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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Pinpoint

Amazon Pinpoint 무엇인가요?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여러 메시징 채널에서 고객과 소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AWS 서비스입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채널을 통해 푸시 알림, 인앱 알림, 이메일, 문자 메시지, 
음성 메시지 및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적절한 채널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고객에게 적
절한 메시지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되는 세분화, 캠페인 및 여정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용 설명서의 정보는 마케터, 비즈니스 사용자 및 개발자를 비롯한 모든 Amazon Pinpoint 사용자를 대
상으로 합니다. 이 가이드에는 주로 Amazon Pinpoint Pinpoint를 사용하여 상호 작용하는 사용자에게 특히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AWS Management Console 있습니다. Amazon Pinpoint 처음 읽어 보세요. Amazon 
Pinpoint 처음 읽어시작하기 (p. 3) 보세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인 경우 Amazon Pinpoint 개발자 안내서 및 Amazon Pinpoint API 참조도 참조하십시
오. 이 문서에서는 Amazon Pinpoint Pinpoint의 기능을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Amazon Pinpoint 기능을 애플리케이션에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
다.

주제
• Amazon Pinpoint (p. 1)
• 지역별 가용성 (p. 2)
• 시작하기 (p. 2)

Amazon Pinpoint
이 섹션에서는 Amazon Pinpoint Pinpoint의 주요 기능과 이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해 설명합
니다.

대상 세그먼트 정의
대상 세그먼트를 정의 (p. 137)하여 메시지에 적절한 대상에게 도달하십시오. 세그먼트는 캠페인이나 여정
에서 보내는 메시지를 수신하는 사용자를 지정합니다. 운영 체제 또는 모바일 디바이스 유형과 같은 애플리
케이션에서 보고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적 세그먼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 외부에서 
정의한 정적 세그먼트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메시징 캠페인으로 대상과 접촉
메시징 캠페인을 만들어 (p. 153) 대상에 접촉합니다. 캠페인은 정의된 일정에 따라 맞춤형 메시지를 보냅
니다. 푸시 알림, 이메일, SMS 텍스트 메시지 및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캠페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대체 캠페인 전략을 실험해 보려면 캠페인을 A/B 테스트로 설정하고 Amazon Pinpoint 분석으로 결과를 분석
하십시오.

사용자 여정 생성
여정을 설계하고 구축 (p. 171)하여 고객을 위한 사용자 지정 다단계 환경을 생성합니다. 여정을 통해 고객
의 속성, 동작 및 활동에 따라 고객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정을 만들 때는 참가자에게 전자 메일 
메시지를 보내거나, 일정 시간 동안 기다리거나, 메시지의 링크 클릭과 같이 참가자가 수행한 작업에 따라 참
가자를 나누는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자동화된 활동 워크플로를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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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Pinpoint 사용 설명서
템플릿으로 일관된 메시징 제공

템플릿으로 일관된 메시징 제공
메시지 템플릿을 만들고 사용 (p. 253)하여 일관된 메시지를 디자인하고 콘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재사용
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템플릿에는 모든 Amazon Pinpoint 프로젝트에 대한 메시지에서 재사용하려는 콘텐
츠 및 설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메일, 푸시 알림, 인앱 메시지, SMS 메시지 및 음성 메시지용 템플릿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맞춤형 콘텐츠 전송
메시지의 각 수신자에 대해 사용자 지정된 콘텐츠를 보냅니다. 메시지 변수와 속성을 사용하여 캠페인 및 여
정에서 보내는 메시지에 동적인 맞춤형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개발을 간소화하기 위해 메시지 변수와 속성을 사용하여 메시지 템플릿에 맞춤형 콘텐츠를 추가 (p. 262)할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 템플릿을 사용하면 Amazon Pinpoint에서 직접 생성한 속성이나 Amazon Personalize
에서 생성한 기계 학습 모델에서 이러한 콘텐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Amazon Personalize Personalize의 
모델에 메시지 템플릿을 연결하면 기계 학습을 사용하여 (p. 295) 메시지의 각 수신자에게 관련 프로모션 
또는 추천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사용자 행동 분석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제공하는 분석을 사용하여 (p. 229) 대상 및 캠페인 및 메시징 활동의 효과
에 대한 통찰력을 얻으십시오. 사용자의 참여 수준, 구매 활동, 인구 통계 등에 대한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캠페인 또는 프로젝트에 대해 전송한 총 메시지 수와 같은 지표를 보고 메시지 트래픽을 모니터링할 수
도 있습니다. Amazon Pinpoint API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은 Amazon Pinpoint에서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사
용자 지정 데이터도 보고할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 외부에서 분석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저장하려면 Amazon Pinpoint가 데이터를 Amazon 
Kinesis Kinesis로 스트리밍하도록 (p. 250) 구성하십시오.

지역별 가용성
Amazon Pinpoint는 북미, 유럽,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의 여러 AWS 리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는 각 
리전에서 여러 가용 영역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가용 영역은 물리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지연 시간이 
짧고 처리량과 중복성이 우수한 프라이빗 네트워크 연결로 통합됩니다. 이러한 가용 영역을 사용하여 아주 
높은 수준의 가용성과 중복성을 제공하면서 지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AWS지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AWS 리전 의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Amazon Web Services 일반 참조. 현재 
Amazon Pinpoint Pinpoint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리전 목록과 각 리전의 엔드포인트는 의 AWS서비스 엔드
포인트를 참조하십시오 Amazon Web Services 일반 참조. 각 리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영역 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글로벌 인프라를 참조하세요.

시작하기
새 프로젝트를 생성하여 Amazon Pinpoint Pinpoint를 (p. 3)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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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Pinpoint 사용 설명서
이 자습서 소개

Amazon Pinpoint 시작하기
Amazon Pinpoint 에서 대상이 있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려면 몇 가지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
어, Amazon Pinpoint 에 고객 연락처 정보를 추가한 다음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세그먼트를 만들어
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메시지를 생성하고 캠페인을 예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캠페인을 보낸 뒤에는 
Amazon Pinpoint 에 내장된 분석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캠페인의 수행 성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 콘솔을 사용하여 고객 세그먼트에 이메일 캠페인을 보내는 것과 관련된 모든 단계의 절차
가 나와 있습니다.

Note

새 Amazon Pinpoint 계정을 설정하는 즉시 프로덕션 액세스를 요청할 때까지 이메일, SMS 및 음성 
메시지 채널의 샌드박스에 저장됩니다. 샌드박스에서 이메일, SMS 및 음성 메시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을 적용하면 Amazon Pinpoint의 모든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샌드박스 제한에 대해서는 단원을 참조하십시오.Amazon Pinpoint 이메일 샌드박
스 (p. 20).

• SMS 샌드박스 제한에 대해서는 단원을 참조하십시오.Amazon Pinpoint SMS 샌드박스 정
보 (p. 55).

• 음성 샌드박스 제한에 대해서는 단원을 참조하십시오.Amazon Pinpoint 음성 샌드박스 (p. 125).
• 푸시 알림에는 Amazon Pinpoint 샌드박스 제한이 없습니다.

샌드박스에서 프로덕션 액세스로 이동하려면AWS Supporta 사례 (case)Service limit increase(서비
스 제한 증가)이동할 채널당 요청

이 자습서 소개
이 단원에서는 이 자습서의 개요를 다룹니다.

수강 대상

이 자습서는 마케팅 및 비즈니스 사용자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또는 시스템 관리자인 경우튜토리얼의Amazon Pinpoint 개발자 안내서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된 기능

이 자습서에서는 Amazon Pinpoint 콘솔에서 아래의 모든 단계를 완료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 파일에서 고객 데이터 가져오기
• 속성에 따라 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그먼트 생성
• 이메일 캠페인 생성 및 특정 시간에 전송되도록 예약
• Amazon Pinpoint 에 내장된 분석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이메일 배달 및 응답 데이터 보기

필요 시간

이 자습서를 완료하려면 약 30~45분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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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Pinpoint 사용 설명서
1단계: 프로젝트 생성

지역별 제한

이 솔루션의 사용과 관련된 지역별 제한은 없습니다.

리소스 사용 비용

AWS 계정 생성은 무료입니다. 그러나 이 솔루션을 구현하면 아래 표에 나열된 비용이 일부 또는 전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설명 비용(USD)

메시지 전송 비용 Amazon Pinpoint 를 통해 발송하는 이메일당 
0.0001 USD를 지불합니다.

월별 대상 비용 Amazon Pinpoint 에서 매달 에서 대상이 되는 엔드
포인트 중 처음 5,000개는 USD를 지불합니다. (엔
드포인트는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대상을 나타냅
니다(예: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폰 번호)). 
그 이후에는 대상 엔드포인트당 0.0012 USD를 지불
합니다.

이 자습서를 사용하여 한 달에 서로 다른 엔드포인트 5개에 메시지 5개를 보낸다면 0.0005 USD의 비용이 발
생합니다.

Amazon Pinpoint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Amazon Pinpoint 
요금.

다음: 프로젝트 생성 및 구성 (p. 4)

1단계: 프로젝트 생성 및 구성
Amazon Pinpoint, a프로젝트설정, 고객 정보, 세그먼트 및 캠페인의 모음입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
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Note

Amazon Pinpoint API를 사용한 적이 있다면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말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Amazon Pinpoint, a프로젝트와 동일합니다응용 프로그램.

이 단원에서는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이메일 주소도 하나 확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습서 후반부에서 이메일 캠페인을 만들 때 이 주소로 이메일을 보낼 것입니다.

프로젝트 생성 및 구성
이 단원의 절차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후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Amazon Pinpoint Pinpoint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의 기능을 소개하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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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Pinpoint 사용 설명서
2단계: 데이터 가져오기 및 및 세그먼트 생성

시작하기 섹션에서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고 Create a project(프로젝트 생성)를 선택합니다.

Note

프로젝트 이름은 최대 64자까지 가능합니다.
3. Configure features(기능 구성) 페이지의 이메일 옆에서 구성을 선택합니다.
4. 이메일 주소에 이메일을 보낼 때 사용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이메일 주소를 사용

하거나 직장 이메일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Verify]를 선택합니다.
5. 1—2분 기다린 다음 4단계에서 지정한 이메일 주소의 받은 편지함을 확인해 봅니다. 에서 이메일이 떠

야 합니다.Amazon Web Services (no-reply-aws@amazon .com)제목이 “Amazon Web Services — 지
역 내 이메일 주소 확인 요청”란에RegionName“”RegionName의 이름입니다AWSAmazon Pinpoint 구
성하고 있는 지역.

6. 이메일을 열고 이메일 본문의 링크를 클릭합니다.
7. 브라우저에서 Amazon Pinpoint Console로 돌아갑니다. Set up email(이메일 설정) 페이지에서 저장을 

선택합니다.

다음: 고객 데이터 가져오기 및 세그먼트 생성 (p. 5)

2단계: 고객 데이터 가져오기 및 및 세그먼트를 생성
세그먼트란 특정한 속성을 공유하는 고객 그룹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세그먼트 하나에 Android 디바이스에
서 2.0 버전의 앱을 사용하는 모든 고객을 넣거나 로스앤젤레스시에 거주하는 모든 고객을 넣을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생성할 때는 반드시 그 캠페인을 보낼 세그먼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 캠페인을 한 세그먼트에 
보낼 수 있고, 한 캠페인을 여러 세그먼트에 보낼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생성할 수 있는 세그먼트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동적 세그먼트— 정의하는 속성을 기반으로 한 세그먼트. 동적 세그먼트는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할 수 있
습니다. 예를 들어 새 엔드포인트를 로 추가하거나 기존 엔드포인트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 해당 세그
먼트의 엔드포인트 수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동적 세그먼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그먼트 
구축 (p. 137)을 참조하십시오.

• 가져온 세그먼트— Amazon Pinpoint 외부에서 생성되어 CSV 또는 JSON 형식으로 저장된 세그먼트. 가져
온 세그먼트는 정적이므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새 세그먼트를 생성하면 가져온 세그먼트를 기본 세그먼트
로 사용한 다음 필터를 추가하여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세그먼트 가져오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그먼
트 가져오기 (p. 143)를 참조하십시오.

이 자습서에서는 컴퓨터의 파일을 업로드하여 가져온 세그먼트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 이 가져온 세그먼트를 
토대로 동적 세그먼트를 만들어 봅니다.

2.1단계: 샘플 파일 다운로드 및 수정
이 단원에서는 가상의 고객 데이터가 포함된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연락처 정보를 포함하여 
데이터를 수정합니다. 이 자습서 후반부에서 이 데이터로 세그먼트를 만들게 됩니다.

1. 웹 브라우저에서 샘플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https://raw.githubusercontent.com/awsdocs/amazon-
pinpoint-user-guide/main/examples/Pinpoint_Sample_Import.csv.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합니다.

Tip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링크를 클릭한 다음 링크 저장을 선택하여 이 파일을 컴퓨터에 빠르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일부 브라우저는 다음과 함께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txt파일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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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Pinpoint 사용 설명서
2.2단계: 샘플 고객 데이터 파일 가져오기

자 이름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저장하기 전에 확장자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십시
오.csv.

2. 스프레드시트 애플리케이션에서 파일을 엽니다. 파일의 마지막 행에서 각괄호(<…>) 안에 있는 항목을 
본인의 연락처 정보로 바꿉니다.

에서Address열에 확인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1단계 (p. 4). 이 캠페인에서 보내는 메시지는 
해당 주소로 발송됩니다.

3. 작업을 마치고 파일을 저장합니다.

Note

스프레드시트 애플리케이션에서 파일을 수정하는 경우, 수정된 파일을 .csv (쉼표로 구분된 값) 
형식으로 저장하십시오. Amazon Pinpoint 핀포인트는.xlsx와 같은 전용 파일 형식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2.2단계: 샘플 고객 데이터 파일 가져오기
고객 데이터가 포함된 파일을 만들었으니 이제 이것을 가져올 Amazon Pinpoint. 고객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새 세그먼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져온 세그먼트를 만들려면

1. Amazon Pinpoint 콘솔의 탐색 창에서 를 선택합니다.세그먼트.
2. Create a segment(세그먼트 생성)를 선택합니다.
3. Create a segment(세그먼트 생성) 페이지에서 Import a segment(세그먼트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4. 사양 섹션의 Import method(가져오기 방법)에서 Upload files from your computer(컴퓨터에서 파일 업로

드)를 선택합니다.
5. 파일 선택을 선택합니다. 이전 단원에서 다운로드하여 수정한 Pinpoint_Sample_Import.csv 파일

로 이동합니다.
6. Create segment(세그먼트 생성)를 선택합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point가 컴퓨터에서 파일을 복

사하여 세그먼트를 생성합니다. 가져오기가 완료될 때까지 1분간 기다립니다.

2.3단계: 대상 세그먼트 생성
이제 Amazon Pinpoint Pinpoin( 고객) 프로젝트에 고객 데이터는 물론 전체 고객 목록이 포함된 세그먼트도 
들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연락처 정보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대상 세그먼트를 생성합니다. 세그먼트를 필터링하는 세그먼트 기준을 추가하여 본인이 이 세
그먼트의 유일한 구성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그먼트를 만들려면

1. 세그먼트 페이지에서 Create a segment(세그먼트 생성)를 선택합니다.
2. Create a segment(세그먼트 생성) 페이지에서 Build a segment(세그먼트 구축)를 선택합니다.
3. 이름에 세그먼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4. Segment group 1(세그먼트 그룹 1)에서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a. Include endpoints that are in any of the following segments(다음 세그먼트 중 하나의 엔드포인트 
포함) 옆에서 이전 단계에서 만든 Pinpoint_Sample_Import 세그먼트를 선택합니다.

b. 선택기준 추가.
c. 아래 (아래) 를 열고속성, 선택채널 유형 > 이메일.
d. [Add filter]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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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Pinpoint 사용 설명서
3단계: 캠페인 생성

e. 표시되는 새 메뉴에서속성컬럼, 선택사용자 지정 사용자 특성 > 회사. 그런 다음Operator컬럼, 선
택Is. 마지막으로Values열에 본인의 연락처 기록으로 지정한 고유한 회사 이름을 입력합니다.2.1단
계 (p. 5).

f. Create segment(세그먼트 생성)를 선택합니다.

다음: 캠페인 생성 및 예약 (p. 7)

3단계: 캠페인 생성 및 예약
캠페인이란 특정한 대상 세그먼트의 참여를 유도하는 메시징 이니셔티브입니다. 캠페인은 사용자가 지정한 
날짜와 시간에 맞춤 작성된 메시지를 보냅니다. 콘솔을 사용하여 이메일, 푸시 알림 또는 SMS 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는 캠페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이메일 캠페인을 생성합니다. 새 캠페인을 만들고 대상 세그먼트를 선택한 다음 캠페인에 대
한 응답형 이메일 메시지를 만듭니다. 메시지 설정을 마친 뒤에는 메시지를 보낼 날짜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
습니다.

