아이스버그 및 리눅스 파운데이션 델타 레이크 테이블에서 지원되지 않
습니다.

추가 리소스
사용 설명서, 블로그 게시물 및 워크샵

• 런타임 역할을 사용한 Amazon EMR과의 통합
• EKS에서 Amazon EMR을 사용해 아파치 후디, 아파치 아이스버그, 델타 레이크로 빠르게 시작해 보세요.
• Amazon EMR 서버리스와 함께 델타레이크 OSS 사용

AWS Lake Formation아마존과 함께 사용QuickSight
아마존은 Athena를 사용하여 Amazon S3 Lake Formation 권한으로 관리되는 데이터 세트를 탐색할 수 있도
록QuickSight 지원합니다.

Amazon의 스탠다드 에디션과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사용자 모두 Lake Formation Formation과QuickSight 통
합되지만 약간 다릅니다.

•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 개별 AmazonQuickSight 사용자, 그룹 및 IAM 역할에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에 
액세스할 수 있는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 (FGAC) 권한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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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ard Edition — IAM 역할에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Note

기본적으로QuickSight Amazon은 이라는 역할을 사용합니다aws-quicksight-service-role-
v0. QuickSightAmazon이 Athena에 액세스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 있는 사용자 지정 역할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통해 연결 인증을 참조하세요.AWS Lake Formation

추가 리소스
블로그 게시물

• AmazonQuickSight 작성자에 대한 세분화된 권한 활성화AWS Lake Formation
• AWS Lake FormationAmazon을 통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세요Quick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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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quicksight/latest/user/lake-forma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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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깅AWSLake Formation API 호출 사
용AWS CloudTrail

AWSLake Formation 포메이션은AWS CloudTrail, 사용자, 역할 또는 사용자가 수행한 작업 기록을 제공하
는 서비스AWS레이크 포메이션의 서비스. CloudTrail은 모든 Lake Formation API 호출을 이벤트로 캡처합
니다. 캡처된 호출에는 Lake Formation 콘솔의 호출이 포함됩니다.AWS Command Line Interface및 Lake 
Formation API 액션에 대한 코드 호출입니다. 추적을 생성하면 Lake Formation에 대한 이벤트를 비롯하여 
CloudTrail 이벤트를 Amazon S3 버킷으로 지속적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추적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CloudTrail 콘솔의 이벤트 기록(Event history)에서 최신 이벤트를 볼 수 있습니다. CloudTrail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사용하여 Lake Formation Formation에 수행된 요청, 요청이 수행된 IP 주소, 요청을 수행한 사람, 요
청이 수행된 시간, 요청이 수행된 IP 주소, 요청이 수행된 IP 주소, 요청이 수행된 시간, 요청이 수행된 IP 주
소, 요청이 수행된

CloudTrail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Trail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CloudTrail Lake Formation 정보
CloudTrail은 새 CloudTrail을 생성할 때 기본적으로 활성화됩니다.AWS계정. Lake Formation (Lake 
Formation) 에서 활동이 발생하면, 해당 활동이 다른 작업과 함께 CloudTrail 이벤트로 기록됩니다.AWS서비
스 이벤트이벤트 기록. 이벤트는 모든 소스로부터의 단일 요청을 나타내며 요청 작업, 작업 날짜와 시간, 요
청 파라미터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이벤트 및 로그 항목에는 요청을 생성한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자격 증명 정보를 이용하면 다음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요청을 루트로 했는지 아니면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사용자 자격 증명으로 했는지.
• 역할 또는 페더레이션 사용자에 대한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요청이 생성되었는지 여부.
• 다른 AWS 서비스에서 요청했는지 여부.

자세한 내용은 CloudTrail userIdentity 요소를 참조하세요.

AWS 계정에 대한 최신 이벤트를 확인, 검색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
오.CloudTrail 이벤트 기록에서 이벤트 보기.

귀하의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려면AWSLake Formation Formation에 대한 이벤트를 비롯하여 계정이 
추적을 생성하십시오. CloudTrail은 추적을 사용하여 Amazon S3 버킷으로 로그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콘솔에서 추적을 생성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AWS 리전에 추적이 적용됩니다. 추적은 AWS 파티션에 있는 모
든 리전의 이벤트를 로깅하고 지정된 Amazon S3 버킷으로 로그 파일을 전송합니다. 또한 기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AWS서비스 (예:Amazon AthenaCloudTrail 로그에 수집된 이벤트 데이터를 좀 더 분석하고 작업하
려면 또한 CloudTrail은 Amazon CloudWatch 로그 및 CloudWatch 이벤트로 로그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조하세요.

• 추적 생성 개요
• CloudTrail 지원 서비스 및 통합
• CloudTrail에 대한 Amazon SNS 알림 구성
• 여러 리전에서 CloudTrail 로그 파일 받기 및 여러 계정에서 CloudTrail 로그 파일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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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 Formation 이벤트 이해
모든 Lake Formation API 작업은 CloudTrail에서 로깅되며AWS Lake Formation개발자 안내서. 예를 들어
PutDataLakeSettings, GrantPermissions 및 RevokePermissions 작업을 호출하면 CloudTrail 로
그 파일에 항목이 생성됩니다.

다음 예제는 에 대한 CloudTrail 이벤트를 보여줍니다.GrantPermissionsaction. 이 항목에는 권한을 부
여한 사용자가 포함됩니다 (datalake_admin), 권한이 부여된 주체 (datalake_user1) 및 부여된 권한 
(CREATE_TABLE). 이 항목에는 대상 데이터베이스가 에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여가 실패했음을 보여 줍
니다.resource인수.

{ 
    "eventVersion": "1.08", 
    "userIdentity": { 
        "type": "IAMUser", 
        "principalId": "AIDAZKE67KM3P775X74U2", 
        "arn": "arn:aws:iam::111122223333:user/datalake_admin", 
        "accountId": "111122223333", 
        "accessKeyId": "...", 
        "userName": "datalake_admin" 
    }, 
    "eventTime": "2021-02-06T00:43:21Z", 
    "eventSource": "lakeformation.amazonaws.com", 
    "eventName": "GrantPermissions", 
    "awsRegion": "us-east-1", 
    "sourceIPAddress": "72.21.198.65", 
    "userAgent": "aws-cli/1.19.0 Python/3.6.12 
 Linux/4.9.230-0.1.ac.223.84.332.metal1.x86_64 botocore/1.20.0", 
    "errorCode": "InvalidInputException", 
    "errorMessage": "Resource must have one of the have either the catalog, table or 
 database field populated.", 
    "requestParameters": { 
        "principal": { 
            "dataLakePrincipalIdentifier": "arn:aws:iam::111122223333:user/datalake_user1" 
        }, 
        "resource": {}, 
        "permissions": [ 
            "CREATE_TABLE" 
        ] 
    }, 
    "responseElements": null, 
    "requestID": "b85e863f-e75d-4fc0-9ff0-97f943f706e7", 
    "eventID": "8d2ccef0-55f3-42d3-9ede-3a6faedaa5c1", 
    "readOnly": false, 
    "eventType": "AwsApiCall", 
    "managementEvent": true, 
    "eventCategory": "Management", 
    "recipientAccountId": "111122223333"
}

다음 예제는 에 대한 CloudTrail 로그 항목을 표시합니다.GetDataAccessaction. 보안 주체는 이 API를 직접 
호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GetDataAccess보안 주체 또는 통합될 때마다 기록됩니다.AWS서비스는 Lake 
Formation에 등록된 데이터 Lake Formation의 데이터에 액세스하기 위해 임시 자격 증명을 요청합니다.

