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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Macie Classic
Amazon Macie 클래식은 단종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Amazon Macie는 이제 상당한 디자인 개선 및 추가 기능을 갖춘 저렴한 가격으로 대부분의 제품을 구
입할 수AWS 리전 있습니다. 새롭고 향상된 기능을 활용하고 비용 절감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Amazon Macie의 기능 및 가격에 대해 알아보려면 Amazon Macie를 참조하십시오. 새 Macie를 사용하는 방
법을 알아보려면 Amazon Macie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Macie Classic 리소스 및 수집된 데이터 삭제

이전에 Macie Classic을 사용했다면 해당 서비스에서 사용자를 대신하여 생성, 사용 및 저장한 리소스 및 데
이터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AWS 서비스 Macie Classic 계정을 비활성화하면 서비스에서 계정
에 직접 저장한 리소스 및 데이터만 삭제했습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피하려면 다음 리소스 및 데이터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AWS CloudTrail데이터 이벤트 — Macie Classic은 모니터링한 S3 버킷에 대해 Amazon S3 데이터 이벤
트를 활성화하면서AWS CloudTrail 트레일을 생성했습니다. 새로운 Amazon Macie는 다른 아키텍처를 
사용하므로 Amazon S3 데이터 이벤트를 활성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로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Macie Classic이 생성한 트레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AWSMacieTrail-DO-NOT-EDIT. 이렇게 하면 트
레일에 대한 추가 CloudTrail 요금 청구가 방지됩니다. 또한 Macie Classic이 이름에 또는 가 포함된 S3 버
킷에 저장한 로그 데이터를awsmacie 보관하거나 제거할 수awsmacietrail 있습니다.

• 아마존 CloudWatch 이벤트 — Macie Classic은 귀하의 계정에 대해 생성한 아마존 CloudWatch 이벤트를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새 Macie는 Amazon EventBridge (이전 명칭 Amazon CloudWatch Events) 에 이벤
트를 게시하지만 이벤트 데이터는 다른 스키마를 사용하며 새 Macie 계정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Macie 
Classic에서 생성한 이벤트를 삭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레거시 IAM 역할 — 2018년 6월 21일 이전에 Macie Classic을 사용했다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두
AWS 계정 개의 레거시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역할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AmazonMacieServiceRole 및 AmazonMacieSetupRole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Macie Classic은 사용
자를 대신하여 다른AWS 서비스 사람에게 전화를 걸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Macie는 이러한 역할을 사용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삭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 21일 이후에 Macie Classic을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 AWSServiceRoleForAmazonMacie서비스
에서 사용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연결 역할을 생성했습니다. 이 역할을 통해 Macie Classic은 사용자를 대신
하여 중요한 데이터를 검색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Amazon Macie는 동일한 서비스 연결 역
할을 사용하여 유사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새 Macie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역할을 유
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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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ws.amazon.com/macie
https://docs.aws.amazon.com/macie/latest/user/what-is-macie.html


Amazon Macie Classic 사용 설명서

기계 번역으로 제공되는 번역입니다. 제공된 번역과 원본 영어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영어 버전이 우
선합니다.

ii


	Amazon Macie Classic
	Table of Contents
	Amazon Macie Class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