3.1단계: 캠페인 생성 및 세그먼트 선택
세그먼트를 만들 때는 먼저 세그먼트의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캠페인을 적용할 세그먼트를 
선택합니다. 이 자습서에서는 2.3단계 (p. 6)에서 만든 세그먼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캠페인을 만들고 세그먼트를 선택하려면

1. Amazon Pinpoint 콘솔의 탐색 창에서 을 선택합니다.캠페인.
2. Create a campaign(캠페인 생성)을 선택합니다.
3. Campaign details(캠페인 세부 정보) 아래의 Campaign name(캠페인 이름)에 캠페인의 이름을 입력합니

다.
4. Campaign type(캠페인 유형)에서 Standard campaign(표준 캠페인)을 선택합니다.
5. Choose a channel for this campaign(이 캠페인의 채널 선택)에 이메일을 선택합니다.
6. 다음을 선택합니다.
7. Choose a segment(세그먼트 선택) 페이지에서 Use an existing segment(기존 세그먼트 사용)를 선택합

니다. 그런 다음, Segment(세그먼트)에서 2.3단계 (p. 6)에서 만든 대상 세그먼트를 선택합니다. 다
음을 선택합니다.

3.2단계: 캠페인 메시지 생성
캠페인 이름을 지정하고 세그먼트를 선택했으면 이제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자습서에는 메시지 
작성에 이용할 수 있는 HTML 파일의 링크가 실려 있습니다.

이 샘플 파일은 반응형 HTML을 사용하여 컴퓨터와 모바일 디바이스 양쪽에서 올바르게 표시되는 메시지를 
작성합니다. 인라인 CSS를 사용하므로 광범위한 이메일 클라이언트와 호환됩니다. 또 수신자의 이름 및 기
타 개인 정보로 메시지를 맞춤 조정하는 데 사용되는 태그도 들어 있습니다.

메시지를 작성하려면

1. Create your message(메시지 만들기) 페이지의 메시지 내용에서 새 메시지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2. 제목에 이메일의 제목 행을 입력합니다.
3. 웹 브라우저에서 샘플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https://raw.githubusercontent.com/awsdocs/amazon-

pinpoint-user-guide/main/examples/Pinpoint_Sample_Email.html.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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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Pinpoint 사용 설명서
3.3단계: 캠페인 예약

Tip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링크를 클릭한 다음 을 선택하여 이 파일을 컴퓨터에 빠르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링크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렇지 않으면 링크를 클릭하여 브라우저 탭에서 html 텍
스트를 열 수 있습니다. 4단계를 완료할 때까지 탭을 열어 둡니다.

4. 방금 다운로드한 파일을 메모장 (Windows) 같은 텍스트 편집기에서 엽니다. TextEdit (macOS). 브라우
저 탭에서 파일을 연 경우 해당 탭을 선택합니다. Ctrl+A(Windows) 또는 Cmd+A(macOS)를 눌러 전체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Ctrl+C(Windows) 또는 Cmd+C(macOS)를 눌러 복사합니다.

5. 메시지 아래에서 편집기에 표시되어 있는 샘플 HTML 코드를 삭제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복사한 
HTML 코드를 붙여 넣습니다.

6. (선택 사항) 보내려는 메시지를 포함시켜 메시지 내용을 수정하십시오.

중괄호 두 개 안에 속성의 이름을 넣어 각 수신자에 맞게 메시지를 맞춤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샘플 메시지에는 이라는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User.UserAttributes.FirstName}}. 이 
코드는 사용자를 나타냅니다.UserAttributes.FirstName 수신자의 이름이 포함된 속성 이 캠페인을 보내
면 Amazon Pinpoint Pinpoint가 이 속성 이름을 제거하고 수신자별로 적절한 값으로 대체합니다.

다른 속성 이름으로도 실험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에 지정할 수 있는 전체 속성 이름 목록은 2.2단
계 (p. 6)에서 가져온 스프레드시트의 열 제목을 참조하십시오.

Tip

Design(디자인) 보기를 사용하면 HTML 코드를 편집하지 않고도 메시지 내용을 편집할 수 있습
니다. 이 보기를 사용하려면 다음 그림과 같이 메시지 편집기 위의 보기 선택기에서 디자인을 
선택합니다.

7. 다음을 선택합니다.

3.3단계: 캠페인 예약
캠페인 생성의 마지막 단계는 전송 시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캠페인을 시작
하는 즉시 전송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간으로부터 15분에서 future 6개월까지 앞으로 전송
되도록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반복 전송하도록 예약할 수 있습니다(매 시간, 매일, 매
주 또는 매달). 반복 캠페인은 캠페인 메시지의 모양은 오랜 시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수록되는 정보는 
크게 달라지는 경우에 계정 또는 상태 업데이트를 보내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섹션에서 캠페인을 시작하는 즉시 전송되도록 캠페인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예약하려면

1. Choose when to send the campaign(캠페인 전송 시기 선택) 페이지에서 At a specific time(특정 시간)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Choose when the campaign should be sent(캠페인 전송 시기 선택)에서 즉시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을 선택합니다.

2. 검토 및 시작 페이지에서 캠페인의 세부 정보를 모두 검토합니다. 보낼 준비가 되면 Launch 
campaign(캠페인 시작)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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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Pinpoint 사용 설명서
4단계: 캠페인 분석 보기

축하합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와 함께 첫 번째 캠페인을 만들었습니다! 2.3단계 (p. 6)에서 생성
한 세그먼트의 구성원이 본인뿐이므로 앞으로 몇 초 안에 받은 편지함에 이 메시지가 들어올 것입니다.

다음: 캠페인 분석 보기 (p. 9)

4단계: 캠페인 분석 보기
이제 본인이 구성원인 세그먼트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메일 캠페인을 만들어 본인에게 전송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이 캠페인의 배달 및 반응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4.1단계: 캠페인과 상호작용합니다
캠페인의 배달 및 반응 지표를 보려면 3단계 (p. 7)에서 본인이 보낸 메시지와 상호 작용해야 합니다.

이메일과 상호 작용하려면

1. 이메일 클라이언트에서 3단계 (p. 7)에서 본인이 보낸 메시지를 엽니다.
2.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자동 숨김 처리하는 이메일 클라이언트라면 Download pictures(사진 다운로드) 버

튼(또는 그에 해당하는 버튼)을 선택하여 메시지의 이미지를 로드합니다.
3.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한 개 이상 클릭합니다.
4. 잠시 기다린 후 다음 단원으로 넘어갑니다.

4.2단계: 캠페인 지표 보기
캠페인에서 보낸 이메일에 대해 상호 작용을 마쳤으면 캠페인의 지표를 볼 수 있습니다.

캠페인 지표를 보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All projects(모든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캠페인을 보낼 때 사용한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의 분석에서 Campaigns(캠페인)를 선택합니다.
4. Campaigns(캠페인) 섹션에서 3단계 (p. 7)에서 만든 캠페인을 선택합니다.
5. (선택 사항) 이 페이지에서 날짜 제어를 사용하여 보고서 날짜 범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의 지표 페이지에는 다음 정보가 표시됩니다.

• Delivery count metrics(배달 개수 지표)— 이 섹션에서는 캠페인에서 전송한 메시지의 배달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 Messages sent(전송한 메시지)— 전송한 메시지의 수입니다.
• Messages delivered(배달된 메시지)— 수신자에게 배달된 메시지의 수입니다.
• Links clicked(클릭한 링크)— 수신자가 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한 횟수입니다. 수신자 한 명이 링크 

하나를 두 번 이상 클릭했다면 이 섹션에 각 클릭이 표시됩니다.
• 엔드포인트 배달— 선택한 날짜 범위 중 날마다 캠페인을 보낸 평균 엔드포인트 수입니다. 차트는 

선택한 날짜 범위 중 각 날짜별로 캠페인을 배달한 엔드포인트 수를 보여줍니다.
• Delivery rate metrics(배달율 지표)— 이 섹션에는 캠페인에서 전송한 메시지의 전체 배달 및 응답율이 

표시됩니다. 여기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 Delivery rate(배달율)— 이 캠페인을 전송한 세그먼트의 총 대상 엔드포인트 수 중 수신자에게 배달

된 메시지의 비율입니다.
• Email open rate(이메일 오픈율)— 배달된 총 메시지 수 중 수신자가 열어본 메시지의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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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unce rate(반송률)— 수신자에게 배달되지 않고 반송된 메시지의 비율입니다. 이 값에는 하드 바
운스, 즉 영구 문제로 인해 반송된 메시지만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수신자의 이메일 주소가 존재하
지 않거나 수신자가 해당 도메인의 이메일을 영구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 하드 반송이 발생합니다.

• Campaign runs(캠페인 실행)— 이 섹션에는 각각의 캠페인 실행 시기에 해당하는 정보가 나와 있습니
다. Amazon Pinpoint Pinpoint를 사용하여 반복 캠페인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이 섹션에 여러 차례의 
캠페인 실행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자습서의 절차대로 따랐다면 캠페인을 한 
번만 실행했으므로 한 캠페인 실행의 정보만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 섹션에는 이전 섹션에서 정의한 
몇 가지 지표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지표가 포함됩니다.
• Endpoints targeted(대상으로 지정된 엔드포인트)— 캠페인 실행과 관련이 있는 세그먼트의 수입니

다. 이 숫자에는 세그먼트 내 엔드포인트 중 한 번도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는 엔드포인트도 포함됩
니다.

• Total email opened(총 열어본 이메일)— 캠페인이 실행되는 동안 전송한 메시지를 열어본 총 횟수
입니다. 예를 들어 수신자 한 명이 메시지를 두 번 열어보았다면 두 차례의 연 횟수가 모두 계수됩니
다.

다음: 다음 단계 (p. 10)

다음 단계
이 자습서를 Amazon Pinpoint의 더 많은 기능을 알아보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

• 업계의 모범 사례에 맞는 캠페인을 만들어 이메일 캠페인의 배달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모범 사례 (p. 50)을 참조하십시오.

• 전체 도메인을 확인하면 해당 도메인의 모든 주소에서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확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메인 확인 (p. 22) 단원을 참조하세요.

• 이메일 전송을 위한 전용 IP 주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IP 주소는 특정한 사용 사례에서 이메일을 보내
는 데 효과적인 옵션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Amazon Pinpoint 에서 전용 IP 주소 사용 (p. 32)을 참조하
십시오.

• Amazon Pinpoint 배달 가능성 대시보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배달 가능성 대시보드는 이메일 배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Amazon Pinpoint 배송 가능성 대시
보드 (p. 38)을 참조하십시오.

• SMS나 푸시 등 다른 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널을 사용하려면 먼저 설정 페이지
에서 해당 채널을 활성화하고 구성해야 합니다. 설정 페이지에서 채널을 활성화하고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설정 (p. 308)을 참조하십시오.

• 캠페인 관련 데이터를 Amazon Pinpoint 외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캠페인의 배달 및 응답 데이
터를 Amazon S3 S3로 보내 장기 보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분석을 위해 Amazon Redshift Redshift
로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Amazon Pinpoint 외부로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
원을 참조하십시오.이벤트 스트림 설정 (p. 348).

• 을 사용하여 Amazon Pinpoint를 앱과 통합하거나,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Amazon Pinpoint와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AWSSDK.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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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Amazon Pinpoint
Amazon Amazon Amazon Amazon Amazon Amazon Amazon Amazon Pinpoint (Amazon Pinpoint) 에서 프
로젝트는 수신자 정보, 세그먼트, 캠페인 및 여정의 모음입니다. 신규 Amazon Pinpoint 사용자는 먼저 프로
젝트를 생성해야 합니다. Amazon Pinpoint API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참조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프로젝트와 애플리케이션은 서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프로젝트 만들기 및 관리에 대한 정보를 설명합니다.

주제
• Amazon Pinpoint 프로젝트 관리 (p. 11)

Amazon Pinpoint 프로젝트 관리
Amazon Pinpoint 콘솔을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생성, 보기, 편집, 삭제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내에
서 다음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엔드포인트 가져오기 (p. 143),세그먼트 생성 (p. 137),캠페인 생
성. (p. 153),여정 생성 (p. 174), 및분석 데이터 보기. (p. 229)그 프로젝트를 위해서요.

프로젝트 생성 (생성
새 프로젝트를 만드는 절차는 계정에 현재 프로젝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AWS 리
전.

옵션 1: 프로젝트 생성 및 구성 (Amazon Pinpoint 사용자 새 사용자)) (
이 단원의 절차는 새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Pinpoint에서 프로젝트를 만든 적이 
없다면 이 단원의 절차를 완료하십시오.

Amazon Pinpoint 계정에 기존 프로젝트가 하나 이상 있다면 의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옵션 2: 프로젝트 생
성 및 구성 (기존 Amazon Pinpoint 사용자)) (기존 (p. 12)대신에.

프로젝트 생성 방법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후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Amazon Pinpoint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의 기능을 소개하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시작하기 섹션에서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고 Create a project(프로젝트 생성)를 선택합니다. 지정하는 
프로젝트 이름은 최대 64자까지 가능합니다.

Note

프로젝트를 생성한 후 이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3. 온 더기능 구성.페이지에서 구성할 채널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이메일을 보내려

는 경우구성의 버튼Email섹션.

채널을 설정하도록 선택하면 해당 채널 구성과 관련된 옵션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선택
한 경우이메일 채널 설정 (p. 20), 이메일 주소 확인과 관련된 옵션이 표시됩니다. 선택 항목:SMS 채
널 설정 (p. 57), 지출 한도 및 기본 메시지 유형 설정과 관련된 옵션이 표시됩니다. 선택 항목:푸시 알
림 설정 (p. 16)을 누르면 푸시 알림 서비스 자격 증명 구성과 관련된 옵션이 표시됩니다.

Note

나중에 이 프로젝트에서 추가 채널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 중에 구성한 채널을 통
해서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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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2: 프로젝트 생성 및 구성 (기존 Amazon Pinpoint 사용자)) (기존
Amazon Pinpoint 계정에 기존 프로젝트가 하나 이상 있다면 이 단원의 절차는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Amazon Pinpoint 계정에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의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옵션 1: 프로젝트 
생성 및 구성 (Amazon Pinpoint 사용자 새 사용자)) ( (p. 11)대신에.

프로젝트 생성 방법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All projects(모든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Create a project(프로젝트 생성)를 선택합니다.
3. Create a project(프로젝트 생성) 창의 프로젝트 이름에 프로젝트의 이름을 입력한 다음 생성을 선택합니

다. 지정하는 프로젝트 이름은 최대 64자까지 가능합니다.
4. 온 더기능 구성.페이지에서 구성할 채널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이메일을 보내려

는 경우구성의 버튼Email섹션.

채널을 설정하도록 선택하면 해당 채널 구성과 관련된 옵션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선택
한 경우이메일 채널 설정 (p. 20), 이메일 주소 확인과 관련된 옵션이 표시됩니다. 선택 항목:SMS 채
널 설정 (p. 57), 지출 한도 및 기본 메시지 유형 설정과 관련된 옵션이 표시됩니다. 선택 항목:푸시 알
림 설정 (p. 16)을 누르면 푸시 알림 서비스 자격 증명 구성과 관련된 옵션이 표시됩니다.

Note

나중에 이 프로젝트에서 추가 채널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 중에 구성한 채널을 통
해서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채널을 설정하려는 경우이 단계 건너뛰기.

프로젝트 편집
프로젝트를 생성한 후 이름을 편집할 수는 없지만 프로젝트와 관련된 일부 설정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 섹
션에는 이러한 설정을 변경하는 절차와 변경할 수 있는 설정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편집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온 더모든 프로젝트 보기페이지의 프로젝트 목록에서 편집할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의 설정 아래에서 일반 설정을 선택합니다.
4. 편집(Edit)을 선택합니다.
5. Edit general settings(일반 설정 편집) 페이지에서 다음 설정을 변경합니다.

a. 캠페인 설정 설정

대기 시간

Amazon Pinpoint가 특정 시간 동안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게 하려면 이 설정을 사용합니다. 이 
설정을 구성하려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입력합니다. 엔드포인트의 현지 시간대에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사이에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는 경우 Amazon Pinpoint Pinpoint는 해당 엔드
포인트에 메시지를 전송하려 하지 않습니다.

Note

이 설정을 현지 시간대에 맞추려면 수신자의 엔드포인트 정의에 적절한 형식의
Demographic.Timezone 속성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시간을 지정할 때는 24시간 표기법을 사용하여 HH:MM 형식으로 지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오
후 9:30이라면 21:30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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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포인트당 최대 일일 메시지 수

프로젝트의 모든 캠페인에서 24시간 동안 단일 엔드포인트에 보낼 수 있는 최대 메시지 수를 
지정하려면 이 설정을 사용합니다. 지정하는 값은 100 미만이어야 합니다.

엔드포인트당 최대 메시지 수

캠페인 단일 엔드포인트에 보낼 수 있는 최대 메시지 수를 지정하려면 이 설정을 사용합니다. 
캠페인이 반복되는 경우 이 설정은 캠페인의 모든 실행에 적용됩니다. 지정하는 값은 100 미만
이어야 합니다.

Note

이 설정은 다음 메시지 수를 고려합니다.목표엔드포인트 (실제로 있는 메시지 수와 반
대)전달엔드포인트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새 계정을 만들면 메시지를 자
동 전송하도록 구성된 캠페인이 있는데 해당 엔드포인트에서 그 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경우(예: 엔드포인트에 대기 시간 설정 적용), 해당 엔드포인트도 대상으로 계산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후속 캠페인 실행에서 해당 엔드포인트를 제외합니다.