{ 
    "eventVersion": "1.05", 
    "userIdentity": { 
        "type": "AWSAccount", 
        "principalId": "AROAQGFTBBBGOBWV2EMZA:GlueJobRunnerSession", 
        "accountId": "111122223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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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tSource": "lakeformation.amazonaws.com", 
    "eventName": "GetDataAccess",
...
... 
    "additionalEventData": { 
        "requesterService": "GLUE_JOB", 
        "lakeFormationPrincipal": "arn:aws:iam::111122223333:role/ETL-Glue-Role", 
        "lakeFormationRoleSessionName": "AWSLF-00-GL-111122223333-G13T0Rmng2" 
    },
...
} 
     

참고 항목

• 크로스 계정CloudTrail 로깅 (p.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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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 Formation 페르소나 및 IAM 권
한 참조

이 장에서는 몇 가지 제안 사항을 나열합니다AWS Lake Formation페르소나와 그들의 제안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권한. Lake Formation 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the section called “Lake 
Formation 권한 참조” (p. 189).

AWS Lake Formation페르소나
다음 표에는 제안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AWS Lake Formation페르소나.

Lake Formation

페르소나 설명

IAM 관리자 (수퍼유저) (필수) IAM 사용자 및 역할을 생성할 수 있는 사용자입니다. Has 
theAdministratorAccess AWS관리형 정책. 모든 Lake Formation 
자원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집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를 추가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도 지정되지 않은 경우 Lake 
Formation 권한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필수) Amazon S3 위치 등록, 데이터 카탈로그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생성, 워크플로 생성 및 실행, 다른 사용자에게 Lake Formation 권한 
부여 및AWS CloudTrail로그. IAM 관리자보다 IAM 권한이 적지 만 데
이터 레이크를 관리하기에 충분합니다. 다른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 (선택 사항)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크롤러 및 워크플로를 만들고 실
행하며, 크롤러 및 워크플로가 만드는 Data Catalog 테이블에 대한 
Lake Formation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사용자입니다. 모든 데이터 엔
지니어 를 데이터베이스 작성자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 생성 (p. 114)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분석가 (선택 사항) 예를 들어 다음을 사용하여 데이터 레이크에 대해 쿼리를 
실행할 수 있는 사용자Amazon Athena. 쿼리를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만 있습니다.

워크플로 역할 (필수) 사용자를 대신하여 워크플로를 실행하는 역할입니다. 블루프린
트에서 워크플로를 생성할 때 이 역할을 지정합니다.

페르소나 권장 권한
다음은 각 페르소나에 대해 제안된 권한입니다. IAM 관리자는 해당 사용자에게 모든 리소스에 대한 모든 권
한이 있으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제
•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권한 (p. 286)
• 데이터 엔지니어 권한 (p. 287)
• 데이터 분석가 권한 (p. 289)
• 워크플로 역할 권한 (p.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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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권한
Important

다음 정책에서는<account-id>유효한AWS계좌 번호 및 바꾸기<workflow_role>에 정의된 대
로 워크플로를 실행할 권한이 있는 역할의 이름으로워크플로 역할 권한 (p. 289).

정책 유형 Policy

AWS 관리형 정책 • AWSLakeFormationDataAdmin
• AWSGlueConsoleFullAccess (선택 사항)
• CloudWatchLogsReadOnlyAccess (선택 사항)
• AWSLakeFormationCrossAccountManager (선택 사항)
• AmazonAthenaFullAccess (선택 사항)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AWS관리형 정책, 참조the section called “데이터 레
이크 관리자 생성” (p. 17).

인라인 정책 (Lake Formation 서비스 
연결 역할 생성)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iam:CreateServiceLinkedRole", 
            "Resource": "*", 
            "Condition": { 
                "StringEquals": { 
                    "iam:AWSServiceName": 
 "lakeformation.amazonaws.com" 
                } 
            } 
        }, 
        { 
            "Effect": "Allow", 
            "Action": [ 
                "iam:PutRolePolicy" 
            ], 
            "Resource": "arn:aws:iam::<account-
id>:role/aws-service-role/lakeformation.amazonaws.com/
AWSServiceRoleForLakeFormationDataAccess" 
        } 
    ]
}

(선택 사항) 인라인 정책 (워크플로 역
할에 대한 passrole 정책). 이는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가 워크플로를 생성하고 
실행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PassRolePermissions", 
            "Effect": "Allow", 
            "Action": [ 
                "iam:PassRole" 
            ], 
            "Resource": [ 
                "arn:aws:iam::<account-id>:role/<workflow_rol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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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형 Policy
}

(선택 사항) 인라인 정책 (계정에서 
교차 계정 Lake Formation 권한을 부
여하거나 받는 경우). 이 정책은 수
락 또는 거부를 위한 것입니다.AWS 
RAM리소스 공유 초대 및 조직에 
교차 계정 권한 부여를 활성화합니
다.ram:EnableSharingWithAwsOrganization데
이터 레이크 관리자에게만 필요합니
다.AWS Organizations관리 계정.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ram:AcceptResourceShareInvitation", 
                "ram:RejectResourceShareInvitation", 
                "ec2:DescribeAvailabilityZones", 
                "ram:EnableSharingWithAwsOrganization" 
            ], 
            "Resource": "*" 
        } 
    ]
}

데이터 엔지니어 권한
Important

다음 정책에서는<account-id>유효한AWS계좌 번호 및 바꾸기<workflow_role>워크플로 역
할 이름을 입력합니다.

정책 유형 Policy

AWS 관리형 정책 AWSGlueConsoleFullAccess

인라인 정책 (기본)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lakeformation:GetDataAccess", 
                "lakeformation:GrantPermissions", 
                "lakeformation:RevokePermissions", 
                "lakeformation:BatchGrantPermissions", 
                "lakeformation:BatchRevokePermissions", 
                "lakeformation:ListPermissions", 
                "lakeformation:AddLFTagsToResource", 
                "lakeformation:RemoveLFTagsFromResource", 
                "lakeformation:GetResourceLFTags", 
                "lakeformation:ListLFTags", 
                "lakeformation:GetLFTag", 
                "lakeformation:SearchTablesByLFTags", 
                "lakeformation:SearchDatabasesByLFTags", 
                "lakeformation:GetWorkUnits", 
                "lakeformation:GetWorkUnitResults", 
                "lakeformation:StartQueryPlanning", 
                "lakeformation:GetQueryState", 
                "lakeformation:GetQueryStatistics" 
            ], 
            "Resourc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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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형 Policy
}

인라인 정책 (트랜잭션 내 작업
을 포함하여 관리되는 테이블에 
대한 작업)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lakeformation:StartTransaction", 
                "lakeformation:CommitTransaction", 
                "lakeformation:CancelTransaction", 
                "lakeformation:ExtendTransaction", 
                "lakeformation:DescribeTransaction", 
                "lakeformation:ListTransactions", 
                "lakeformation:GetTableObjects", 
                "lakeformation:UpdateTableObjects", 
                "lakeformation:DeleteObjectsOnCancel" 
            ], 
            "Resource": "*" 
        } 
    ]
}

인라인 정책 (LF-TBAC) 메서드
를 사용한 메타데이터 액세스 제
어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lakeformation:AddLFTagsToResource", 
                "lakeformation:RemoveLFTagsFromResource", 
                "lakeformation:GetResourceLFTags", 
                "lakeformation:ListLFTags", 
                "lakeformation:GetLFTag", 
                "lakeformation:SearchTablesByLFTags", 
                "lakeformation:SearchDatabasesByLFTags" 
            ], 
            "Resource": "*" 
        } 
    ]
}

인라인 정책 (워크플로 역할에 
대한 암호 정책)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PassRolePermissions", 
            "Effect": "Allow", 
            "Action": [ 
                "iam:PassRole" 
            ], 
            "Resource": [ 
                "arn:aws:iam::<account-id>:role/<workflow_rol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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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가 권한

정책 유형 Policy

AWS 관리형 정책 AmazonAthenaFullAccess

인라인 정책 (기본)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lakeformation:GetDataAccess", 
                "glue:GetTable", 
                "glue:GetTables", 
                "glue:SearchTables", 
                "glue:GetDatabase", 
                "glue:GetDatabases", 
                "glue:GetPartitions", 
                "lakeformation:GetResourceLFTags", 
                "lakeformation:ListLFTags", 
                "lakeformation:GetLFTag", 
                "lakeformation:SearchTablesByLFTags", 
                "lakeformation:SearchDatabasesByLFTags"               
   
           ], 
            "Resource": "*" 
        } 
    ]
}

(선택 사항) 인라인 정책 (트랜잭
션 내 작업을 포함하여 관리되는 
테이블에 대한 작업)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lakeformation:StartTransaction", 
                "lakeformation:CommitTransaction", 
                "lakeformation:CancelTransaction", 
                "lakeformation:ExtendTransaction", 
                "lakeformation:DescribeTransaction", 
                "lakeformation:ListTransactions", 
                "lakeformation:GetTableObjects", 
                "lakeformation:UpdateTableObjects", 
                "lakeformation:DeleteObjectsOnCancel" 
            ], 
            "Resource": "*" 
        } 
    ]
}

워크플로 역할 권한
이 역할에는 워크플로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 있습니다. 워크플로를 만들 때 이러한 권한을 가진 역할
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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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다음 정책에서는<region>유효한AWS지역 식별자 (예:us-east-1),<account-id>유효한
AWS계좌 번호<workflow_role>워크플로 역할 이름을 입력합니다.<your-s3-cloudtrail-
bucket>Amazon S3 경로를 사용하여AWS CloudTrail로그.

정책 유형 Policy

AWS 관리형 정책 AWSGlueServiceRole

인라인 정책 (데이터 액세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Lakeformation", 
            "Effect": "Allow", 
            "Action": [ 
                 "lakeformation:GetDataAccess", 
                 "lakeformation:GrantPermissions" 
             ], 
            "Resource": "*" 
        } 
    ]
}

인라인 정책 (워크플로 역할에 
대한 암호 정책)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PassRolePermissions", 
            "Effect": "Allow", 
            "Action": [ 
                "iam:PassRole" 
            ], 
            "Resource": [ 
                "arn:aws:iam::<account-id>:role/<workflow_role>" 
            ] 
        } 
    ]
}

인라인 정책 (예: 데이터 레이크 
외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
한 경우AWS CloudTrail로그)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s3:GetObject", "s3:ListBucket"], 
            "Resource": ["arn:aws:s3:::<your-s3-cloudtrail-bucke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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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 Formation
AWSLake Formation permission (Databake Formation permission) on

주제
• 일반 문제 해결 (p. 291)
• 교차 계정 액세스 액세스 (p. 291)
• 블루프린트 및 워크플로 문제 해결 (p. 294)
• AWS Lake Formation의 알려진 문제 (p. 295)

일반 문제 해결
이 곳의 정보를 사용하여 다양한 Lake Formation permission (s) on

오류: 에 대한 Lake Formation 권한이 충분하지 않습니
다. <Amazon S3 location>
리소스가 가리키는 Amazon S3 위치에서 데이터 위치 권한 없이 Data Catalog 리소스를 만들거나 변경하려
고 했습니다.

데이터 카탈로그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이 Amazon S3 위치를 가리키는 경우 Lake Formation 권한
을CREATE_TABLE 부여하거나ALTER 해당 위치에 대한 권한도 부여해야 합니다.DATA_LOCATION_ACCESS
외부 계정이나 조직에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려면 권한 부여 옵션을 포함해야 합니다.

외부 계정에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후에는 해당 계정의 Data Lake 관리자가 계정의 보안 주체 (사용자 또는 
역할) 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른 계정에서 받은DATA_LOCATION_ACCESS 권한을 부여할 때는 소
유자 계정의 카탈로그 ID (AWS계정 ID) 를 지정해야 합니다. 소유자 계정은 위치를 등록한 계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본 데이터 액세스 (p. 258) 및 데이터 위치 권한 부여 (p. 164) 단원을 참조하세요.

오류: “Glue API에 대한 암호화 키 권한이 부족합니다.”
암호화된 데이터 카탈로그의AWS KMS 암호화 키에 대해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권한 
없이 Lake Formation 권한을 부여하려고 했습니다.

매니페스트를 사용하는 내Amazon Athena 또는 
Amazon Redshift 쿼리가 실패했습니다.
Lake Formation 매니페스트를 사용하는 쿼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Lake Formation: In
사용자/역할은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여야 합니다.

교차 계정 액세스 액세스
이 곳의 정보를 사용하여 교차 계정 액세스 액세스 액세스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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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 계정 Lake Formation 권한을 부여했
지만 수신자가 리소스를 볼 수 없습니다.