초당 최대 메시지 수

캠페인에서 초당 전송할 수 있는 최대 메시지 수를 지정하려면 이 설정을 사용합니다. 지정하는 
값은 1에서 20,000 사이의 숫자여야 합니다. 초당 메시지 매개 변수를 정의하면 해당 매개 변수
를 일치시키려고 시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의되지 않은 경우 최대한 빨리 메시지를 전달하
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전송 속도는 특정 시점의 채널 지연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캠페인 실행 시간

캠페인이 예약된 시작 시간 이후에 메시지 전송을 시도할 수 있는 최대 시간(초)을 지정하려면 
이 설정을 사용합니다. 이 설정의 최소 값은 60초입니다.

b. 여정 설정

일정 기간 내 모든 여정에서 최대 메시지 수

이 설정을 사용하여 지정된 엔드포인트 내의 단일 엔드포인트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최대 
횟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타임프레임. 예를 들어, 한 번에 최대 3개의 메시지를 보내려는 경
우타임프레임각 엔드포인트까지 7일 기본 설정은 0이며, 여정에서 엔드포인트 수신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 수신 메시지 수에는 제한이 없음을 뜻합니다.

타임프레임

에 적용되는 기간 (일) 입니다.일정 기간 내 모든 여정에서 최대 메시지 수0으로 설정하지 않
은 경우. 기본 설정은 0입니다. 즉, 여정에서 엔드포인트에 받을 수 있는 엔드포인트 수신 기간 
(일) 에 제한이 없음을 뜻합니다.

6. 마쳤으면 저장을 선택합니다.

프로젝트 삭제
프로젝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엔드포인트 데이터, 세그먼트, 캠페인, 여정 및 분석 데이
터도 삭제됩니다.

Warning

프로젝트를 삭제한 후에는 복원할 수 없습니다.

프로젝트를 삭제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온 더모든 프로젝트 보기페이지의 프로젝트 목록에서 삭제할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의 설정 아래에서 일반 설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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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삭제

4. 프로젝트 삭제를 선택합니다.
5. 확인 창의 텍스트 필드에 다음을 입력합니다.delete. 삭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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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시 알림

Amazon Pinpoint 채널
채널이란 대상 세그먼트를 메시지 활동에 참여시킬 때 이용하는 플랫폼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앱 사용
자에게 푸시 알림을 보내려면 푸시 알림 채널이 활성화된 Amazon Pinpoint 프로젝트가 있어야 합니다. 
Amazon Pinpoint 다음 채널을 지원합니다.

• 푸시 알림 (p. 15)
• 이메일 (p. 19)
• SMS (p. 54)
• 음성 (p. 124)
• 인앱 메시지

이러한 채널 외에도 사용자 지정 채널 (p. 136)을 만들어 특정 사용 사례에 맞게 기능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
다.

Amazon Pinpoint를 사용하여 대상에 참여하려면 먼저 Amazon Pinpoint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런 다음 만든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캠페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사용하여 고객 참여를 유도하
려면 먼저 참여시키려는 고객 세그먼트를 정의 (p. 137)합니다. 그런 다음 세그먼트로 보낼 캠페인을 정
의 (p. 153)합니다.

이 단원의 주제
• Amazon Pinpoint 푸시 알림 (p. 15)
• Amazon Pinpoint 이메일 채널 (p. 19)
• Amazon Pinpoint SMS 채널 (p. 54)
• Amazon Pinpoint 음성 채널 (p. 124)
• Amazon Pinpoint 인앱 메시징 채널 (p. 135)
• Amazon Pinpoint 사용자 지정 채널 (p. 136)

Amazon Pinpoint 푸시 알림
Amazon Pinpoint를 사용하면 푸시 알림 채널을 통해 푸시 알림을 전송하여 앱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
습니다. 다음과 같은 푸시 알림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채널을 사용하여 앱에 푸시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 Firebase Cloud Messaging(FCM)
• Apple 푸시 알림 서비스 (APNs)

Note

APN을 사용하여 iPhone 및 iPad와 같은 iOS 장치뿐만 아니라 Mac 노트북 및 데스크톱과 같은 
macOS 장치의 Safari 브라우저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 Baidu 클라우드 푸시
• Amazon Device Messaging(ADM)

Note

Amazon Pinpoint는 사용자의 엔드포인트가 15개 있고 푸시 엔드포인트를 더 EffectiveDate추가
할INACTIVE 경우 가장 오래된 푸시 엔드포인트를 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푸시 엔드포인
트가 자동으로 비활성으로 설정됨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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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주제
• Amazon Pinpoint 모바일 푸시 채널 설정 (p. 16)
• Amazon Pinpoint 를 사용하여 푸시 알림 활동 모니터링 (p. 16)
• Amazon Pinpoint를 사용하여 모바일 푸시 채널 관리 (p. 17)
• Safari 웹 푸시 알림 보내기 (p. 18)
• 모범 사례 (p. 19)

Amazon Pinpoint 모바일 푸시 채널 설정
Amazon Pinpoint를 사용하여 앱으로 푸시 알림을 보내려면 먼저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푸시 알림 채널을 활
성화해야 합니다. Amazon Pinpoint에서 프로젝트를 만든 후푸시 알림설정 페이지. 자세한 정보는 푸시 알림 
설정 (p. 346)을 참조하십시오.

새 Amazon Pinpoint 프로젝트를 만들고 푸시 알림 채널을 활성화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All projects(모든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Create a project(프로젝트 생성)를 선택합니다.
3. 프로젝트 이름에 이름을 입력한 다음 생성을 선택합니다.

Note

프로젝트 이름에는 최대 64개의 영숫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이름에는 쉼표(,) 마침표(.), 
단가 기호(@), 밑줄(_), 등호(=) 및 더하기 기호(+)와 같은 문자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4. 푸시 알림 아래에서 구성을 선택합니다.
5. Push notification services(푸시 알림 서비스)에서 이 프로젝트에 활성화하려는 푸시 알림 서비스를 선택

합니다. 선택한 서비스에 대한 필수 자격 증명을 제공합니다.
6. 마쳤으면 저장을 선택합니다.

Amazon Pinpoint 를 사용하여 푸시 알림 활동 모니터링
Amazon Pinpoint 는 캠페인의 일부로 보내는 푸시 알림에 대해 푸시 알림 활동 모니터링을 위한 옵션을 제공
합니다.

Note

푸시 알림 활동을 모니터링하려면 캠페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캠페인 외부의 푸시 알림 활동은 모니
터링할 수 없습니다.

Amazon Pinpoint 분석
Amazon Pinpoint 콘솔의 분석 페이지에서는 사용자 참여, 캠페인 활동, 수익 등과 관련된 추세를 보여주는 
차트 및 지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푸시 알림을 전송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 수, 푸시 알림을 이미 전송한 
엔드포인트 수 및 이미 전송한 푸시 알림의 오픈율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캠페인 또는 개별 캠페인에 대한 
이러한 차트 및 지표를 볼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 콘솔에서 캠페인 분석을 보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All projects(모든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분석 데이터를 확인할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의 분석에서 Campaigns(캠페인)를 선택합니다.
4. (선택 사항) 캠페인 표에서 캠페인 한 개를 선택하면 그 캠페인에 해당하는 지표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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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분석 (p. 229) 단원을 참조하세요.

Amazon Pinpoint를 사용하여 모바일 푸시 채널 관리
콘솔에서 자격 증명을 업데이트하여 Amazon Pinpoint가 iOS 및 Android 디바이스로 푸시 알림을 보낼 수 있
는 자격 증명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 채널에서 지원되는 아래의 각 푸시 알림 서비스를 
위한 자격 증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Apple 푸시 알림 서비스 (APN)
• Firebase Cloud Messaging(FCM)
• Baidu 클라우드 푸시
• Amazon Device Messaging(ADM)

푸시 알림 설정을 업데이트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All projects(모든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푸시 알림 설정을 관리할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의 설정에서 푸시 알림을 선택합니다.
4. 푸시 알림 옆의 편집을 선택합니다.
5. Edit push notifications(푸시 알림 편집) 페이지에서 다음 서비스를 위한 자격 증명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

니다.

• APN— Apple 개발자 계정에서 가져온 인증 토큰 서명 키 또는 TLS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다음 단원 단원을 참조하십시오.APN 설정 관리.

• FCM— 웹 API 키가 필요합니다 (API_KEY또는서버 키Firebase 콘솔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FCM 자격 
증명을 얻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irebase 설명서의 자격 증명을 참조하십시오.

• Baidu 클라우드 푸시— Baidu Cloud Push 프로젝트에서 가져온 API 키와 보안 키가 필요합니다.
• Amazon 디바이스 메시징— Amazon 개발자 계정에서 가져온 OAuth 자격 증명 (클라이언트 ID 및 클

라이언트 암호) 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Device Messaging 개발자 설명서의 자격 증명 
얻기를 참조하십시오.

6. 마쳤으면 저장을 선택합니다.

APN 설정 관리
온푸시 알림APN에 대한 설정 페이지에서 APN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여 iOS에 푸시 알림을 보낼 권한을 
Amazon PINpoint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키또는인증서:

키

Amazon Pinpoint가 APN 인증 토큰에 암호화된 서명을 할 때 사용하는 프라이빗 서명 키입니다. 이 서명 
키는 Apple 개발자 계정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서명 키를 입력하면 Amazon Pinpoint는 사용자가 푸시 알림을 보낼 때마다 토큰을 사용하여 APN에 인
증합니다. 이 서명 키로 APNS 프로덕션 환경 및 샌드박스 환경에 푸시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서명 키는 인증서와 달리 만료되지 않습니다. 키는 한 번만 입력하면 되고, 나중에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
다. 또한 동일한 서명 키를 여러 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인증 토
큰을 사용하여 APN과 통신에서Xcode 도움말.

Certificate

푸시 알림을 보낼 때 Amazon Pinpoint가 APN에 인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TLS 인증서입니다. APNs 인증
서는 프로덕션 환경과 샌드박스 환경을 둘 다 지원할 수도 있고, 샌드박스 환경만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
니다. 이 인증서는 Apple 개발자 계정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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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ari 웹 푸시 알림 보내기

인증서는 1년 후 만료됩니다. 그러면 새 인증서를 생성하고 이를 Amazon Pinpoint에 전달하여 푸시 알
림 배달을 갱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Xcode 도움말의 TLS 인증서를 사용하여 APN와 통신을 참조
하십시오.

APN 설정을 관리하려면

1. Authentication type(인증 유형)에서 Key credentials(키 자격 증명) 또는 Certificate credentials(인증서 자
격 증명)를 선택하여 해당 유형의 설정을 관리합니다.
• 를 선택한 경우키 자격 증명에서 Apple 개발자 계정에서 가져온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mazon 

Pinpoint는 인증 토큰을 만들려면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 키 ID— 서명 키에 할당된 ID입니다. 이 값을 찾으려면 Certificates, IDs & Profiles(인증서, ID 및 
프로파일)를 선택하고 키 섹션에서 원하는 키를 선택합니다.

• 번들 식별자— iOS 앱에 할당된 ID입니다. 이 값을 찾으려면 [Certificates, IDs & Profiles]를 선택
하고 [Identifiers] 섹션에서 [App IDs]를 선택한 다음 원하는 앱을 선택합니다.

• 팀 식별자— Apple 개발자 계정 팀에 할당된 ID입니다. 이 값은 Membership(멤버십) 페이지에 있
습니다.

• 인증 키— 인증 키를 생성할 때 Apple 개발자 계정에서 다운로드하는 .p8 파일입니다. Apple에서
는 인증 키를 한 번만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Certificate credentials(인증서 자격 증명)를 선택한 경우 다음 정보를 제공합니다.

• SSL 인증서(SSL certificate) – TLS 인증서용 .p12 파일입니다. Apple 개발자 계정에서 인증서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다음 Keychain Access에서 이 파일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 인증서 암호(Certificate password) – 인증서에 암호를 할당했으면 여기서 지정하십시오.
2. 용프로덕션 지원, 선택예APNs 프로덕션 환경으로 푸시 알림을 보낼 수 있는 인증서인 경우

Important

샌드박스 환경만 지원하는 인증서라면 이 옵션을 활성화하지 마십시오.
3. 용기본 인증 유형Amazon Pinpoint가 서명을 사용하여 APN을 사용하여 인증할지 여부를 선택합니

다.키또는 TLS인증서기본적으로 입니다. Amazon Pinpoint는 사용자가 콘솔에서 보내는 모든 APN 푸
시 알림에 이 기본값을 사용합니다.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는 Amazon Pinpoint API를 
사용하여 기본값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 또는AWS의 SDK. 
Amazon Pinpoint가 기본 인증 유형이 실패하더라도 다른 인증 유형을 사용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4. 마쳤으면 저장을 선택합니다.

Safari 웹 푸시 알림 보내기
Amazon Pinpoint를 사용하여 Apple의 Safari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macOS 컴퓨터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
습니다. Safari 브라우저로 메시지를 보내려면 원시 메시지 콘텐츠를 지정해야 하며 메시지 페이로드에 특정 
속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원시 메시지 페이로드를 사용하여 푸시 알림 템플릿 
만들기 (p. 260)또는 원시 메시지 내용을 직접 지정하여캠페인 (p. 160)메시지를 표시합니다.

Note

이 특수 속성은 Safari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macOS 랩톱 및 데스크톱 컴퓨터로 전송하는 데 필
요합니다. iPhone 및 iPad와 같은 iOS 기기로 전송하는 데 필요하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Safari 웹 브라우저로 전송하는 경우 원시 메시지 페이로드를 지정해야 합니다. 원시 메시지 페이로
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url-args배열의aps객체입니다. 이url-argsSafari 웹 브라우저에 푸시 알
림을 보내려면 array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배열에 빈 단일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APNSMessage원시 메시지 페이로드의 섹션은 다음 예와 비슷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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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NSMessage": { 
        "aps": { 
            "alert": {  
                "title": "Title of my message",  
                "body": "This is a push notification for the Safari web browser." 
            }, 
            "content-available": 1, 
            "url-args": [""] 
        } 
    }
}

Safari 푸시 알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사파리 푸시 알림 구성Apple 개발자 웹 사이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범 사례
고객의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고 해도 메시지 발송률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
니다. 다음 단원에서는 푸시 커뮤니케이션이 의도한 고객에게 이르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권장 사항
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대량의 푸시 알림 보내기
대량의 푸시 알림을 보내기 전에 Amazon Pinpoint 계정이 처리량 요구 사항을 지원하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본적으로 모든 Amazon Pinpoint 계정은 초당 25,000개의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1초에 25,000개 이상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경우 할당량 증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할당량 증가 요청의Amazon Pinpoint 개발자 안내서

Amazon Pinpoint 계정이 사용하려는 각 푸시 알림 제공업체 (예: FCM 또는 APN) 에 대한 자격 증명으로 올
바르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을 고안하십시오. 각 푸시 알림 서비스는 서로 다른 예외 메시지를 제공합
니다. 트랜잭션 전송의 경우 메시지 전송 중에 해당 플랫폼 토큰 (예: FCM) 또는 인증서 (예: APN) 가 유효하
지 않다고 판단되면 API 호출에 대한 기본 상태 코드 200이 수신되며 엔드포인트별 상태 코드는 400개의 영
구 실패입니다. 캠페인의 경우 캠페인 활동에 해당하는 예상보다 적은 수의 게재 수가 표시됩니다. 단원을 참
조하십시오.Amazon Pinpoint 이벤트를 Kinesis로 스트리밍의Amazon Pinpoint 개발자 안내서스트리밍 이벤
트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mazon Pinpoint 이메일 채널
Amazon Pinpoint의 이메일 채널을 사용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이메일 메시지를 보냅니다.

Amazon Pinpoint를 사용하여 이메일을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계정이이메일 샌드박스 (p. 20)기본적으로 활
성화되어 있습니다. 계정이 이메일 샌드박스에 있으면 확인된 주소에만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당 메시지 한 개까지 최대 처리량 속도로 24시간 기간 안에 200개의 이메일만 보낼 수 있습니다. 으로 샌드
박스에서 계정을 제거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메일에 대한 프로덕션 액세스 요청 (p. 28).

할 수 있습니다이메일 활동 모니터링 (p. 25)Amazon Pinpoint 콘솔에서 분석을 보거나 Kinesis로 이메일 
이벤트를 스트리밍하여 분석합니다.

이메일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이메일 채널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이메일 주소 또는 도메인 업데
이트 (p. 26)또는전송 할당량 증가 요청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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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Pinpoint 및 Amazon Simple Email Service 
(Amazon SES) 중에서
AWS또한 Amazon SES라는 이메일 전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mazon SES와 Amazon Pinpoint는 모두 동
일한 확장성이 뛰어난 이메일 인프라를 사용합니다. 이 두 서비스는 서로 다른 기능을 제공하며 각기 다른 고
객 및 사용 사례를 대상으로 합니다.

Amazon SES에는 API 및 SMTP 인터페이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두 인터페이스 모두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에서 이메일을 보내는 데 적합합니다. Amazon SES SMTP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CRM (고객 관계 
관리)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기존 타사 애플리케이션과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Amazon SES 이메일 수신 기
능, 전용 IP 풀, 교차 계정 전송 권한 부여 기능 등 Amazon Pinpoint에 포함되지 않은 이메일 기능도 제공합니
다.