주제
• 교차 계정 Lake Formation 권한을 부여했지만 수신자가 리소스를 볼 수 없습니다. (p. 292)
• 수신자 계정의 보안 주체는 Data Catalog 리소스를 볼 수 있지만 기본 데이터에는 액세스할 수 없습니

다. (p. 292)
• 오류:AWS RAM 리소스 공유 초대를 수락할 때 “발신자가 인증되지 않아 연결에 실패했습니

다.” (p. 292)
• 오류: “리소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p. 293)
• 오류: “AWS조직 정보 검색에 대한 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 (p. 293)
• 오류: “조직을 <organization-ID>찾을 수 없음” (p. 293)
• 오류: “Lake Formation 권한 부족: 잘못된 조합” (p. 293)
• ConcurrentModificationException 외부 계정에 대한 권한 부여/취소 요청 시 (p. 293)
• Amazon EMR을 사용하여 교차 계정을 통해 공유된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중 오류 발생 (p. 294)

교차 계정 Lake Formation 권한을 부여했지만 수신자가 
리소스를 볼 수 없습니다.
• 수신자 계정의 사용자가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인가요?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만 공유 시 리소스를 볼 수 있

습니다.
• 지정된 리소스 메서드를 사용하여 조직 외부 계정과 공유하고 계신가요? 그럴 경우 수신자 계정의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가AWS Resource Access Manager (AWS RAM) 에서 리소스 공유 초대를 수락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AWS RAM리소스 공유 초대를 수락합니다.” (p. 117)을 참조하세요.
• 에서 계정 수준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까AWS Glue? 그렇다면 지정된 리소스 

메서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를 대신하여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을AWS RAM 부여하는 특별 설명
을 정책에 포함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LakeAWS Glue Formation과 Lake Formation Formation을 모두 사용한 
교차 계정 권한 관리” (p. 218)을 참조하세요.

• 교차 계정 액세스를 허용하는 데 필요한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권한이 있습니까?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필수 조건” (p. 203)을 참조하세요.
• 권한을 부여한 리소스에는IAMAllowedPrincipals 그룹에 부여된 Lake Formation 권한이 없어야 합니

다.
• 계정 수준 정책에 리소스에 대한deny 설명이 있나요?

수신자 계정의 보안 주체는 Data Catalog 리소스를 볼 
수 있지만 기본 데이터에는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수신자 계정의 보안 주체에게는 필수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세
부 정보는 공유 테이블의 기본 데이터에 액세스 (p. 214)을 참조하세요.

오류:AWS RAM 리소스 공유 초대를 수락할 때 “발신자
가 인증되지 않아 연결에 실패했습니다.”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다른 계정에 부여한 후 수신 계정이 리소스 공유 초대를 수락하려고 하면 작업
이 실패합니다.

292



AWS Lake Formation 개발자 안내서
오류: “리소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 aws ram get-resource-share-associations --association-type PRINCIPAL --resource-
share-arns arn:aws:ram:aws-region:444444444444:resource-share/e1d1f4ba-xxxx-xxxx-xxxx-
xxxxxxxx5d8d
{ 
    "resourceShareAssociations": [ 
        { 
            "resourceShareArn": "arn:aws:ram:aws-region:444444444444:resource-share/
e1d1f4ba-xxxx-xxxx-xxxx-xxxxxxxx5d8d
", 
            "resourceShareName": "LakeFormation-MMCC0XQBH3Y", 
            "associatedEntity": "5815803XXXXX", 
            "associationType": "PRINCIPAL", 
            "status": "FAILED", 
            "statusMessage": "Association failed because the caller was not authorized.", 
            "creationTime": "2021-07-12T02:20:10.267000+00:00", 
            "lastUpdatedTime": "2021-07-12T02:20:51.830000+00:00", 
            "external": true 
        } 
    ]
}

이glue:PutResourcePolicy 오류는 수신 계정이 리소스 공유 초대를AWS Glue 수락할 때 가 호
출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산자/권한 부여자 계정에서 사용하는 위임된 역할
로glue:PutResourcePolicy 작업을 허용하십시오.

오류: “리소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른 계정이 소유한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에 교차 계정 권한을 부여하려고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나 테
이블을 계정과 공유할 때 Data Lake 관리자는 계정의 사용자에게만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에 대한 권한
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오류: “AWS조직 정보 검색에 대한 액세스가 거부되었
습니다.”
사용자 계정은AWS Organizations 관리 계정이며 계정의 조직 단위와 같은 조직 정보를 검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Required permissions for cross-account grants (p. 203)을 참조하세요.

오류: “조직을 <organization-ID>찾을 수 없음”
리소스를 조직과 공유하려고 했지만 조직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조직과 리소스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 AWS RAM설명서의 AWS조직과 공유 활성화를 참조하십시오.

오류: “Lake Formation 권한 부족: 잘못된 조합”
Lake Formation 권한이 해당 리소스에 대한IAMAllowedPrincipals 그룹에 부여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데
이터 카탈로그 리소스를 공유했습니다. 사용자는 리소스를IAMAllowedPrincipals 공유하기 전에 Lake 
Formation 권한을 모두 취소해야 합니다.

ConcurrentModificationException 외부 계정에 대한 권
한 부여/취소 요청 시
사용자가 LF-Tag 정책에서 보안 주체에 대한 권한 부여 및/또는 취소를 동시에 여러 번 요청하면 Lake 
Formation이 ConcurrentModificationException 실행됩니다. 사용자는 예외를 확인하고 실패한 승인/취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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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EMR을 사용하여 교차 계정을 통

해 공유된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중 오류 발생

청을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GrantPermissions/RevokePermissionsAPI 작업의 일괄 버전을 사용하
면 동시 권한 부여/취소 요청 수를 줄여 이 문제를 어느 정도 BatchRevokePermissions완화할 수 있습니다.
BatchGrantPermissions

Amazon EMR을 사용하여 교차 계정을 통해 공유된 데
이터에 액세스하는 중 오류 발생
Amazon EMR을 사용하여 다른 계정에서 공유된 데이터에 액세스하면 일부 Spark 라이브러리
가Glue:GetUserDefinedFunctions API 작업 호출을 시도합니다. AWS RAM관리 권한의 버전 1과 2는 
이 작업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은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ERROR: User: arn:aws:sts::012345678901:assumed-role/my-spark-role/
i-06ab8c2b59299508a is not authorized to perform: glue:GetUserDefinedFunctions 
on resource: arn:exampleCatalogResource because no resource-based policy allows 
the glue:GetUserDefinedFunctions action"

이 오류를 해결하려면 리소스 공유를 생성한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가 리소스 공유에 연결된AWS RAM 관
리 권한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AWS RAM관리 권한 버전 3에서는 주도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
다.glue:GetUserDefinedFunctions

새 리소스 공유를 생성하면 Lake Formation Formation은 기본적으로 최신 버전의AWS RAM 관리 권한을 적
용하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 리소스 공유에 대한 교차 계정 데이터 액세스를 활성화하
려면AWS RAM 관리 권한을 버전 3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에서 공유된 리소스에 할당된AWS RAM 권한을 볼 수AWS RAM 있습니다. 버전 3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Databases 
  AWSRAMPermissionGlueDatabaseReadWriteForCatalog  
  AWSRAMPermissionGlueDatabaseReadWrite 
     
Tables 
  AWSRAMPermissionGlueTableReadWriteForCatalog 
  AWSRAMPermissionGlueTableReadWriteForDatabase 
     
AllTables 
  AWSRAMPermissionGlueAllTablesReadWriteForCatalog 
  AWSRAMPermissionGlueAllTablesReadWriteForDatabase 
    

기존 리소스 공유의AWS RAM 관리 권한 버전을 업데이트하려면

AWS RAM사용자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는 사용 설명서의 지침에 따라 AWS RAM관리 권한을 최신 버전으
로 업데이트하거나 리소스 유형에 대한 기존 권한을 모두 취소하고 다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권한을 취소하
면 리소스 유형과 연결된AWS RAM 리소스 공유를AWS RAM 삭제합니다. 권한을 다시 부여하면 최신 버전
의AWS RAM 관리 권한을 첨부하여 새 리소스 공유를AWS RAM 생성합니다.

블루프린트 및 워크플로 문제 해결
이 곳의 정보를 사용하여 청사진 및 워크플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세요.

주제
• 블루프린트가 “사용자: <user-ARN>수행할 권한이 없음: iam:PassRole on resource:<role-ARN>” 로 실

패했습니다. (p. 295)
• “사용자: <user-ARN>수행할 권한이 없음: iam:PassRole on resource:<role-ARN>” 로 인해 워크플로가 

실패했습니다. (p.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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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프린트가 “사용자: <user-ARN>수행할 권한이 없음: 

iam:PassRole on resource:<role-ARN>” 로 실패했습니다.

• 내 워크플로의 크롤러가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거나 요청자가 요청된 권한에 액세스할 권한이 없습니
다”와 함께 실패했습니다. (p. 295)

• 워크플로의 크롤러가 “ CreateTable 작업을 호출하는 동안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AccessDeniedException)...” 와 함께 실패했습니다. (p. 295)

블루프린트가 “사용자: <user-ARN>수행할 권한이 없
음: iam:PassRole on resource:<role-ARN>” 로 실패했
습니다.
선택한 역할을 전달할 충분한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청사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역할을 전달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IAM 정책을 업데이트하거나 사용자에게 필요한 passrole 권한이 있는 다
른 역할을 선택하도록 요청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Lake Formation 페르소나 및 IAM 권한 참조 (p. 285)을 참조하세요.

“사용자: <user-ARN>수행할 권한이 없음: 
iam:PassRole on resource:<role-ARN>” 로 인해 워크
플로가 실패했습니다.
워크플로에 지정한 역할에는 역할 전달을 허용하는 인라인 정책이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워크플로에 대한 IAM 역할 생성” (p. 16)을 참조하세요.

내 워크플로의 크롤러가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거나 요
청자가 요청된 권한에 액세스할 권한이 없습니다”와 함
께 실패했습니다.
한 가지 가능한 원인은 전달된 역할에 대상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없기 때문
입니다. 역할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CREATE_TABLE 권한을 부여합니다.

워크플로의 크롤러가 “ CreateTable 작업
을 호출하는 동안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AccessDeniedException)...” 와 함께 실패했습니다.
한 가지 가능한 원인은 워크플로 역할에 대상 저장소 위치에 대한 데이터 위치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당 
역할에 데이터 위치 권한을 부여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DATA_LOCATION_ACCESS” (p. 195) 단원을 참조하세요.

AWS Lake Formation의 알려진 문제
AWS Lake Formation에서 알려진 문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제
• 테이블 메타데이터 필터링 제한 (p.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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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메타데이터 필터링 제한

• 제외된 열 이름 변경 관련 문제 (p. 296)
• CSV 테이블의 열 삭제 관련 문제 (p. 296)
• 테이블 파티션은 공통 경로 아래에 추가해야 합니다. (p. 297)
• 워크플로우 생성 중 데이터베이스 생성 관련 문제 (p. 297)
• 사용자 삭제 후 재생성 관련 문제 (p. 297)
• GetTablesSearchTablesAPI는IsRegisteredWithLakeFormation 매개변수 값을 업데이트하지 않습니

다. (p. 297)
• 데이터 카탈로그 API 작업은IsRegisteredWithLakeFormation 매개변수 값을 업데이트하지 않습니

다. (p. 297)
• Lake Formation 작업은AWS Glue 스키마 레지스트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p. 298)

테이블 메타데이터 필터링 제한
AWS Lake Formation열 수준 권한을 사용하여 테이블의 특정 열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열 수준 권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콘솔이나 유사한glue:GetTable API를 사용하여 테이블에 대한 메타데이터
를 검색하면 테이블 개체의 열 목록에는 액세스 권한이 있는 필드만 포함됩니다. 이 메타데이터 필터링의 한
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Lake Formation Formation은 통합 서비스에 열 권한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제공하지만 쿼리 응답에서 열
을 실제로 필터링하는 것은 통합 서비스의 책임입니다. Amazon Athena, Amazon Redshift Spectrum 및 
Amazon EMR을 비롯하여 열 수준 필터링을 지원하는 Lake Formation 클라이언트는 레이크 포메이션에 등
록된 열 권한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필터링합니다. 사용자는 액세스 권한이 없어야 하는 데이터를 읽을 수 없
습니다. 현재AWS Glue ETL은 열 필터링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Note

EMR 클러스터는 에서 완전히 관리되지 않습니다AWS. 따라서 데이터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방지
하기 위해 클러스터를 적절히 보호하는 것은 EMR 관리자의 책임입니다.

특정 응용 프로그램 또는 형식은 열 이름 및 유형을 비롯한 추가 메타데이터를Parameters 맵에 테이블 속
성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은 수정되지 않은 상태로 반환되며 모든 열에 대한SELECT 권한이 
있는 모든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vro는 테이블 스키마의 JSON 표현을 이라는avro.schema.literal 테이블 속성에SerDe 저
장합니다. 이 속성은 테이블에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테이블 
속성에 저장하지 말고 사용자가 Avro 형식 테이블의 전체 스키마를 익힐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
습니다. 이 제한은 테이블에 대한 메타데이터에만 적용됩니다.

AWS Lake Formation호출자에게 테이블의 모든 열에 대한SELECT 권한이 없는 경우glue:GetTable 또는 
유사한 요청에spark.sql.sources.schema 응답할 때 로 시작하는 모든 테이블 속성을 제거합니다. 이렇
게 하면 사용자가 Apache Spark로 만든 테이블에 대한 추가 메타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Amazon 
EMR에서 실행할 때 Apache Spark 애플리케이션은 여전히 이러한 테이블을 읽을 수 있지만 특정 최적화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열 이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테이블의 모든 열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경우 Lake Formation Formation은 수정되지 않은 테이블을 모든 테이블 속성과 함께 반환
합니다.