Amazon Pinpoint는 예약된 캠페인 및 다단계 고객 여정을 포함하여 오케스트레이션된 커뮤니케이션을 전송
하려는 사용자에게 적합합니다. Amazon Pinpoint에는 고객 세분화, 캠페인 및 여정 분석 등 Amazon SES에 
포함되지 않은 기능과 기술 수준이 낮은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웹 기반 콘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mazon SES SES를 사용한 이메일 전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Amazon Simple Email 
Service 개발자.

주제
• Amazon Pinpoint 이메일 샌드박스 (p. 20)
• Amazon Pinpoint 이메일 채널 설정 (p. 20)
• Amazon Pinpoint 핀포인트로 이메일 활동 모니터링 (p. 25)
• Amazon Pinpoint 이메일 채널 관리 (p. 26)
• Amazon Pinpoint 이메일 보내기 (p. 31)
• Amazon Pinpoint 에서 전용 IP 주소 사용 (p. 32)
• Amazon Pinpoint 배송 가능성 대시보드 (p. 38)
• 모범 사례 (p. 50)

Amazon Pinpoint 이메일 샌드박스
당사는 샌드박스 환경을 사용하여 사기 및 침해로부터 고객을 보호합니다. 샌드박스 환경은 ISP 및 이메일 
수신자에게 귀하의 발신자 평판을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Amazon Pinpoint 이메일 사용자 계
정이 샌드박스 환경에 배치됩니다. 계정이 샌드박스에 있지만 Amazon Pinpoint 이메일 전송 방법에 대한 모
든 액세스 권한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 확인된 주소 및 도메인에서만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확인한 주소 또는 메일박스 시뮬레이터와 연결된 주소로만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24시간 동안 최대 200개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 초당 최대 1개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을 제거하는 방법은 할당량 증가 요청 (p. 28)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mazon Pinpoint 이메일 채널 설정
Amazon Pinpoint 이메일 채널을 설정하려면 먼저 해당 프로젝트에서 이메일을 보낼 때 사용할 이메일 주소 
또는 도메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해당 프로젝트에서 이메일 채널을 활성화한 다
음 사용할 이메일 주소 또는 도메인을 선택합니다.

이메일 채널을 처음 활성화하는 경우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이메일 메시징에 대한 프로덕션 액세스
를 즉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AWS 계정에는 이메일 샌드박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만 있으며,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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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트래픽에 제약이 발생합니다. 프로덕션 액세스 권한을 얻으려면 에 요청을AWS Support 제출하십시
오 (p. 20).

주제
• 이메일 자격 증명 확인 (p. 21)
• 이메일 지원이 포함된 Amazon Pinpoint 프로젝트 생성 (p. 24)

이메일 자격 증명 확인
Amazon Pinpoint신원을 확인합니다는 이메일 전송에 사용되는 이메일 주소 또는 도메인입니다. Amazon 
Pinpoint를 사용하여 이메일을 전송하려면 먼저 From (발신 주소), Sender (발신 주소), 소스, 소스, 발신자 
또는 반송 주소 주소로 사용하려는 각 자격 증명을 확인하여 본인 소유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정이 아직 
Amazon Pinpoint 샌드박스에 있는 경우 이메일을 전송하려는 자격 증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증명을 확인하려면 먼저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이메일 채널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이메일 지원이 포함된 Amazon Pinpoint 프로젝트 생성 (p. 24)을 참조하십시오.

이 단원의 주제
• 이메일 주소 확인 (p. 21)
• 도메인 확인 (p. 22)

이메일 주소 확인
이메일 전송용 프로젝트를 생성한 경우에는 이미 이메일 주소를 확인했을지도 모릅니다. Amazon Pinpoint 
콘솔을 사용하여 다른 이메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의 [] 아래에서Email, 선택이메일 자격 증명.
3. 선택이메일 자격 증명 확인.
4. UND자격 증명 유형, 선택이메일 주소.
5. 용새 이메일 주소 확인를 통해 확인하려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6. Verify email address(이메일 주소 확인)를 선택합니다.
7. 입력한 주소의 받은 편지함에서 no-reply-aws@amazon.com에서 보낸 이메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메일을 열고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여 해당 이메일 주소에 대한 확인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Note

5분 내에 확인 이메일을 수신하게 됩니다. 이메일이 도착하지 않으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확인합니다.
• 확인하려는 이메일 주소가 이메일 수신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다른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

여 확인하려는 주소에 테스트 이메일을 보내 이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 정크 메일 폴더를 확인합니다.

확인 이메일의 링크는 24시간 후에 만료됩니다. 확인 이메일을 다시 전송하려면 Send 
verification email again(확인 이메일 다시 전송)을 선택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확인할 때는 다음을 고려하십시오.

• Amazon Pinpoint에 여러 개의 엔드포인트가 있음AWS이메일 주소의 리전과 확인 상태는 리전마다 서로 
다릅니다. 하나 이상의 리전에서 동일한 자격 증명으로부터 이메일을 전송하고 싶으면 각 리전에 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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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증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 AWS 리전에서 최대 10,000개의 자격 증명(이메일 주소 및 도메인을 모두 
합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주소의 로컬 부분(@ 기호의 앞 부분)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user@example.com을 
확인한다면, USER@example.com 주소까지 확인해야 이 주소에서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도메인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user@example.com을 확인한다면
user@EXAMPLE.com에서도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주소의 로컬 부분 뒤와 @ 기호 앞의 텍스트 문자열 뒤에 더하기 기호(+)를 추가하여 확인된 이메일 주
소에 레이블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abel1을 주소 user@example.com에 적용하려면 user
+label1@example.com을 사용합니다. 확인된 각 주소에 레이블을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From(발신 주소)" 및 "Return-Path(반환 경로)" 필드에 레이블을 사용하여 VERP(Variable Envelope 
Return Path)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Note

레이블이 없는 주소를 확인하면 주소에 레이블을 추가하여 구성될 수 있는 모든 주소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레이블이 적용된 주소를 확인하는 경우 해당 주소에 다른 레이블을 사용할 수 없
습니다.

도메인 확인

도메인을 확인하는 경우 해당 도메인과 연결된 모든 이메일 주소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해당 도메인의 개별 
이메일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메인 example.com을 확인하면 carlos@example.com,
jane@example.com 및 example.com 도메인의 기타 모든 주소에서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를 사용하여 도메인에서 이메일을 전송하려면 먼저 도메인을 확인하여 해당 도메인을 소유
했음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방지합니다.

Note

확인 프로세스를 완료하려면 도메인의 DNS 설정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메인의 DNS 설정
을 수정하는 절차는 DNS 또는 웹 호스팅 공급자에 따라 다릅니다. 도메인의 DNS 설정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급자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도메인을 확인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의 [] 아래에서Email, 선택이메일 자격 증명.
3. 선택이메일 자격 증명 확인.
4. Identity type(자격 증명 유형)에서 도메인을 선택한 다음 Verify a new domain(새 도메인 확인)을 선택합

니다.
5. 도메인에서 확인하려는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6. Verify This Domain(이 도메인 확인)을 선택합니다.
7. UND레코드 세트를 사용하여 3개의 CNAME 레코드를 복사하여 컴퓨터의 위치에 저장합니다. 아니면 

값을 다운로드하여 .csv 파일에 저장하려면 Download record set(레코드 세트 다운로드)을 선택합니다.
8. DNS 또는 웹 호스팅 공급자의 관리 콘솔에 로그인한 후, 이전 단계에서 저장한 값이 포함된 새 CNAME 

레코드 3개를 만듭니다. 몇몇 일반적인 공급자의 설명서에 대한 링크는 다음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9. Amazon Pinpoint가 도메인의 DNS 구성에서 이러한 3개의 CNAME 레코드를 모두 감지하면 확인 프로

세스가 완료됩니다. 다음 주소로 돌아가서 확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메일 자격 증명페이지. 에
서모든 아이덴티티표에서 확인하려는 도메인을 찾습니다. 에 있는 값이상태해당 도메인의 열은활성 상
태확인 프로세스가 완료되었습니다.

Note

경우에 따라 DNS 변경 사항이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는 데 72시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확
인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까지 도메인에서 이메일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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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을 확인하는 경우 다음을 고려하십시오.

• 하위 도메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도 확인된 도메인의 모든 하위 도메인에서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
습니다. 예를 들어, example.com을 확인하면 a.example.com 또는 a.b.example.com을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 RFC 1034에 지정된 대로 각 DNS 레이블은 최대 63자까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도메인 이름의 
총 길이는 255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Amazon Pinpoint는 여러 개로 제공됩니다.AWS리전과 도메인의 확인 상태는 리전마다 서로 다릅니다. 하
나 이상의 리전에서 동일한 자격 증명으로부터 이메일을 전송하고 싶으면 각 리전에 대한 자격 증명을 확
인해야 합니다. 각 AWS 리전에서 최대 10,000개의 자격 증명(도메인 및 이메일 주소를 모두 합산)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공급자를 위한 DNS 레코드 구성 지침

도메인의 DNS 레코드를 업데이트하는 절차는 사용하는 DNS 또는 웹 호스팅 공급자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 
표에 몇몇 일반적인 공급자의 설명서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목록에 모든 공급자가 빠짐없이 포함된 것은 
아니며,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어떤 회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승인 또는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
다. 공급자가 표에 없으면 Amazon Pinpoint에서 도메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DNS/호스팅 공급자 설명서 링크

Amazon Route 53 레코드 작업

GoDaddy CNAME 레코드 추가(외부 링크)

Dreamhost 사용자 지정 DNS 레코드를 추가하는 방법(외부 링
크)

Cloudflare Cloudflare에서 DNS 레코드 관리(외부 링크)

HostGator HostGator/eNom을 통한 DNS 레코드 관리(외부 링
크)

Namecheap 도메인에서 TXT/SPF/DKIM/DMARC 레코드를 추가
하는 방법(외부 링크)

Names.co.uk 도메인 DNS 설정 변경(외부 링크)

Wix Wix 계정에서 CNAME 레코드 추가 또는 업데이트

도메인 확인 팁 및 문제 해결

이전 단계들을 완료했지만 72시간 후에 도메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 DNS 레코드의 값을 올바른 필드에 입력했는지 확인합니다. 일부 공급자들은 Name/host(이름/호스트) 필
드를 Host(호스트) 또는 Hostname(호스트 이름)으로 지칭합니다. 또한 일부 공급자는 레코드 값 필드를
Points to(가리키는 대상) 또는 결과로 지칭합니다.

• 자신의 공급자가 DNS 레코드에 입력한 이름/호스트 값에 도메인 이름을 자동으로 추가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일부 공급자는 추가했다는 표시를 하지 않고 도메인 이름을 추가합니다. 공급자가 Name/
host(이름/호스트) 값에 도메인 이름을 추가한 경우, 값 끝에서 도메인 이름을 제거합니다. 또한 DNS 레코
드의 값 끝에 마침표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마침표는 그 도메인 이름이 완전한 이름임을 공급자에게 
알려 줍니다.

• 각 DNS 레코드의 Name/host(이름/호스트) 값에는 밑줄 문자(_)가 필요합니다. 공급자가 DNS 레코드 이름
에 밑줄을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급자의 고객 지원 팀에 문의해서 추가적인 도움을 받
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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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메인의 DNS 구성에 추가해야 하는 확인 레코드는 각 AWS 리전마다 다릅니다. 도메인을 사용하여 여러 
AWS 리전으로부터 이메일을 전송하고 싶다면, 이들 리전 각각에서 도메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메일 지원이 포함된 Amazon Pinpoint 프로젝트 생성
아마존 핀포인트로 이메일을 보내려면 먼저 Amazon Pinpoint 프로젝트를 생성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를 
만들 때 프로젝트의 이메일 채널을 활성화한 다음 발신자 주소로 사용할 이메일 ID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사용할 자격 증명을 아직 확인하지 않은 경우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이메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자격 증명 은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또는 도메인입니
다. Amazon Pinpoint Pinpoint를 사용하여 이메일을 보내려면 먼저 From, Source, Sender 또는 Return-Path 
주소로 사용하려는 각 자격 증명을 확인하여 본인 소유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격 증명 확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 자격 증명 확인 (p. 21) 단원을 참조하세요.

Note

계정이 아직 Amazon Pinpoint 이메일 샌드박스에 있는 경우 이메일을 전송하려는 자격 증명
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메일 샌드박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발신 할당량 높이
기 (p. 27).
프로젝트를 이미 생성한 경우 의 지침에 따라 이메일을 활성화할 수이메일 채널 활성화 및 비활성
화 (p. 312) 있습니다.

주제
• 아직 ID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메일 프로젝트 만들기 (p. 24)
• 이미 ID를 확인했을 때 이메일 프로젝트 만들기 (p. 24)

아직 ID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메일 프로젝트 만들기

과거에 Amazon Pinpoint Pinpoint를 사용하여 이메일을 보낸 적이 없다면 ID를 확인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
다. 이 섹션의 절차에서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동시에 단일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설명합니다.

이미 ID를 확인했거나 단일 주소 대신 전체 도메인을 확인하려면 의 절차를도메인 확인 (p. 22) 대신 사용
하십시오.

새 이메일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All projects(모든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Create a project(프로젝트 생성)를 선택합니다.
3. 프로젝트 이름에 이름을 입력한 다음 생성을 선택합니다.

Note

프로젝트 이름에는 최대 64개의 영숫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이름에는 쉼표(,) 마침표(.), 
단가 기호(@), 밑줄(_), 등호(=) 및 더하기 기호(+)와 같은 문자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4. 기능 구성 페이지의 이메일에서 구성을 선택합니다.
5. 이메일 설정 페이지에서 이메일 주소에 이 프로젝트에서 이메일을 보내는 데 사용할 이메일 주소를 입력

합니다. Amazon Pinpoint 입력한 주소로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메일을 열고 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하여 
이메일 주소를 확인합니다.

이미 ID를 확인했을 때 이메일 프로젝트 만들기

이미 이메일 ID를 확인했다면 새 프로젝트에서 해당 I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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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zon Pinpoint 사용 설명서
모니터링(Monitoring)

새 이메일 프로젝트를 만들고 기존 ID를 선택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All projects(모든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Create a project(프로젝트 생성)를 선택합니다.
3. 프로젝트 이름에 이름을 입력한 다음 생성을 선택합니다.

Note

프로젝트 이름에는 최대 64개의 영숫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이름에는 쉼표(,) 마침표(.), 
단가 기호(@), 밑줄(_), 등호(=) 및 더하기 기호(+)와 같은 문자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4. 기능 구성 페이지에서 이 단계 건너뛰기를 선택합니다.
5. 탐색 창의 설정 아래에서 이메일을 선택합니다.
6. 자격 증명 세부 정보 옆의 편집을 선택합니다.
7. 이 프로젝트의 이메일 채널 활성화를 선택합니다.
8. ID 유형에서 사용하려는 확인된 ID 유형에 따라 이메일 주소 또는 도메인을 선택합니다.
9. 이전 단계에서 이메일 주소를 선택한 경우 기존 이메일 주소 사용을 선택하고, 도메인을 선택한 경우 기

존 도메인 사용을 선택합니다.
10. 목록에서 사용하려는 확인된 이메일 주소 또는 도메인을 선택합니다.
11. 도메인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도메인의 기본 발신자 주소를 지정하세요.
12. (선택 사항) 친숙한 발신자 이름에는 수신자의 이메일 클라이언트에 표시할 이름을 입력합니다.
13. 마쳤으면 저장을 선택합니다.

Amazon Pinpoint 핀포인트로 이메일 활동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위해 보내는 이메일의 경우 Amazon Pinpoint는 이메일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
합니다.

Amazon Pinpoint 분석
Amazon Pinpoint 콘솔의 분석 페이지는 프로젝트에 보내는 캠페인 및 트랜잭션 메시지에 대한 다양한 이메
일 관련 지표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이메일 엔드포인트의 수와 이미 메시지를 전
송한 엔드포인트의 수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전송한 메시지에 대한 열어본 비율, 클릭 비율 및 옵트아
웃 비율을 볼 수 있습니다. 캠페인 메시지의 경우, 모든 캠페인 또는 개별 캠페인에 대한 이러한 측정치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와 확인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분석 (p. 229)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mazon Pinpoint는 여정을 위해 보내는 이메일에 대해 유사한 메트릭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각 여정 활동
에서 참가자가 열었던 메시지 수를 볼 수 있습니다. 여정을 게시한 후, 여정 작업 영역의 Journey metrics(여
정 지표) 창을 사용하여 이러한 지표에 대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he 
section called “여정 지표 보기” (p. 207)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이메일 이벤트 데이터 스트리밍
이메일 전송 성공 및 실패와 같은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려면 이메일 이벤트 데이터를 Amazon Kinesis 데이터 
스트림 또는 Amazon Kinesis 데이터 파이어호스로 스트리밍하도록 Amazon Pinpoint를 구성하십시오. 그런 
다음 Kinesis 플랫폼을 사용하여 이 이메일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이벤트를 Kinesis로 스트리밍 (p. 251)을 참조하세요.