제외된 열 이름 변경 관련 문제
열 수준 권한을 사용하여 열을 제외한 다음 열 이름을 바꾸면 해당 열이 더 이상 쿼리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예:)SELECT *.

CSV 테이블의 열 삭제 관련 문제
CSV 형식으로 Data Catalog 테이블을 만든 다음 스키마에서 열을 삭제하면 쿼리가 잘못된 데이터를 반환하
고 열 수준 권한이 준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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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파티션은 공통 경로 아래에 추가해야 합니다.

해결 방법: 대신 새 테이블을 생성하십시오.

테이블 파티션은 공통 경로 아래에 추가해야 합니다.
Lake Formation Formation에서는 테이블의 모든 파티션이 테이블의 위치 필드에 설정된 공통 경로 아래에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크롤러를 사용하여 카탈로그에 파티션을 추가하면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그러나 파
티션을 수동으로 추가하고 이러한 파티션이 상위 테이블에 설정된 위치에 있지 않으면 데이터 액세스가 작동
하지 않습니다.

워크플로우 생성 중 데이터베이스 생성 관련 문제
Lake Formation 콘솔을 사용하여 블루프린트에서 워크플로를 생성할 때 대상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지 않
는 경우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로그인한 사용자에게 생성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CREATE_TABLE 권한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워크플로에서 생성하는 크롤러는 테이블을 만들려고 할 때 
워크플로의 역할을 맡습니다. 역할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CREATE_TABLE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해결 방법: 워크플로 설정 중에 콘솔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경우 워크플로를 실행하기 전에 워크플
로와 연결된 역할에 방금 만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CREATE_TABLE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 삭제 후 재생성 관련 문제
다음 시나리오에서는 에서 잘못된 Lake Formation 권한을 반환하는 결과를 초래합니
다lakeformation:ListPermissions.

1. 사용자 생성 및 Lake Formation 권한 부여
2. 사용자를 삭제합니다.
3. 동일한 이름으로 사용자를 다시 생성합니다.

ListPermissions두 개의 항목을 반환합니다. 하나는 이전 사용자용이고 다른 하나는 새 사용자용입니다. 
이전 사용자에게 부여된 권한을 취소하려고 하면 새 사용자의 권한이 취소됩니다.

GetTablesSearchTablesAPI
는IsRegisteredWithLakeFormation 매개변수 값
을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GetTables과 같은 Data Catalog API 작업에서는 의 값을SearchTables 업데이트하지 않고 기본값인 
false를 반환한다는 알려진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IsRegisteredWithLakeFormation parameter
GetTableAPI를 사용하여 의 올바른 값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IsRegisteredWithLakeFormation 
parameter.

데이터 카탈로그 API 작업
은IsRegisteredWithLakeFormation 매개변수 값
을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GetTables과 같은 Data Catalog API 작업은IsRegisteredWithLakeFormation 매개 변수의 값
을SearchTables 업데이트하지 않고 기본값인 false를 반환한다는 알려진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GetTableAPI를 사용하여IsRegisteredWithLakeFormation 파라미터의 올바른 값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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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 Formation 작업은AWS Glue 스

키마 레지스트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Lake Formation 작업은AWS Glue 스키마 레지스트리
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Lake Formation 작업은 스키마SchemaReferenceStorageDescriptor 레지스트리에서 사용할 in이 포함
된AWS Glue 테이블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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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AWS Lake Formation API
Note

AWS Lake Formation서비스에 대한 업데이트된 API 참조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페이지는 곧 삭제됩니다.

목차
• 권한 API (p. 299)

• 작업 (p. 299)
• 데이터 유형 (p. 299)

• 데이터 레이크 설정 API (p. 300)
• 작업 (p. 300)
• 데이터 유형 (p. 300)

• 자격 증명 벤딩 API (p. 300)
• 작업 (p. 300)
• 데이터 유형 (p. 300)

• API 태그 지정 (p. 301)
• 작업 (p. 301)
• 데이터 유형 (p. 301)

• 데이터 필터 API (p. 301)
• 작업 (p. 301)
• 데이터 유형 (p. 302)

• 공통 데이터 형식 (p. 302)
• ErrorDetail 구조 (p. 302)
• 문자열 패턴 (p. 302)

권한 API
권한 API 섹션에서는 에서 권한을 부여하고 취소하는 데 필요한 작업 및 데이터 유형을 설명합니다AWS 
Lake Formation. 모든 API 작업 및 데이터 유형에 대해서는 Lake FormationAWS Lake Formation API 참조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작업
• GrantPermissions
• RevokePermissions
• BatchGrantPermissions
• BatchRevokePermissions
• GetEffectivePermissionsForPath
• ListPermissions

데이터 유형
• 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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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레이크 설정

• DatabaseResource
• TableResource
• TableWithColumnsResource
• DataCellsFilterResourcee
• DataLocationResource
• DataLakePrincipal
• PrincipalPermissions
• PrincipalResourcePermissions
• DetailsMap
• ColumnWildcard
• BatchPermissionsRequestEntry
• BatchPermissionsFailureEntry

데이터 레이크 설정 API
이 섹션에는 데이터 레이크 관리자 관리를 위한 데이터 레이크 설정, API 작업 및 데이터 유형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

작업
• GetDataLakeSettings
• PutDataLakeSettings

데이터 유형
• DataLakeSettings

자격 증명 벤딩 API
자격 증명 판매 API 섹션에서는AWS Lake Formation 서비스를 사용하여 자격 증명을 판매하고 데이터 레이
크 리소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작업 및 데이터 유형을 설명합니다.

작업
• RegisterResource
• DeregisterResource
• ListResources
• GetUnfilteredTableMetadata
• GetUnfilteredPartitionsMetadata
• GetTemporaryGluePartitionCredentials
• GetTemporaryGlueTableCredentials

데이터 유형
• Filter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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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지정

• RowFilter
• ResourceInfo

API 태그 지정
태깅 API 섹션에서는 속성 또는 키-값 쌍 태그에 대한 권한 모델을 정의하는 권한 부여 전략과 관련된 작업 
및 데이터 유형을 설명합니다.

작업
• DaddLFTagsToResource
• LF 제거TagsFromResource
• GetResourceLF 태그
• LF 태그 목록
• LF 태그 생성
• LF 태그 가져오기
• Elf 태그 업데이트
• Elf 태그 삭제
• SearchTablesByLF 태그
• SearchDatabasesByLF 태그

데이터 유형
• LFTagKeyResource
• LFTagPolicyResource
• TaggedTable
• TaggedDatabase
• LF 태그
• LFTagPair
• LFTagError
• 컬럼 LF 태그

데이터 필터 API
데이터 필터 API는 에서 데이터 셀 필터를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AWS Lake Formation.

작업
• CreateDataCellsFilter
• DeleteDataCellsFilter
• ListDataCellsFilter
• GetDataCellsFilter
• UpdateDataCells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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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 유형  -

데이터 유형
• DataCellsFilter
• RowFilter

공통 데이터 형식
일반적인 데이터 유형은 AWS Lake Formation의 기타 일반적인 데이터 유형에 대해 설명합니다.

ErrorDetail 구조
오류의 세부 정보를 포함합니다.

필드

• ErrorCode – Single-line string pattern (p. 302)과(와) 일치하는 1~255바이트 길이의 UTF-8 문자열입니
다.

이 오류와 연결된 코드입니다.
• ErrorMessage – URI address multi-line string pattern (p. 302)과(와) 일치하는 2,048바이트 이하 길이

의 설명 문자열입니다.

메시지에서 오류를 설명합니다.

문자열 패턴
API는 다음 정규식을 사용하여 다양한 문자열 파라미터 및 멤버의 유효한 값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 한 줄 문자열 패턴 –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t]*"
• URI 주소 여러 줄 문자열 패턴 – "[\u0020-\uD7FF\uE000-\uFFFD\uD800\uDC00-\uDBFF\uDFFF
\r\n\t]*"

• 사용자 지정 문자열 패턴 #3 — "^\w+\.\w+\.\w+$”
• 사용자 지정 문자열 패턴 #4 — "^\w+\.\w+$”
• 사용자 지정 문자열 패턴 #5 — "arn:aws:iam::[0-9]*:role/.*”
• 사용자 지정 문자열 패턴 #6 — "arn:aws:iam::[0-9]*:user/.*”
• 사용자 지정 문자열 패턴 #7 — "arn:aws:iam::[0-9]*:group/.*”
• 사용자 지정 문자열 패턴 #8 — "arn:aws:iam::[0-9]*:saml-provider/.*”
• 사용자 지정 문자열 패턴 #9 — "^([\p{L}\p{Z}\p{N}_.:\/=+\-@%]*)$”
• 사용자 정의 문자열 패턴 #10 – "^([\p{L}\p{Z}\p{N}_.:\*\/=+\-@%]*)$"
• 사용자 정의 문자열 패턴 #11 – "[\p{L}\p{N}\p{P}]*"

302

https://docs.aws.amazon.com/lake-formation/latest/APIReference/API_DataCellsFilter.html
https://docs.aws.amazon.com/lake-formation/latest/APIReference/API_RowFilter.html


AWS Lake Formation 개발자 안내서

지원되는 리전
AWS 리전지원 업체에 대한AWS Lake Formation 내용은 AWS Lake Formation가격을 참조하십시오.

각 지역의 Lake Formation 서비스 엔드포인트 및 Lake Formation 서비스 할당량 목록은 AWS Lake 
Formation엔드포인트 및 할당량을 참조하십시오.

Lake Formation Formation의 관리 테이블, 트랜잭션 지원 및 스토리지 최적화 기능은 다음에서 사용할 수 있
습니다AWS 리전.

Note

Amazon Athena 엔진 버전 3 또는 Redshift Spectrum을 사용하면 모든 지역에서 셀 수준 보안을 사
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서비스의 경우 셀 수준 보안은 아래 언급된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전 이름 리전 파라미터 엔드포인트

미국 동부(버지니아 북부) us-east-1 akeformation.us-
east-1.amazonaws.com

laeast-1.amazonaws.com과 
같습니다

미국 동부(오하이오) us-east-2 akeformation.us-
east-2.amazonaws.com

laeast-2.amazonaws.com과 
같습니다

미국 서부(오레곤) us-west-2 akeformation.us-
west-2.amazonaws.com

lakeforst-2.amazonaws.com
과 같습니다

아시아 태평양(뭄바이) ap-south-1 akeformation.ap-
south-1.amazonaws.com

아시아 태평양(서울) ap-northeast-2 akeformation.ap-
northeast-2.amazonaws.com

아시아 태평양(싱가포르) ap-southeast-1 akeformation.ap-
southeast-1.amazonaws.com

아시아 태평양(시드니) ap-southeast-2 akeformation.ap-
southeast-2.amazonaws.com

아시아 태평양(도쿄) ap-northeast-1 akeformation.ap-
northeast-1.amazonaws.com

유럽(프랑크푸르트) eu-central-1 akeformation.eu-
central-1.amazonaws.com

유럽(아일랜드) eu-west-1 akeformation.eu-
west-1.amazona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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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전 이름 리전 파라미터 엔드포인트

Europe (London) eu-west-2 akeformation.eu-
west-2.amazonaws.com과 
같습니다

Europe (Stockholm) eu-north-1 akeformation.eu-
north-1.amazonaws.com

캐나다(중부) ca-central-1 akeformation.ca-
central-1.amazonaws.com

남아메리카(상파울루) sa-east-1 a-east-1.amazona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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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Lake Formation에 대한 문서 기
록

다음 표에서는 AWS Lake Formation 설명서에서 변경된 중요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변경 사항 설명 날짜

데이터 공유에 대한 문서 추
가 (p. 305)

이제 Lake Formation 권한을 사용
하여 Amazon Redshift Redshift의 
데이터 공유에 있는 데이터를 안
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Lake 
Formation 를 통해 데이터에 대
한 라이선스 액세스를 지원합니다
AWS Data Exchange. 자세한 내
용은 에서 데이터 공유를 참조하
세요AWS Lake Formation.

2022년 11월 30일

주도자와 직접 계정 간 데이터 공
유 Support (p. 305)

다른 계정의 IAM 보안 주체와 직
접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법에 대
한 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의 교차 계정 데이터 
공유를 참조하십시오AWS Lake 
Formation.

2022년 11월 10일

TBAC를 사용한AWS RAM 
활성화된 데이터 공유 
Support (p. 305)

교차 계정 부여에 데이터 카탈
로그 권한을 부여하는 LF-TBAC 
방법에AWS Resource Access 
Manager 대한 정보가 추가되었습
니다.

2022년 11월 10일

다른 서비스와 함께 작업하는 방
법에 대한 섹션 추가 (p. 305)

AthenaAWS Glue, Redshift 
Spectrum 및 Amazon EMR과 같
은AWS 서비스가 레이크 포메이
션을 사용하여 Lake Formation 포
메이션에 등록된 Amazon S3 위
치의 데이터에 안전하게 액세스
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추가되
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
려면 다른 AWS 서비스와 함께 사
용 (p. 274) 섹션을 참조하세요.

2022년 11월 10일

??? (p. 305) Amazon EMR을 사용하여 교차 계
정 데이터에 액세스할 때 발생하
는 오류 문제 해결에 대한 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mazon EMR을 사용하여 교차 계
정을 통해 공유된 데이터에 액세
스하는 중 오류 발생 (p. 294)을 참
조하세요.