Amazon Pinpoint가 Kinesis로 스트리밍하는 이벤트 데이터의 예는 Amazon Pinpoint 개발자 안내서의 이메
일 이벤트를 참조하십시오.

이메일에서 열기 및 클릭 이벤트 추적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수신자가 열거나 클릭한 이메일 수를 자동으로 추적합니다. 열림 및 클릭 수를 
추적하기 위해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사용자가 보내는 이메일을 약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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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Amazon Pinpoint Pinpoint는 보내는 각 이메일의 끝에 작고 투명한 이미지를 추가합니다. 이 이미지는 
AWS 서버에 호스팅됩니다. 이 이미지의 파일 이름은 수신자마다 고유합니다. 수신자가 이메일을 열면 이메
일 클라이언트가 서버에서 이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이메일 클라이언트가 서버에서 추적 이미지를 다운로
드하면 열기 이벤트로 계산합니다.

둘째,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이메일의 모든 링크를 호스팅하는 도메인을 참조하는 링크로AWS 대체합
니다. 이 링크에는 각 수신자마다 고유한 파라미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신자가 이들 링크 중 하나를 클릭
하면 먼저 AWS에 호스팅된 도메인에 전송이 된 다음, 곧바로 의도된 위치로 리디렉션됩니다. 수신자가 이러
한 리디렉션 링크 중 하나를 방문하면 클릭 이벤트로 계산합니다.

메시지 수신자가 메시지에서 여러 링크를 클릭하거나 동일한 링크를 두 번 이상 클릭하는 경우 해당 클릭이 
같은 시간 내에 발생한 경우 해당 클릭은 한 번의 클릭으로 계산됩니다. 서로 다른 시간에 발생한 여러 번의 
클릭은 개별 클릭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오전 8시 30분과 오전 8시 45분에 링크를 클릭하면 한 번의 클
릭으로 계산되지만, 오전 8시 30분과 오전 9시 5분에 링크를 클릭하면 시간이 변경되었으므로 두 번의 클릭
으로 계산됩니다. 이메일 열기는 클릭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열기 및 클릭 이벤트를 보려면 이벤트 스트리밍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벤트 스트림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이벤트 스트림 설정 (p. 348)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Note

이벤트 스트리밍을 활성화한 경우에도 중복 이벤트가 계속 수신되므로 워크플로에서 이러한 중복 
이벤트를 적절히 처리해야 합니다.

Amazon Pinpoint 이메일 채널 관리
Amazon Pinpoint에서 이메일 채널을 관리할 때 다음과 같은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 프로젝트의 이메일 채널을 활성화하거나 이메일 주소 또는 도메인을 업데이트할 때는 Amazon 
Pinpoint 콘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전송 할당량을 늘리려면 AWS Support에서 할당량 증가 사례를 열면 됩니다.

주제
• 이메일 설정 업데이트 (p. 26)
• 이메일 전송 할당량 관리 (p. 27)
• 이메일 금지 목록 관리 (p. 30)
• 구성 세트 관리 (p. 31)

이메일 설정 업데이트
Amazon Pinpoint 콘솔을 사용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이메일 설정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
젝트에 연결된 확인된 자격 증명을 변경하거나 프로젝트에 대한 새 자격 증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설정을 업데이트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All projects(모든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이메일 설정을 업데이트할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의 설정 아래에서 이메일을 선택합니다.
4. 자격 증명 탭에서 편집을 선택합니다.
5. IND자격 증명 유형에서 추가 또는 업데이트할 자격 증명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이메일 주소또는도메인.
6. 기존 자격 증명을 업데이트하고 싶은지, 아니면 새 자격 증명을 확인하고 싶은지 선택합니다.
7. 이메일 주소 또는 도메인을 입력한 다음 확인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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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경우에는 Amazon Pinpoint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주소로 확인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 이메일의 지침에 따라 확인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이메일 도메인을 입력한 경우에는 도메인의 DNS 설정에 추가해야 하는 TXT 레코드가 콘솔에 표시됩니
다.

8. 콘솔에 표시되는 지침을 따릅니다. 이메일 주소 또는 도메인 확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 자격 증
명 확인 (p. 21)를 참조하십시오.

9. 마쳤으면 저장을 선택합니다.

이메일 전송 할당량 관리
보낼 수 있는 이메일 메시지의 수와 전송 속도를 규제하기 위해 AWS 계정에는 전송 할당량이 있습니다. 이
러한 할당량은 Amazon Pinpoint 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ISP) 간에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
므로 Amazon Pinpoint 사용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전송 활동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신 한도는 이메일 발신 수량 또는 속도의 갑작스러운 폭증으로 인해 ISP가 이메일을 차단하는 경우가 발생
할 가능성을 줄여 줍니다.

Amazon Pinpoint는 다음과 같은 전송 할당량을 제공합니다.

일일 전송 할당량

24시간 동안 보낼 수 있는 이메일의 최대 개수입니다. 이 할당량은 롤링 기간을 반영합니다. 이메일 전송
을 시도할 때마다 Amazon Pinpoint는 지난 24시간 동안 보낸 이메일 수를 확인합니다. 보낸 이메일의 총 
수가 할당량보다 낮으면 전송 요청이 수락되고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이미 총 할당량을 보낸 경우 전송 
요청이 병목 예외로 거부됩니다. 예를 들어 일일 전송 할당량이 50,000개이고 지난 24시간 동안 15,000
개의 이메일을 보냈다면 35,000개의 이메일을 추가로 즉시 보낼 수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이미 
50,000개의 이메일을 보냈다면 이전에 보낸 이메일 중 일부가 24시간 범위에서 해제될 때까지는 추가 
이메일을 보낼 수 없습니다.

전송 할당량, 전송 속도 및 샌드박스 한도는 동일한 리전의 두 서비스 간에 공유됩니다. us-east-1에서 
Amazon SES 사용하고 샌드박스에서 제거되어 전송 할당량/요금이 증가한 경우 이러한 변경 사항은 모
두 us-east-1의 Pinpoint 계정에 적용됩니다.

최대 전송 속도

귀하의 계정에서 보내는 이메일을 Amazon Pinpoint가 수락할 수 있는 초당 최대 수입니다. 잠깐 동안 이 
할당량을 초과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초과할 수 없습니다.

Note

Amazon Pinpoint에서 메시지를 수락하는 속도는 최대 전송 속도보다 느릴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 샌드박스에 계정이 있는 경우 발신 할당량은 24시간 동안 메시지 200개이며 최대 전송 속
도는 초당 메시지 한 개입니다. 이 값을 늘리려면 이메일에 대한 프로덕션 액세스를 요청 (p. 20)하면 됩니
다. 계정이 샌드박스에서 벗어나 이메일 전송을 시작하면 AWS Support에 할당량 증가 요청을 제출하여 할
당량을 추가로 늘릴 수 있습니다.

발신 할당량 높이기

샌드박스 환경으로부터 계정을 전환한 후 품질이 높은 콘텐츠를 전송하는 경우 AWS에서 사용량이 현재 할
당량에 근접하고 있음을 감지하면 전송 할당량이 높아집니다. 많은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할당량을 늘리므
로 추가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기존 할당량이 부족한데 시스템에서 할당량을 자동으로 늘리지 않은 경우 에서 Amazon Pinpoint 할당량 증
가 사례를 열 수 있습니다.AWSSupport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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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 미리 계획을 세웁니다. 전송 할당량을 숙지하여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할당된 시스템보
다 높은 할당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더 높은 할당량이 필요한 날짜 이전에 Amazon 
Pinpoint 할당량 증가 사례를 여십시오.

• 하루에 백만 개 이상의 이메일을 보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Amazon Pinpoint 할당량 증가 사례
를 열어야 합니다.

Amazon Pinpoint에서 발신 할당량을 늘리려면 다음 지침을 따릅니다.

• 품질이 높은 콘텐츠 전송— 수신자가 원하고 기대하는 콘텐츠를 전송합니다.
• 실제 프로덕션 콘텐츠 전송— 실제 프로덕션 이메일을 전송합니다. 이를 통해 Amazon Pinpoint에서 사용

자의 전송 패턴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사용자가 품질이 높은 콘텐츠를 전송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
다.

• 현재 일일 할당량 가까이 보내기— 볼륨이 일일 전송 할당량을 초과하지 않고 그에 근접하게 유지되면 
Amazon Pinpoint에서 이러한 사용 패턴을 감지하고 할당량을 자동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 반송 및 불만 제기율 감소— 반송 메일 및 불만 제기 수를 최소화합니다. 반송 메일 및 불만 제기 수가 높으
면 전송 할당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요

자신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는 테스트 이메일은 반송 메일 및 불만 제기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거나 AWS 필터에 품질이 낮은 콘텐츠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Amazon Simple 
Simple Email Service (Amazon SES) 메일박스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테스트하십시
오. 메일박스 시뮬레이터로 전송되는 이메일은 전송 지표나 반송 메일 및 불만 제기 발생률에 포
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Amazon SES에서 이메일 전송 테스트.

할당량 증가 요청

Amazon Pinpoint에 더 높은 전송 할당량을 요청하려면 에서 사례를 여십시오.AWSSupport 센터는 다음 지
침을 따릅니다.

전송 할당량 증가를 요청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deepracer에서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합니다.
2. 지원 메뉴에서 지원 센터를 선택합니다.
3. 온개방형 지원 사례탭에서 을 선택합니다.사례 생성.
4. 서비스 한도 증가(Service Limit increase)를 선택합니다.
5. Undercase 세부 내용,한도 유형, 선택Pinpoint 이메일.
6. (선택 사항) 다음 정보를 완성합니다.

• Mail Type(메일 유형)에서 전송하려는 이메일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여러 값이 해당될 경우 전송하려
는 대부분의 이메일에 적용되는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 Website URL(웹 사이트 URL)에서 웹 사이트의 URL을 입력합니다. 이 정보를 제공하면 보내려는 콘
텐츠의 유형을 지원 센터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용메일을 특별히 요청한 수신자에게만 보내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에서 이메일을 받기 원하는 
수신자에게만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Describe in detail the process that you will follow when you receive bounce and complaint 
notifications(반송 메일 및 수신 거부 알림을 받을 때 따라야 할 프로세스를 자세히 설명)에서 전송하는 
이메일에 대한 반송 메일 및 불만 제기 처리 방법을 설명합니다.

• AWS 서비스 약관 및 AUP를 준수하시겠습니까에서 해당 사용 사례에 적용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7. Under요청,리전를 선택합니다.AWS이메일 전송에 사용되는 리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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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New quota value(새 할당량 값)에 할당량에 대해 요청하려는 새로운 양을 입력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양만 요청하십시오. AWS는 귀하가 요청하는 양을 받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요청하는 양이 많
을수록 요청 수락을 위해 더 많은 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Note

요청은 이 단계를 시작할 때 선택한 AWS 리전에만 적용됩니다. 다른 AWS 지역에 대한 할당량 
증가를 요청하려면 Add another request(다른 요청 추가)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추가 리전에 
대해 리전, Quota(할당량) 및 New quota value(새 할당량 값) 필드를 작성하십시오. 할당량 증
가를 요청할 각 리전에 대해 이 프로세스를 반복합니다.

9. • 리전에서 해당 요청이 적용되는 AWS 리전을 선택합니다.
• 용한도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메시지 수를 늘리려면 Desired Daily Email Sending Quota(원하는 일일 이메일 
전송 할당량)를 선택합니다.

• 초당 보낼 수 있는 메시지의 수를 늘리려면 Desired Maximum Send Rate(원하는 최대 전송 속도)를 
선택합니다.

• 용새 한도 값에서 할당량에 대해 요청하려는 새로운 양을 입력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양만 요청
하십시오. AWS는 귀하가 요청하는 양을 받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요청하는 양이 많을수록 요청 
수락을 위해 더 많은 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Note

요청은 이 단계를 시작할 때 선택한 AWS 리전에만 적용됩니다. 다른 AWS 지역에 대한 할당
량 증가를 요청하려면 Add another request(다른 요청 추가)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추가 
리전에 대한 Region(리전), Limit(한도) 및 New limit value(새 한도 값) 필드를 각각 작성하세
요. 할당량 증가를 요청할 각 리전에 대해 이 프로세스를 반복합니다.

10. Under케이스 설명,사용 사례 설명에서 Amazon Pinpoint를 사용하여 이메일을 어떻게 전송하는지 최대
한 상세히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보내는 이메일의 유형과 이메일이 귀하의 비즈니스에 통합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원하고 기대하는 수신자에게 고품질 이메일 메시지를 전송한다는 것을 더 많이 표시할수록 
AWS가 귀하의 요청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1. Contact options(연락처 옵션)의 Preferred contact language(기본 연락처 언어)에서 이 사례에 대한 통신
을 영어 또는 일본어로 수신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12. 마쳤으면 Submit(제출)을 선택합니다.

AWS Support 팀은 24시간 이내에 요청에 대한 초기 응답을 제공합니다.

시스템이 원치 않는 콘텐츠 또는 악성 콘텐츠를 전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요청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
니다. 가능한 경우 이 24시간 이내에 요청에 대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요청을 해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AWS 정책에 맞지 않는 사용 사례인 경우, 요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청의 상태 확인

요청을 제출하면 당사에서 귀하의 사례를 검토합니다. 요청 상태를 확인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할당량 증가 요청의 상태를 확인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deepracer에서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합니다.
2. 지원 메뉴에서 지원 센터를 선택합니다.
3. 온개방형 지원 사례탭에서 을 선택합니다.전체 사례 보기.
4. Case history(사례 기록)에서 전송 할당량 증가 요청 사례를 선택합니다.
5. Correspondence(통신) 섹션에서 메시지를 검토합니다. 이 섹션의 메시지는 요청이 수락되었는지 또는 

거부되었는지를 알려 줍니다. 요청이 수락된 경우 메시지에는 일일 및 초당 전송 할당량이 명시되어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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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이 현재 이메일 샌드박스에 있는 상황에서 전송 할당량 증가가 허락된 경우 계정은 자동으로 샌드박스에
서 나오게 됩니다. 계정이 샌드박스에서 나온 후에는 확인되지 않은 주소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
나 발신 주소 및 도메인은 여전히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 경과에 따라 AWS는 전송 할당량을 점차 늘립니다. 요구 사항이 점진적 증가를 초과하는 경우 다른 요
청을 열어 전송 할당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메일 금지 목록 관리
Amazon Pinpoint를 사용하여 이메일을 전송하고 해당 이메일이 반송되거나 스팸 수신 거부를 초래하면 수신
자의 이메일 주소가 자동으로 금지 목록에 추가됩니다. 이 억제 목록은 다음 항목에만 적용됩니다.AWS계정. 
계정에 대한 금지 목록에 이메일 주소가 있고 해당 계정으로 이메일을 전송하려 할 경우 Amazon Pinpoint는 
메시지를 수락하지만 전송을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Amazon SES 콘솔에서 금지 목록에 대한 설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이러한 설정을 변경하
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억제 목록 설정 변경
전자 메일 주소가 제외 목록에 추가되는 작업을 변경하여 제외 목록의 동작 방식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반송 
메일 이벤트, 수신 거부 또는 둘 다를 생성할 때 주소를 표시 안 함 목록에 자동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억제 
목록을 모두 끌 수도 있습니다.

억제 목록 설정을 변경하려면

1. 에서 Amazon SES 콘솔을 엽니다.https://console.aws.amazon.com/sesv2.
2. UNDConfiguration, 선택금지 목록.
3. 에서계정 수준 설정섹션, 선택Edit.
4. UND목록 금지 목록 설정를 사용하여 주소를 표시 제한 목록에 추가하도록 하는 이벤트 유형을 선택합

니다. 또는 계정 수준 금지 목록을 해제하려면활성화됨상자.
5. 변경 작업을 마치면 변경 사항 저장을 선택합니다.

금지 목록에 있는 주소 목록 보기
Amazon SES 콘솔에서 계정에 대한 금지 목록에 있는 모든 주소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주소가 금지 
목록에 추가된 이유와 주소가 추가된 날짜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계정 수준 금지 목록에 있는 주소 목록 보기의Amazon Simple Email 
Service 개발자.

금지 목록에서 주소 제거
금지 목록에서 주소를 개별적으로 또는 일괄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요청 시 고객을 옵트인하
려는 경우 또는 유효하다고 알고 있는 주소로 테스트 이메일을 보낼 때 유용합니다.

주소를 개별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계정 수준 금지 목록에서 이메
일 주소 제거의Amazon Simple Email Service 개발자.

주소를 대량으로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계정 수준 금지 목록에서 이메일 
주소 일괄 제거의Amazon Simple Email Service 개발자.

제외 목록에 주소 추가
금지 목록에서 주소를 개별적으로 또는 일괄적으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기존 옵트인 기본 설정
을 Amazon Pinpoint로 마이그레이션하려는 경우 또는 요청 시 고객을 옵트아웃하려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주소를 개별적으로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계정 수준 금지 목록에 개별 
이메일 주소 수동 추가의Amazon Simple Email Service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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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일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계정 수준 금지 목록에 이메일 주소 
일괄 추가의Amazon Simple Email Service 개발자.