2022년 11월 7일

교차 계정 리소스 공유 업데이
트 (p. 305)

레이크 포메이션에서 계정 간 
리소스 공유가 작동하는 방식
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2022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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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LakeFormationCrossAccountManager정
책 변경을 문서화했습니다.

새 튜토리얼 (p. 305) 관리되는 테이블 생성, 데이터 레
이크 보안 및 데이터 레이크 공유
를 위한 새 자습서가 추가되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작하기 섹
션을 참조하세요.

2022년 4월 20일

뉴 Lake Formation 랜딩 페이
지 (p. 305)

Lake Formation 랜딩 페이지를 업
데이트하여 Lake Formation을 사
용하여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
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레
이크를 공유하고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step-by-step 지침을 제공하
는 자습서 링크를 포함하도록 했
습니다.

2022년 4월 20일

자격 증명 벤딩 Support (p. 305) 자격 증명 벤딩 API 작업을 사용하
여 타사 서비스를 Lake Formation 
포메이션과 통합할 수 있도록 
Lake Formation 지원하는 자격 
증명 벤딩에 대한 정보가 추가되
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ake 
Formation Formation에서 자격 증
명 벤딩이 작동하는 방식을 참조
하십시오.

2022년 2월 28일

관리 테이블 및 고급 데이터 필터
링 Support (p. 305)

ACID 트랜잭션, 자동 데이터 압
축, 시간 이동 쿼리를 지원하는 관
리형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추가
했습니다. 열 수준 보안, 행 수준 
보안, 셀 수준 보안 지원을 위한 
데이터 필터 만들기에 대한 정보
를 추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ake Formation 포메이션의 관
리형 테이블 섹션을 참조하세요. 
Lake Formation 포메이션의 데이
터 필터링 및 셀 수준 보안 섹션을
참조하세요.

2021년 11월 30일

VPC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 
Support (p. 305)

VPC와 Lake Formation 간의 통
신이AWS 네트워크 내에서 완전
하고 안전하게 수행되도록 Lake 
Formation용 가상 사설 클라우
드 (VPC) 인터페이스 엔드포인
트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정
보가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VPC 종단점을 통한 Lake 
Formation Formation 사용 섹션을 
참조하세요.

2021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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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C 엔드포인트 정책 지
원 (p. 305)

Lake Formation 포메이션의 
Virtual Virtual Private Cloud 
(VPC) Virtual Formation 포메이션
의 Virtual Formation 포메이션 자
세한 내용은 VPC 종단점을 통한 
Lake Formation Formation 사용
섹션을 참조하세요.

2021년 10월 11일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 
Support (p. 305)

Lake Formation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는 LF-태그를 사용하여 Data 
Catalog 리소스 및 기본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하는 새롭고 
확장 가능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ake Formation 
Formation Formation 태그 기반 
액세스 제어를 참조하세요.

2021년 5월 7일

Amazon EMR의 데이터 필터링
을 위한 새로운 옵트인 요구 사
항 (p. 305)

Amazon EMR에서 Lake 
Formation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를 필터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옵트인 요구 사항에 대한 정
보가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Amazon EMR에서 데이터 필
터링 허용을 참조하십시오.

2020년 10월 9일

Data Catalog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체 교차 계정 권한 부여 
Support (p. 305)

다음을 포함하여AWS 계정 전체
의 Data Catalog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체 Lake Formation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추
가되었습니다CREATE_TABLE. 자
세한 내용은 데이터 카탈로그 데
이터베이스 공유를 참조하세요.

2020년 10월 1일

SAML을 통한Amazon Athena 사
용자 인증 Support (p. 305)

JDBC 또는 ODBC 드라이버를 
통해 연결하고 Okta 및 Microsoft 
Active Directory 페더레이션 서
비스 (AD FS) 와 같은 SAML ID 
공급자를 통해 인증하는 Athena 
사용자에 대한 지원 정보가 추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ake 
Formation 포메이션의AWS 서비
스 통합을 참조하세요.

2020년 9월 30일

암호화된 데이터 카탈로그
를 통한 교차 계정 액세스 
Support (p. 305)

데이터 카탈로그가 암호화될 때 
교차 계정 권한 부여에 대한 정보
가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교차 계정 액세스 사전 요구 사
항을 참조하세요.

2020년 7월 30일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교차 계정 
액세스 Support (p. 305)

Data Catalog 데이터베이스 및 테
이블에 대한AWS Lake Formation 
권한을 외부AWS 계정 및 조직에 
부여하는 방법과 외부 계정에서 
공유된 Data Catalog 객체에 액세
스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추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차 
계정 액세스를 참조하세요.

2020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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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과의 통합 QuickSight
 (p. 305)

등록된 Amazon S3 위치에 있
는 데이터세트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Amazon QuickSight 
Enterprise Edition 사용자에게 
Lake Formation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추가되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카탈로
그 권한 부여 섹션을 참조하세요.

2020년 6월 29일

설정 및 시작하기 챕터 업데이
트 (p. 305)

설정 및 시작하기 장을 재구성
하고 개선했습니다. Data Lake 
관리자의 권장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권한
을 업데이트했습니다.

2020년 2월 27일

지원AWS Key Management 
Service (p. 305)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 에 대한 Lake 
Formation Formation을 지원하여 
등록된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위치에서 암
호화된 데이터를 읽고 쓰는 통합 
서비스 설정을 간소화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로 
암호화된 Amazon S3 위치를 등록
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추가했
습니다AWS KMS keys. 자세한 정
보는 Amazon S3 위치를 데이터 
레이크에 추가 (p. 102)을 참조하
세요.

2020년 2월 27일

블루프린트 및 데이터 레이
크 관리자 IAM 정책 업데이
트 (p. 305)

증분 데이터베이스 블루프린트에 
대한 명확한 입력 파라미터 데이
터 레이크 관리자에게 필요한 IAM 
정책을 업데이트했습니다.

2019년 12월 20일

보안 챕터 재작성 및 업그레이드 
챕터 수정 (p. 305)

보안 및 업그레이드 챕터를 개선
했습니다.

2019년 10월 29일

슈퍼 권한은 모든 권한을 대체합
니다. (p. 305)

권한을All 로 대체한 내용을 반
영하도록 보안 및 업그레이드 장
을Super 업데이트했습니다.

2019년 10월 10일

추가, 수정 및 설명 (p. 305) 피드백을 기반으로 추가, 수
정 및 설명을 작성했습니다. 보
안 챕터를 수정했습니다. 그룹
을Everyone 로 대체한 내용을 반
영하도록 보안 및 업그레이드 챕
터를IAMAllowedPrincipals
업데이트했습니다.

2019년 9월 11일

새 설명서 (p. 305) AWS Lake Formation Developer 
Guide가 처음으로 릴리스되었습
니다.

2019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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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용어집
AWS 최신 용어는 AWS 일반 참조의 AWS 용어집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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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번역으로 제공되는 번역입니다. 제공된 번역과 원본 영어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영어 버전이 우
선합니다.

cc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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