구성 세트 관리
구성 세트는 전송하는 이메일에 적용 가능한 규칙 그룹입니다. 구성 세트를 이메일에 적용하면 해당 구성 세
트의 모든 규칙이 이메일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지정한 IP 주소 그룹 (IP 풀이라고 함) 을 사용해서만 이메
일이 전송되도록 구성 세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구성 세트는 Amazon Sinpoint Simple Email Service Amazon Simple Email Service Email Service Email 
Service Email Service Email Service Email Service Amazon SES에서 구성하는 구성 세트 규칙은 Amazon 
SES Pinpoint를 사용하여 보내는 이메일 메시지에도 적용됩니다.

Amazon Pinpoint 콘솔에서 계정에 대한 구성 세트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성 세트를 설정하고 
관리하려면 Amazon SES SES를 사용해야 합니다. 구성 세트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imple 이
메일 서비스 개발자 안내서의 구성 세트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구성 세트의 목록 보기
Amazon Pinpoint 콘솔에서 구성 세트의 목록을 보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의 이메일에서 구성 세트를 선택합니다.

구성 세트를 이메일 ID에 적용
Amazon Pinpoint에서 구성 세트를 사용하려면 Amazon Pinpoint를 통해 이메일을 보낼 때 사용하는 이
메일 ID (즉, 이메일 주소 또는 도메인) 에 대한 기본 구성 세트를 지정해야 합니다. Amazon Simple Email 
SEEmail Service Email Service Email Service Email Service Email Service

ID에 대한 기본 구성 세트를 설정하면 다른 구성 세트를 지정하지 않는 한 해당 ID를 통해 보내는 모든 이메
일이 해당 구성 세트를 사용하여 전송됩니다. 현재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는 다른 구성 세트를 지정
할 수 없으므로 구성 세트를 사용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본 구성 세트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Note

다음 절차에서는 자격 증명을 이미 인증했다고 가정합니다. Amazon SES에서 확인한 ID는 Amazon 
SES Pinpoint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이메일 자격 
증명 확인 (p. 21)을 참조하세요.
또한 이 절차에서는 구성 세트를 생성했다고 가정합니다.

자격 증명에 기본 구성 세트를 지정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ses/에서 Amazon SES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의 구성 아래에서 확인된 자격 증명(Verified identities)을 선택합니다.
3. 자격 증명 목록에서 기본 구성 세트를 지정하려는 자격 증명을 선택합니다.
4. 구성 세트 탭에서 편집을 선택합니다.
5. 기본 구성 세트 할당을 선택합니다.
6. 기본 구성 집합에서 이 ID에 사용할 구성 집합을 선택한 다음 변경 사항 저장을 선택합니다.

Amazon Pinpoint 이메일 보내기
Amazon Pinpoint를 사용하여 이메일을 보내려면 먼저 다음 절차를 완료하십시오.Amazon Pinpoint 이메일 
채널 설정 (p. 20).

Amazon Pinpoint를 사용하여 캠페인 기반 이메일, 여정 기반 이메일, 거래 이메일 등 여러 가지 유형의 이메
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 기반 이메일은 1회 또는 반복 일정에 따라 전송되고 속성에 따라 대상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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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정되는 메시지입니다. 여정 기반 이메일은 여정 참가자가 더 큰 워크플로의 일부로 이메일 활동에 도착
할 때 전송되는 메시지입니다. 트랜잭션 이메일은 단 1회만 전송되며, 보통 다른 작업이 발생하면 그 응답으
로 전송됩니다. 예를 들어 트랜잭션 메시지를 사용하면 고객이 앱의 "Forgot my password(내 암호 분실)" 링
크를 선택할 때 이메일을 전송하거나 고객이 사이트에서 주문을 할 때 확인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에서는 보통 웹 기반 관리 콘솔을 사용하여 캠페인 기반 이메일 및 여정 기반 이메일을 전송
되는 반면에, 트랜잭션 이메일은 보통AWSSDK 또는 Amazon Pinpoint API를 직접 호출합니다.

캠페인 기반 이메일을 전송할 때는 먼저 세그먼트 (p. 137)를 생성합니다. 세그먼트는 해당 캠페인의 수신
자 그룹입니다. 그런 다음, 캠페인을 생성합니다. Amazon Pinpoint에서 캠페인은 1개 이상의 대상 세그먼트, 
1개의 메시지, 그리고 해당 메시지에 대한 1개의 배달 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캠페인 생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캠페인 (p. 153)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일정 기반 이메일을 전송할 때는 세그먼트 (p. 137)를 생성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세그먼트는 여정의 참
가자 그룹입니다. 그런 다음 여정의 활동을 전송할 각 메시지에 대한 이메일 템플릿을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여정을 생성합니다. 여정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정 (p. 171)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트랜잭션 이메일을 전송하려면 다음을 사용하면 됩니다.SendMessageAmazon Pinpoint API의 작동 
Amazon Pinpoint API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Amazon Pinpoint API Reference. 여
러 가지 기능을 사용하여 이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코드 예제AWSSDK, 참조트랜잭션 이메일 메
시지 보내기의Amazon Pinpoint 개발자 안내서.

Amazon Pinpoint 에서 전용 IP 주소 사용
새로운 Amazon Pinpoint 계정을 생성하면 다른 Amazon Pinpoint 사용자와 공유하고 있는 IP 주소에서 이메
일이 전송됩니다. 추가 월별 요금을 선택하면 사용자 전용으로 위해 예약된 전용 IP 주소를 임차할 수 있습니
다. 이러한 두 옵션에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다음 표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혜택 공유 IP 주소 전용 IP 주소

추가 설정 없이 사용 가
능 (p. 33)

프로세스는 페이지 쓰기 후 세그
먼트화된 가장 오래전에 사용된
(SLRU) 데이터가 내구성 있는 스
토리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요

AWS에 의해 관리되는 평
판 (p. 33)

프로세스는 페이지 쓰기 후 세그
먼트화된 가장 오래전에 사용된
(SLRU) 데이터가 내구성 있는 스
토리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요

연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전
송 패턴을 보이는 고객에게 유
용 (p. 34)

프로세스는 페이지 쓰기 후 세그
먼트화된 가장 오래전에 사용된
(SLRU) 데이터가 내구성 있는 스
토리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페이지 쓰기 후 세그
먼트화된 가장 오래전에 사용된
(SLRU) 데이터가 내구성 있는 스
토리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측이 비교적 어려운 전송 
패턴을 보이는 고객에게 유
용 (p. 34)

프로세스는 페이지 쓰기 후 세그
먼트화된 가장 오래전에 사용된
(SLRU) 데이터가 내구성 있는 스
토리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요

대량 발신자에게 유용 (p. 34) 프로세스는 페이지 쓰기 후 세그
먼트화된 가장 오래전에 사용된
(SLRU) 데이터가 내구성 있는 스

프로세스는 페이지 쓰기 후 세그
먼트화된 가장 오래전에 사용된
(SLRU) 데이터가 내구성 있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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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공유 IP 주소 전용 IP 주소
토리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리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량 발신자에게 유용 (p. 34) 프로세스는 페이지 쓰기 후 세그
먼트화된 가장 오래전에 사용된
(SLRU) 데이터가 내구성 있는 스
토리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요

추가 월별 비용 (p. 34) 아니요 프로세스는 페이지 쓰기 후 세그
먼트화된 가장 오래전에 사용된
(SLRU) 데이터가 내구성 있는 스
토리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신자 평판에 대한 완벽한 제
어 (p. 34)

아니요 프로세스는 페이지 쓰기 후 세그
먼트화된 가장 오래전에 사용된
(SLRU) 데이터가 내구성 있는 스
토리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메일 유형, 수신자 또는 기타 요
인에 따른 평판 격리 (p. 34)

아니요 프로세스는 페이지 쓰기 후 세그
먼트화된 가장 오래전에 사용된
(SLRU) 데이터가 내구성 있는 스
토리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져 있어 변경할 수 없는 
IP 주소 제공 (p. 34)

아니요 프로세스는 페이지 쓰기 후 세그
먼트화된 가장 오래전에 사용된
(SLRU) 데이터가 내구성 있는 스
토리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Important

예측 기반에 따라 정기적으로 대량의 이메일을 보내려는 경우가 아니면 공유 IP 주소를 사용하는 것
이 좋습니다. 소량의 메일을 보내는 사용 사례에서 전용 IP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메일 전송 패
턴이 매우 비정기적인 경우에는 배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정 용이성
공유 IP 주소를 사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추가로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샌드박스
에서 나가자마자 Amazon Pinpoint 계정에서 이메일을 보낼 준비가 됩니다.

전용 IP 주소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전용 IP 주소 수를 결정하여 요청을 제출한 후 선택 사항으로 전용 
IP 풀을 생성 (p. 38)해야 합니다.

AWS에 의해 관리되는 평판
IP 주소 평판은 주로 이전 전송 패턴과 볼륨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기간 일정한 볼륨의 이메일을 전송하는 IP 
주소는 보통 평판이 좋습니다.

공유 IP 주소는 여러 Amazon Pinpoint 고객에 의해 사용됩니다. 또한 이러한 고객은 대량의 이메일을 보냅니
다. AWS는 이러한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주의하여 관리하여 공유 IP 주소의 평판을 극대화합니다.

전용 IP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측할 수 있는 볼륨의 이메일을 일정하게 전송하여 발신자 평판을 유지
하는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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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패턴의 예측 가능성
이메일 전송 기록이 일정한 IP 주소는 이전 전송 기록도 없이 갑자기 대량의 이메일을 전송하는 IP 주소보다 
평판이 좋습니다.

이메일 전송 패턴이 불규칙한 경우(즉,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르지 않는 경우) 공유 IP 주소가 사용자의 요구
에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공유 IP 주소를 사용할 때는 상황에 따라 이메일 전송 패턴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용 IP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일 점차 늘려가면서 이메일을 전송하여 주소를 워밍업할 필요가 있습니
다. 새로운 IP 주소의 워밍업 프로세스는 전용 IP 주소 워밍업 (p. 37) 단원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용 IP 
주소에 대한 워밍업이 끝나면 일정한 전송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웃바운드 이메일 볼륨
전용 IP 주소는 대량의 이메일을 전송하는 고객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대부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
는 전용 IP 주소에서 대량의 이메일을 수신하는 경우 임의의 IP 주소에 대한 평판만 추적합니다. 평판을 높이
고 싶은 ISP가 있다면 각각 월 1회 이상 24시간 이내에 수백 개 이메일을 전송해야 합니다.

전송하는 이메일이 대량은 아니지만 전용 IP 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일 서버가 
IP 주소 평판이 아닌 특정 IP 주소 목록을 기준으로 이메일을 허용하거나 거부하여 쉽게 알 수 있는 소규모 수
신자 그룹에게 전송하는 경우에는 전용 IP 주소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추가 요금
공유 IP 주소의 사용은 표준 Amazon Pinpoint 요금에 포함됩니다. 전용 IP 주소를 임차하면 Amazon Pinpoint 
를 사용하여 이메일을 발송하는 표준 요금 외에 추가로 월 요금이 발생합니다. 전용 IP 주소는 각각 별도의 
월간 요금이 청구됩니다. 요금 정보는 를 참조하십시오.Amazon Pinpoint 요금 페이지.

발신자 평판 관리
전용 IP 주소를 사용할 때는 Amazon Pinpoint 계정이 이 주소에서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는 유일한 계정입
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임대한 전용 IP 주소에 대한 발신자 평판은 이메일 전송 사례를 통해서만 결정됩니
다.

발신자 평판 격리
전용 IP 주소를 사용하면 이메일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에 따라 발신자 평판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 에 사용할 전용 IP 주소를 두 개 이상 임차한 경우 를 만들 수 있습니다.전용 IP 풀—특정 유형의 
이메일을 보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이메일을 보내는 용도로 전용 IP 주소 풀을 하
나 만들고, 거래 이메일을 보내기 위한 용도로 다른 풀을 만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용 IP 풀 만들
기 (p. 38) 단원을 참조하세요.

변경할 수 없는, 알려진 IP 주소
전용 IP 주소를 사용할 때는 에서 메일을 보내는 주소의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전용 IPAmazon Pinpoint 콘솔
의 페이지입니다. 전용 IP 주소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유 IP 주소일 때는 Amazon Pinpoint 가 메일 전송에 사용하는 IP 주소를 모를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전용 IP 주소 요청 및 해제
이 단원에서는 AWS Support 센터에서 요청을 제출하여 전용 IP 주소를 요청 및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합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용으로 임대한 각 전용 IP 주소에 대한 추가 월 사용료를 귀하의 계정에 청
구합니다. 전용 IP 주소에 연결된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요금 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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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IP 주소 사용 모범 사례

최소 약정은 없지만, Amazon Pinpoint Pinpoint를 사용하는 각AWS 리전에서 전용 IP 주소를 한 개 이상 임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AWS 리전은 가용 영역이라고 하는 여러 개의 물리적 위치로 구성됩니다. 하나 이상
의 전용 IP 주소를 임대하는 경우, 이 주소는 요청에 지정한 AWS 리전의 가용 영역에서 가능한 한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이렇게 가용 영역에 전용 IP 주소를 분산하면 전용 IP 주소의 가용성과 중복성이 향상됩니다.

현재 Amazon Pinpoint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리전의 목록은 의 Amazon Pinpoint 엔드포인트 및 할당량 을 
참조하세요 Amazon Web Services 일반 참조. 각 리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영역 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AWS 글로벌 인프라를 참조하세요.

전용 IP 주소 요청

다음 단계에서는 AWS 지원 센터에서 사례를 생성하여 전용 IP 주소를 요청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프로
세스를 사용하여 필요한 만큼의 전용 IP 주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용 IP 주소를 요청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deepracer에서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합니다.
2. 지원 메뉴에서 지원 센터를 선택합니다.
3. My support cases(내 지원 사례) 탭에서 Create case(사례 생성)를 선택합니다.
4. Create case(사례 생성)에서 Service quota increase(서비스 할당량 증가)를 선택합니다.
5. 사례 분류에서 다음 섹션을 작성합니다.

• Quota type(할당량 유형)에서 Pinpoint Email(Pinpoint 이메일)을 선택합니다.
• Mail Type(메일 유형)에서 전용 IP 주소를 사용하여 보내려는 이메일 유형을 선택합니다. 여러 값이 해

당될 경우, 전송하려는 대부분의 이메일에 적용되는 옵션을 선택하세요.
• Website URL(웹 사이트 URL)에서 웹 사이트의 URL을 입력합니다. 이 정보를 제공하면 보내려는 콘

텐츠 유형을 지원 센터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Describe in detail how you will only send to recipients who have specifically requested your mail(특별

히 메일을 요청한 수신자에게만 보내는 방법 자세히 설명)에서 전용 IP 주소를 사용하여 이메일을 받
기 원하는 수신자에게만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Describe in detail the process that you will follow when you receive bounce and complaint 
notifications(반송 및 수신 거부 알림을 받을 때 따라야 할 프로세스를 자세히 설명)에서 전용 IP 주소
를 사용하여 전송하려는 이메일에 대한 반송 및 수신 거부를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AWS 서비스 약관 및 AUP를 준수하시겠습니까에서 해당 사용 사례에 적용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6. Requests(요청)에서 다음 섹션을 작성합니다.

• 리전에서 해당 요청이 적용되는 AWS 리전을 선택합니다.
• Quota(할당량)에서 Desired Maximum Email Send Rate(원하는 최대 이메일 전송 속도)를 선택합니

다.
• New quota value(새 할당량 값)에 초당 전송할 수 있는 최대 메시지 수를 입력합니다. 이 값을 사용하

여 해당 사용 사례에 맞게 구현해야 하는 전용 IP 주소의 수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제공하는 
예상치는 가능한 정확해야 합니다.

Note

하나의 전용 IP 주소는 이 단계에서 선택한 AWS 리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AWS 리
전에 사용할 전용 IP 주소를 요청하려면 Add another request(다른 요청 추가)를 선택하십시오. 
그런 다음 추가 리전에 대해 리전, Quota(할당량) 및 New quota value(새 할당량 값) 필드를 작
성하십시오. 전용 IP 주소를 사용하려는 각 리전에서 이 프로세스를 반복하세요.

7. Case description(사례 설명)의 Use case description(사용 사례 설명)에서 전용 IP 주소를 요청하려고 함
을 밝힙니다. 특정한 수의 전용 IP 주소를 요청하려면 해당 주소도 언급하세요. 여러 개의 전용 IP 주소를 

35

https://docs.aws.amazon.com/general/latest/gr/pinpoint.html
http://aws.amazon.com/about-aws/global-infrastructure/
https://console.aws.amazon.com/


Amazon Pinpoint 사용 설명서
전용 IP 주소 사용

지정하지 않을 경우, 이전 단계에서 지정한 송신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전용 IP 주소의 수가 
제공됩니다.

그런 다음,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전용 IP 주소를 사용하여 이메일을 전송할 방법을 설명합니
다. 공유 IP 주소를 대신해 전용 IP 주소를 사용하려는 이유를 명시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사용 사례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8. Contact options(연락처 옵션)의 Preferred contact language(기본 연락처 언어)에서 이 사례에 대한 통신
을 영어 또는 일본어로 수신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9. 마쳤으면 Submit(제출)을 선택합니다.

양식을 제출하면 요청을 평가합니다. 귀하의 요청이 승인되면 귀하의 사례에 대해 지원 센터에서 새로운 전
용 IP 주소가 귀하의 계정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응답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전용 IP 주소 해제
계정과 연결된 전용 IP 주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다음 단계를 완료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Important

전용 IP 주소를 해제하는 프로세스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매월 중순 즈음에 전용 IP 주소를 해제할 
경우, 월별 전용 IP 사용 요금은 당월에 경과한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전용 IP 주소를 해제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deepracer에서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합니다.
2. 지원 메뉴에서 지원 센터를 선택합니다.
3. My support cases(내 지원 사례) 탭에서 Create case(사례 생성)를 선택합니다.
4. Create case(사례 생성)에서 Service quota increase(서비스 할당량 증가)를 선택합니다.
5. 사례 분류에서 다음 섹션을 작성합니다.

• Quota type(할당량 유형)에서 Pinpoint Email(Pinpoint 이메일)을 선택합니다.
• Mail Type(메일 유형)에서 아무 값이나 선택합니다.
• AWS서비스 약관 및 AUP를 준수하시겠습니까 에서 해당 사용 사례에 적용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6. Requests(요청)에서 다음 섹션을 작성합니다.

• 리전에서 해당 요청이 적용되는 AWS 리전을 선택합니다.

Note

전용 IP 주소는 각 AWS 리전마다 고유하므로 전용 IP 주소가 연결된 해당 리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uota(할당량)에서 Desired Maximum Email Send Rate(원하는 최대 이메일 전송 속도)를 선택합니
다.

• New quota value(새 할당량 값)에 원하는 숫자를 입력합니다. 여기에 입력하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
니다. 다음 단계에서 해제하려는 전용 IP 주소의 수를 지정하세요.

Note

전용 IP 주소 하나는 AWS 리전 하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AWS 리전에 사용된 전
용 IP 주소를 해제하려면 Add another request(다른 요청 추가)를 선택하십시오. 그런 다음 추
가 리전에 대해 리전, Quota(할당량) 및 New quota value(새 할당량 값) 필드를 작성하십시오. 
해제하려는 전용 IP 주소마다 이 프로세스를 반복하세요.

7. Case Description(사례 설명)의 Use case description(사용 사례 설명)에서 기존의 전용 IP 주소를 해제
하려고 함을 밝힙니다. 현재 하나 이상의 전용 IP 주소를 임대하는 경우, 해제하려는 전용 IP 주소의 수를 
포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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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ntact options(연락처 옵션)의 Preferred contact language(기본 연락처 언어)에서 이 사례에 대한 통신
을 영어 또는 일본어로 수신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9. 마쳤으면 Submit(제출)을 선택합니다.

귀하의 요청을 수신하면 전용 IP 주소를 해제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귀하가 IP 
주소를 해제할 것을 확인하면 귀하의 계정에서 IP 주소가 삭제됩니다.

계정과 연결된 전용 IP 주소의 목록을 봅니다.
현재 계정과 연결된 전용 IP 주소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AWS 리전. 이러한 IP 주소는 Amazon Pinpoint 
Email Simple Email Service (Amazon SES)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Amazon Pinpoint 콘솔을 사용하여 전용 IP 주소가 도메인 이름 시스템 기반 블랙홀 목록에 나열되었는
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DNSBL). DNSBL은 또한 불립니다.실시간 블랙홀 목록(RBL),거부,차단 목
록또는블랙리스트). DNSbl은 스팸, 악의적 콘텐츠 또는 기타 원치 않는 메시지를 전송한다고 의심되는 IP 주
소의 목록입니다. DNSBL마다 이메일 전달률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Spamhaus에서 제공하는 목록은 
이메일 전송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계정의 전용 IP 목록을 보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의Email, 선택전용 IP.

IP 주소 목록에는 다음 정보도 포함됩니다.

리스팅 날짜

IP 주소가 현재 DNSBL에 나열되어 있는 경우 이 필드에는 가장 최근에 추가된 날짜가 표시됩니다.
신뢰도

IP 주소의 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블랙리스트 이름

IP 주소가 현재 DNSBL에 나열되어 있는 경우 이 필드에는 목록에 있는 목록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블랙리스트 이유

IP 주소가 현재 DNSBL에 나열되어 있는 경우 이 필드에는 주소가 목록에 추가된 이유가 표시됩니
다. 이 텍스트는 목록 제공자가 직접 제공합니다. 일부 제공자는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반면 다른 
공급자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전용 IP 주소 워밍업
이메일 서비스 공급자가 이메일 허용 또는 거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전송 IP 주소의 평판을 고려합니다. IP 주
소의 평판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는 주소에서 양질의 이메일을 상당수 전송한 이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메일 공급자는 이력이 적거나 없는 새로운 IP 주소로부터 오는 이메일을 수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력
이 적거나 없는 IP 주소로부터 전송된 이메일은 수신자의 정크 메일 폴더에 들어가거나 모두 차단될 수 있습
니다.

새 IP 주소에서 이메일을 전송하기 시작할 때 이를 전면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주소로부터의 이메일 전
송량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IP 주소 워밍업이라고 합니다.

IP 주소의 워밍업에 필요한 시간은 이메일 공급자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이메일 공급자의 경우 긍정적인 신
뢰도를 확립하는 데 2주가 소요될 수 있는 반면, 최대 6주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운 IP 주소를 워밍
업할 때는 수신 거부 발생률을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활성 상태가 가장 높은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전송해야 
합니다. 또한 반송 메시지를 주의 깊게 살펴본 후 차단 또는 병목 알림 수가 높은 경우에는 전송하는 이메일 
수를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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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IP 주소 자동 워밍업

전용 IP 주소를 요청할 때는 Amazon Pinpoint에서 이를 자동으로 워밍업하여 전송 이메일의 전송을 개선합
니다. IP 주소 자동 워밍업 기능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동 워밍업 프로세스 도중의 단계는 전용 IP 주소를 이미 보유 중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전용 IP 주소를 처음 요청할 때 Amazon Pinpoint는 전용 IP 주소와 기타 Amazon Pinpoint 고객과 공유하는 
주소 세트 사이에서 이메일 전송을 분산합니다. Amazon Pinpoint는 시간에 따라 전용 IP 주소에서 전송하
는 메시지의 양이 점진적으로 늘립니다.

• 전용 IP 주소가 이미 있는 경우 Amazon Pinpoint는 기존 전용 IP (이미 워밍업되어 있음) 와 새로운 전용 IP 
(워밍업되지 않음) 사이에서 이메일 전송을 분산합니다. Amazon Pinpoint는 시간에 따라 새로운 전용 IP 
주소에서 전송하는 메시지의 양이 점진적으로 늘립니다.

전용 IP 주소를 워밍업한 후 긍정적인 평판을 유지하고자 하는 각 이메일 공급자로 매일 약 1,000개의 이메일
을 전송해야 합니다. Amazon Pinpoint와 함께 사용할 각 전용 IP 주소에서 이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워밍업 프로세스가 완료된 직후 대규모의 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대상 볼륨에 이를 때까
지 이메일의 수를 천천히 늘려야 합니다. 이메일 공급자가 한 IP 주소에서 전송된 이메일의 수가 크게 급증할 
경우 해당 주소로부터의 메시지를 차단 또는 병목시킬 수 있습니다.

전용 IP 풀 만들기
Amazon Pinpoint에서 사용할 전용 IP 주소를 여러 개 구입한 경우 해당 주소의 그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러한 그룹을 전용 IP 풀이라고 합니다. 일반 시나리오는 마케팅 서신을 보내는 용도로 전용 IP 주소 풀을 하나 
만들고, 거래 이메일을 보내기 위한 용도로 다른 풀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래 이메일에 대한 발신자의 평판은 
이제 마케팅 이메일에서 격리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마케팅 캠페인에서 많은 수의 불만 제기가 발생했을 
때도 거래 이메일 전송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전용 IP 풀을 Amazon Pinpoint Simple Email Service (Amazon SES)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 IP 풀
을 만들 때 연결할 구성 세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는 Amazon SES 사용하여 구성 세트와 IP 풀만 관리
할 수 있습니다. 구성 세트를 참조하십시오.구성 세트를 생성합니다.의Simple Email Service 개발자 안내서. 
전용 IP 풀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전용 IP 풀 만들기의Simple Email 
Service 개발자 안내서.

Amazon Pinpoint에서 구성 세트 (따라서 전용 IP 풀) 를 사용하려면 구성 집합을 Amazon Pinpoint에서 사용
하는 이메일 자격 증명에 대한 기본 구성 세트로 구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성 세트를 이메일 ID에 
적용 (p. 31) 단원을 참조하세요.

Amazon Pinpoint 배송 가능성 대시보드
배달 가능성 대시보드를 사용하면 보내는 이메일의 배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소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송 가능성 대시보드를 통해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면 Amazon Pinpoint 및 Amazon SES 
(Amazon SES) 에서 보낸 이메일이 고객의 정크 메일 폴더가 아니라 받은 편지함에 도착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Important

배달 가능성 대시보드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추가 요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Amazon Pinpoint 요금 페이지.

Amazon Pinpoint 콘솔을 사용하여 배송 가능성 대시보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산출성 대시보드를 보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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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색 창에서 를 선택합니다.배달 가능성 대시보드.

배달 가능성 대시보드는 다음 단원의 설명과 같이 여섯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도메인 평판 (p. 39)
• IP 신뢰도 (p. 42)
• 반송 및 수신 거부 비율 (p. 44)
• 캠페인 배달 지표 (p. 47)
• 받은 편지함 배치 테스트 (p. 47)
• 대시보드 설정 (p. 50)

도메인 평판
도메인 평판 페이지에는 참여율, 받은 편지함 배치율, 거부 목록 활동 등 이메일을 보내는 데 사용하는 도메
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도메인 메뉴에서 도메인을 선택하여 해당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요약

이 섹션에는 특정 도메인에서 보낸 이메일 중 고객의 받은 편지함에 도착한 이메일의 백분율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링크를 열거나 클릭하는 방법으로 참여한 이메일의 백분율에 대한 정보도 제공됩니
다. 마지막으로 도메인과 연결된 IP 주소가 있는 거부 목록의 수를 보여 줍니다.

Note

이 섹션에는 정확한 지표가 아니라 일반적인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메일 배달 및 참여와 관련된 정
밀한 지표가 필요하다면 event streams(이벤트 스트림) (p. 348)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 섹션에서 데이터를 보려면 다음 그림과 같이 구독 중인 도메인을 선택합니다. 도메인을 선택하면 요약, 이
메일 공급자별 받은 편지함 배치 및 거부 목록 활동 섹션에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도메인과 날짜 범위를 선택하면 Deliverability overview(배달 가능성 개요) 섹션에 다음 정보가 표시됩니다.

• 참여율 — 선택한 도메인에서 보낸 이메일 중 수신자가 링크를 열거나 클릭한 이메일의 비율입니다. 이메
일을 수신자의 받은 편지함에 배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많은 이메일 공급자들(특히 대규모 공급자
일수록)이 지난 1 ~ 2달 동안 도메인에서 전송된 이메일에 수신자가 얼마나 자주 참여했는지를 고려합니
다. 이러한 이유로 참여 비율을 최소한 25%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받은 편지함 배치율 — 선택한 도메인에서 보낸 이메일 중 수신자의 받은 편지함에 도착한 이메일의 비율
입니다. 받은 편지함 배치 비율이 80% 정도면 평균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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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 목록 활동 — 도메인과 연결된 IP 주소가 표시되는 거부 목록의 수입니다. 거부 목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거부 목록 활동 (p. 41).

경보

경보 탭에서 Summary(요약) 섹션의 지표에 대한 알림을 보내 주는 경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보를 만들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Subscribing an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대시보드를 선택합니다.
3. 경보 탭에서 경보 생성을 선택합니다.
4. 경보 생성(Create alarm) 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하세요.

a. 경보 이름에 해당 경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b. Send notification when the(알림 전송 조건)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받은 편지함 배치 비율 — 이 옵션을 선택하면 경보가 모든 이메일 공급자의 받은 편지함 배치 비
율을 고려합니다.

• 받은 편지함 배치 비율 — 이 옵션을 선택하면 알람은 Gmail 또는 Yahoo와 같은 특정 이메일 공
급자의 받은 편지함 배치 비율을 고려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할 때는 해당 경보가 적용되는 이메
일 공급자도 선택해야 합니다.

c. 경보를 발령하게 하는 값을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계정의 수신함 배치 비율이 75% 이하일 때 알림
을 받으려면 <=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다음 이미지와 같이 값 75를 입력합니다.

d. 경보 발령까지 걸리는 시간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받은 편지함 배치 비율이 일정 비율 미만이고 
2일 넘게 그 비율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알림을 보내도록 경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최소 발생 기간 옆에 값 2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아래 그림과 같이 연속 기간 옆에서 1일을 선택
합니다.

e. Notification method(알림 방법)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기존 SNS 주제 사용 — 이미 Amazon SNS 주제를 생성하고 이에 대한 엔드포인트를 구독한 경
우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 새 주제 생성 — Amazon SNS 주제를 아직 만들지 않았거나 새 주제를 생성하려는 경우 이 옵션
을 선택하십시오.

Note

새 주제를 만들 때는 하나 이상의 엔드포인트에서 그 주제를 구독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Developer Guide 의 Subscribing an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Developer Guide 의 Subscribing

f. (선택 사항) Amazon SNS 주제를 두 개 이상 선택하거나 만들 수 있습니다. 주제를 추가하려면
Notify an additional SNS topic(추가 SNS 주제 알림)을 선택합니다.

g. 마쳤으면 [Create]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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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공급자별 받은 편지함 배치
이 섹션에서는 선택한 기간 동안 이메일 공급자가 도메인에서 전송된 이메일을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섹션에서 분석한 이메일 공급자로는 Gmail, Hotmail, Yahoo, AOL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섹션에는 Others(기타)라는 범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범주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와 지역 공급
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섹션의 배달 지표를 함께 사용하면 전 세계적으로 전송된 모든 소비자 이메일의 
대다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는 각 이메일 공급자별로 받은 편지함 배치 및 스팸 폴더 배치에 대한 평균 비율이 포함되어 있습니
다. 또한 분석 기간 동안 매일 각 공급자의 받은 편지함 배치 비율을 표시하는 차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아
래 이미지 참조). 이 차트의 정보는 배달 비율 저하를 야기한 캠페인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Note

날짜 필터를 사용하여 최대 30일까지 날짜 범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부 목록 활동
이 섹션에서는 도메인에서 보낸 이메일의 전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부 목록 이벤트를 빠르게 식별할 수 있
습니다. 거부 목록은 원치 않거나 악의적인 이메일을 보내는 것으로 의심되는 IP 주소 목록입니다. 거부 목록 
공급자마다 목록에 IP 주소를 추가하고 목록에서 IP 주소를 제거 (“삭제”) 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또한 각 이
메일 공급자는 서로 다른 거부 목록 또는 거부 목록 집합을 사용합니다. 또한 공급자마다 리스팅 거부 이벤트
의 가중치가 다릅니다. 전용 IP 주소 중 하나가 이 섹션에 나열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메일 배달에 영향
이 미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용 IP 주소 중 하나가 이 섹션에 표시되면 거부 목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연락하여 IP 주소 제거를 요청해야 
합니다. 다음 표에는 이 섹션에서 고려하는 거부 목록 연산자 목록이 나와 있으며 IP 주소를 삭제하는 해당 
절차에 대한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부 목록 연산자 블랙리스트 해제 절차 링크

Spamhaus Spamhaus 웹 사이트

Barracuda Barracuda 웹 사이트

Cloudmark Sender Intelligence(CSI) Cloudmark Sender Intelligence 웹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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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목록 연산자 블랙리스트 해제 절차 링크

Composite Blocking List(CBL) Composite Blocking List 웹 사이트

LashBack LashBack 웹 사이트

Passive Spam Block List(PSBL) Passive Spam Block List 웹 사이트

SORBS SORBS 웹 사이트

SpamCop SpamCop웹 사이트

도메인 인증

이 섹션에는 도메인 인증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도메인에 대해 
DKIM 또는 SPF 인증을 구성하려면 해당 도메인의 DNS 구성에 특정한 레코드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레코드를 보려면 View the DNS record(DNS 레코드 보기)를 선택합니다.

도메인의 DNS 레코드를 업데이트하는 절차는 사용하는 DNS 또는 웹 호스팅 공급자에 따라 다릅니다. DNS 
레코드 추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급자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IP 신뢰도
IP 주소 평판 페이지에는 Amazon Pinpoint와 Amazon Simple Email Service (Amazon SES) 를 사용하여 이
메일을 보내는 데 사용하는 전용 IP 주소의 거부 목록 활동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요

개요 탭에는 다음 이미지와 같이 Amazon Pinpoint 및 Amazon SES 계정과 연결된 모든 전용 IP 주소가 나열
됩니다.

Reputation 열의 값이 High이면 해당 IP 주소의 평판에 영향을 주는 거부 목록 활동이 없는 것입니다. IP 주소
가 거부 목록에 나타나는 경우 해당 거부 목록의 이름이 블랙리스트 이름 열에 표시됩니다.

전용 IP 주소 중 하나가 이 섹션에 표시되면 거부 목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연락하여 IP 주소 제거를 요청해야 
합니다. 다음 표에는 이 섹션에서 고려하는 거부 목록 연산자 목록이 나와 있으며 IP 주소를 삭제하는 해당 
절차에 대한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부 목록 연산자 블랙리스트 해제 절차 링크

Spamhaus Spamhaus 웹 사이트

Barracuda Barracuda 웹 사이트

Invaluement Invaluement 웹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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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목록 연산자 블랙리스트 해제 절차 링크

LashBack LashBack 웹 사이트

Passive Spam Block List(PSBL) Passive Spam Block List 웹 사이트

SORBS SORBS 웹 사이트

경보

Alarms 탭에서 전용 IP가 주요 거부 목록에 추가될 때 알림을 보내는 경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경보를 만들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Subscribing Service 개발자 안내서를 선택합니다.
3. 경보 탭에서 경보 생성을 선택합니다.
4. 경보 생성(Create alarm) 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하세요.

a. 경보 이름에 해당 경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b. 경보를 발령하게 하는 값을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계정의 거부 목록에 등록된 IP 비율이 5% 이상

일 때 알림을 받으려면 >=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다음 이미지와 같이 값 5를 입력합니다.

c. 경보 발령까지 걸리는 시간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거부 목록에 있는 IP 속도가 특정 속도를 초과
하고 2시간 이상 해당 속도로 유지되는 경우에만 알림을 보내도록 경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최소 발생 기간 옆에 값 2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아래 그림과 같이 연속 기간 옆에서 1
시간을 선택합니다.

d. Notification method(알림 방법)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기존 SNS 주제 사용 — 이미 Amazon SNS 주제를 생성하고 이에 대한 엔드포인트를 구독한 경
우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 새 주제 생성 — Amazon SNS 주제를 아직 만들지 않았거나 새 주제를 생성하려는 경우 이 옵션
을 선택하십시오.

Note

새 주제를 만들 때는 하나 이상의 엔드포인트에서 그 주제를 구독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Developer Guide 의 Subscribing an endpoint 
to an endpoint to an endpoint to an endpoint an endpoint to an endpoint

e. (선택 사항) Amazon SNS 주제를 두 개 이상 선택하거나 만들 수 있습니다. 주제를 추가하려면
Notify an additional SNS topic(추가 SNS 주제 알림)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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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마쳤으면 [Create]를 선택합니다.

반송 및 수신 거부 비율
반송률 및 수신 거부율 페이지에서는 통합된 Amazon Pinpoint 및 Amazon Simple Email Service (Amazon 
SES) 계정의 반송 메일 및 수신 거부율과 관련된 중요한 지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반송은 보낸 이메일을 영구적인 문제로 인해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수신자의 주소가 
존재하지 않거나, 수신자의 이메일 공급자가 해당 도메인 또는 IP 주소에서 보낸 이메일을 차단하는 경우에 
반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공급자는 높은 반송률을 부정적인 징조로 간주합니다. 반송률이 높은 것
은 귀하의 메시지를 받겠다고 명시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
입니다. 높은 반송률은 이메일 배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만 제기는 귀하의 이메일을 받은 고객이 이메일 공급자에게 원치 않는 이메일이라고 신고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클라이언트에서 스팸 신고 기능 등 사용). 이메일 공급자는 불만 제기를 해당 도메인에서 
신청하지 않은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는 심각한 징조로 간주합니다. 이런 이유로 불만 제기율이 높으면 이메
일 배달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송 및 불만 제기 비율이 높다는 것은 대개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원치 않는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
다. 따라서 이메일 공급자는 귀하의 이메일을 받은 편지함으로 보낼지 아니면 정크 메일 폴더로 보낼지 결정
할 때 반송 및 불만 제기 비율을 신중하게 고려합니다.

반송 및 불만 제기 비율 페이지에서 계정 전체의 이 지표를 계속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송률 또는 불만 
제기율이 특정 임계값에 도달하면 알려주는 경보도 이 페이지에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개요
개요 탭에는 계정의 반송 및 불만 제기 비율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Note

이 페이지에는 현재 AWS 리전에 있는 AWS 계정 전체의 반송 및 불만 지표가 표시됩니다. Amazon 
Pinpoint와 Amazon SES SES를 모두 사용하여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 이 페이지에는 두 서비스에 
대한 반송 메트릭과 수신 거부 지표가 합산되어 표시됩니다.

요약

이 섹션은 계정의 상태를 보여 줍니다. 다음은 가능한 값 목록입니다.

• 정상 – 계정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 검토 중 – 사용자 계정을 검토 중입니다. 계정 검토의 원인이 된 문제가 검토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해결되

지 않으면 사용자 계정의 이메일 전송 기능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 검토 종료 결정 보류 중 – 사용자 계정을 검토 중입니다. 계정 검토의 원인이 된 문제의 특성으로 인해 추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사용자 계정을 수동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전송 일시 중지 – 사용자 계정의 이메일 전송 기능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사용자 계정의 이메일 전송 기능

이 일시 중지된 동안에는 Amazon Pinpoint 또는 Amazon SES SES를 사용하여 이메일을 보낼 수 없습니
다. 이 결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송 일시 중지 보류 중 – 사용자 계정을 검토 중입니다. 계정 검토의 원인이 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
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 계정의 이메일 전송 기능을 일시 중지합니다. 하지만 계정의 특성상 우
선 해당 계정을 검토해야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mails sent(보낸 이메일) 아래에 표시되는 숫자는 이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한 이메일의 수입니다. Sent over 
period(보낸 기간)는 그러한 이메일을 보낸 기간입니다.

각 상태 값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mazon이 귀하와 협력하는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Amazon Simple Email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전송 검토 프로세스 FAQ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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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 비율(Bounce rate)

이 섹션에는 해당 계정의 현재 반송률이 표시됩니다. 계정의 반송률은 5% 미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계정의 
반송률이 10%를 넘으면 해당 계정의 이메일 전송 기능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는 다음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 전송된 적격 이메일 — 이탈률을 계산할 때 고려된 이메일 수입니다.
• 전송 기간 — 이탈률을 계산할 때 고려한 기간입니다.
• 이탈률 — 분석 기간 동안 보낸 이메일 중 반송된 이메일의 비율입니다.
• 전체 상태 - 지표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다음과 같은 상태가 있습니다.

• Healthy(정상) - 계정의 반송률이 정상 수준입니다.
• 거의 회복됨 — 이탈률이 너무 높아 계정이 검토 중이었습니다. 검토 기간이 시작된 후 반송률은 최대 비

율 미만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반송률이 최대 비율 미만으로 유지된 경우, 검토 기간이 끝나면 이 지표의 
상태가 정상으로 변경됩니다.

• 검토 중 — 이탈률이 너무 높아 계정이 검토 중이었습니다. 계정을 검토 중이므로 반송률은 개선되지 않
았습니다. 5%를 초과하는 반송률을 야기한 문제가 검토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사용자 계
정의 이메일 전송 기능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전송 일시 중지 — 이탈률이 너무 높아서 계정의 이메일 전송 기능이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사용자 계정
의 이메일 전송 기능이 일시 중지된 동안에는 이메일을 보낼 수 없습니다. 이 결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전송 일시 중지 보류 중 – 이 지표로 인해 계정을 검토 중입니다. 이 검토 기간의 원인이 된 문제가 해결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사용자 계정의 이메일 전송 기능이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우선 
당사의 팀원이 해당 계정을 검토해야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각 상태 값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mazon이 귀하와 협력
하는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Amazon Simple Email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전송 검토 프로세스 
FAQ를 참조하십시오.

수신 거부율

이 섹션에는 해당 계정의 현재 불만 제기 비율이 표시됩니다. 계정의 불만 제기 비율은 0.1% 미만을 유지해
야 합니다. 계정의 수신 거부율이 0.1%를 넘으면 해당 계정의 이메일 전송 기능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는 다음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 전송된 적격 이메일 — 수신 거부율을 계산할 때 고려된 이메일의 수입니다.
• 전송 기간 초과 — 수신 거부 비율을 계산할 때 고려한 기간입니다.
• 수신 거부율 — 분석 기간 동안 전송한 이메일 중 불만 사항이 발생한 이메일의 비율입니다.
• 전체 상태 - 지표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다음과 같은 상태가 있습니다.

• Healthy(정상) - 계정의 불만 제기 비율이 정상 수준입니다.
• 거의 해결됨 — 불만 발생률이 너무 높아 계정이 검토 중이었습니다. 검토 기간이 시작된 후 불만 제기 

비율이 최대 비율 미만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불만 제기 비율이 최대 비율 미만으로 유지된 경우, 검토 기
간이 끝나면 이 지표의 상태가 정상으로 변경됩니다.

• 검토 중 — 불만 발생률이 너무 높아 계정이 검토 중이었습니다. 계정을 검토 중이므로 불만 제기 비율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0.1%를 초과하는 불만 제기 비율을 야기한 문제가 검토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결
되지 않으면 사용자 계정의 이메일 전송 기능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전송 일시 중지 — 수신 거부율이 너무 높아서 계정의 이메일 전송 기능이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사용자 
계정의 이메일 전송 기능이 일시 중지된 동안에는 이메일을 보낼 수 없습니다. 이 결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송 일시 중지 대기 중 — 수신 거부 발생률이 너무 높아 계정이 검토 중이었습니다. 이 검토 기간의 원
인이 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사용자 계정의 이메일 전송 기능이 일시 중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당사의 팀원이 해당 계정을 검토해야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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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태 값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mazon이 귀하와 협력
하는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Amazon Simple Email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전송 검토 프로세스 
FAQ를 참조하십시오.

경보

경보 탭에서는 해당 계정의 반송률 또는 불만 제기 비율이 일정한 수준을 초과할 때 알림을 보내 주는 경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보를 만들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전송 가능성 대시보드를 선택합니다.
3. 경보 탭에서 경보 생성을 선택합니다.
4. 경보 생성(Create alarm) 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하세요.

a. 경보 이름에 해당 경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b. Send notification when the(알림 전송 조건)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반송률
• 불만 제기 비율

c. 경보를 발령하게 하는 값을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계정의 이탈률이 5% 이상일 때 알림을 받으려면
>=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다음 이미지와 같이 값 5를 입력합니다.

d. 경보 발령까지 걸리는 시간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반송률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고 2시간 넘게 그 
비율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알림을 보내도록 경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최소 발생 기
간 옆에 값 2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아래 그림과 같이 연속 기간 옆에서 1시간을 선택합니다.

e. Notification method(알림 방법)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기존 SNS 주제 사용 — 이미 Amazon SNS 주제를 생성하고 이에 대한 엔드포인트를 구독한 경
우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 새 주제 생성 — Amazon SNS 주제를 아직 만들지 않았거나 새 주제를 생성하려는 경우 이 옵션
을 선택하십시오.

Note

새 주제를 만들 때는 하나 이상의 엔드포인트에서 그 주제를 구독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개발자 안내서의 주제에 대한 엔드포인트 구
독을 참조하십시오.

f. (선택 사항) Amazon SNS 주제를 두 개 이상 선택하거나 만들 수 있습니다. 주제를 추가하려면
Notify an additional SNS topic(추가 SNS 주제 알림)을 선택합니다.

g. 마쳤으면 [Create]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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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배달 지표
Campaign delivery metrics(캠페인 배달 지표) 섹션에는 사용자 도메인에서 보낸 이메일의 받은 편지함 배
치 비율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Domain reputation(도메인 평판) (p. 39) 페이지와 달리, Campaign 
delivery metrics(캠페인 배달 지표) 페이지에는 전체 도메인에 대한 정보가 아닌 특정 이메일 캠페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메인과 날짜 범위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정보가 표로 표시됩니다.

• 시사— 이메일의 내용을 보여 주는 작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에서 일시 중지하면 큰 미리 보기가 나타납
니다.

• Last send date—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낸 날짜와 시간입니다.
• 제목— 이메일의 제목 줄입니다.
• 발신자 주소— 메시지의 발신자 (“발신”) 주소입니다.
• ESP— 지표가 가리키는 이메일 공급자 (예: Gmail 또는 Yahoo) 입니다.
• Inbox 비율— 캠페인에서 보낸 이메일 중 수신자의 정크 메일 폴더가 아니라 받은 편지함에 도착한 이메일

의 백분율입니다.
• Open rate(오픈율)— 캠페인에서 보낸 이메일 중 수신자가 열어 본 이메일의 백분율입니다.

이 표에서 캠페인을 선택하면 해당 캠페인의 세부 정보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캠페인 세부 정보 페이지에는 
두 섹션이 있습니다. 세부 정보과IP 주소 전송.

세부 정보
이 섹션에는 캠페인에 대한 다음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 최근 보낸 날짜—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낸 날짜와 시간입니다.
• 첫 번째 전송 날짜— 메시지를 처음 전송한 날짜와 시간입니다.
• 제목— 이메일의 제목 줄입니다.
• 발신자 주소— 메시지의 발신자 (“발신”) 주소입니다.
• 발신자 도메인— 메시지를 전송한 도메인입니다.
• ESP— 지표가 가리키는 이메일 공급자 (예: Gmail 또는 Yahoo) 입니다.
• 예상 수량— 이 캠페인에서 메시지를 보낸 수신자의 대략적인 숫자입니다.
• 받은 편지함 배치— 캠페인에서 보낸 이메일 중 수신자의 정크 메일 폴더가 아니라 받은 편지함에 도착한 

이메일의 백분율입니다.
• 스팸 배치— 캠페인에서 보낸 이메일 중 수신자의 정크 메일 폴더에 도착한 이메일의 백분율입니다.
• Read— 수신자가 열어 본 이메일의 백분율입니다.
• 읽기 및 삭제됨— 수신자가 열어 본 후 삭제한 이메일의 백분율입니다.
• Deleted— Read (읽음) 수신자가 읽지 않고 삭제한 이메일의 백분율입니다.

캠페인 세부 정보 페이지에는 이메일 본문의 미리 보기도 크게 표시됩니다. Amazon Pinpoint는 이 미리 보기 
이미지에서 식별 정보를 자동으로 제거합니다.

IP 주소 전송
이 섹션에는 Amazon Pinpoint 및 Amazon SES가 선택한 메시지를 수신자에게 보낼 때 사용한 모든 IP 주소
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받은 편지함 배치 테스트
전달 가능성 대시보드의 수신함 배치 테스트 페이지에서 전 세계 95개 이상의 주요 이메일 제공업체가 특정 
메시지를 처리하는 방식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신함 배치 테스트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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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때는 고객에게 보내려는 콘텐츠가 포함된 샘플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Amazon Pinpoint Pinpoint
가 해당 메시지를 여러 주요 이메일 도메인의 특수 이메일 주소로 보냅니다. 약 24시간 후 테스트가 완료되고 
테스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Important

받은 편지함 배치 테스트를 수행할 때는 전송 테스트 및 분석을 위해 메시지를 타사에 보냅니다. 이 
타사에 표준 보안 요구 사항을 적용하며, 이메일 내용은 전송 중에 암호화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테
스트를 수행할 때 실제 데이터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러한 테스트에 사용할 메시지로 중요하
거나 기밀인 정보 또는 개인 식별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받은 편지함 배치 테스트는 서로 다른 이메일 공급자가 특정 메시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여줍니다. 테스
트 결과는 다양한 이메일 공급자에 분산되어 있는 테스트 수신자의 받은 편지함에 메시지가 몇 개나 도착했
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수신자의 정크 메일 폴더로 전송되었고,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전혀 전송되지 않았는지도 보여줍니다. 받은 편지함 배치 테스트를 수행하면 이메일 콘텐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송 가능성 문제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월간 배송 가능성 대시보드 구독에는 매월 25개의 수신함 배치 테스트가 포함됩니다. 추가 요금을 내고 테스
트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요금을 참조하세요.

새 이메일 배치 테스트를 생성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전송률 대시보드의 탐색 창에서 수신함 배치 테스트를 선택합니다.
3. Create a test(테스트 생성)를 선택합니다.
4. 이름에 이 특정 테스트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5. From address(발신 주소)에서 이메일 주소 또는 도메인을 선택한 다음, 이메일을 보낼 이메일 주소를 지

정합니다.
6. 제목에 이메일의 제목 행을 입력합니다.
7. HTML content(HTML 콘텐츠)에 HTML 형식의 메시지 콘텐츠를 입력합니다.
8. Create(생성)를 선택합니다.

테스트가 완료되는 데는 약 24시간이 걸립니다. 테스트가 끝나면 다음 단계에 따라 결과를 확인합니다.

받은 편지함 배치 테스트의 결과를 보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전송률 대시보드의 탐색 창에서 수신함 배치 테스트를 선택합니다.
3. 검토할 테스트의 Test status(테스트 상태) 열 값이 완료인지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그림과 같이 해

당 테스트를 선택하고 View test results(테스트 결과 보기)를 선택합니다.

받은 편지함 배치 테스트는 각각 Deliverability overview(배달 가능성 개요) 및 ISP Overview(ISP 개요)의 2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eliverability overview(배달 가능성 개요) 섹션에는 받은 편지함 배치 테스트에서 보낸 메시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테스트 이름 — 테스트를 만들 때 제공한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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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ID — 테스트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 발신 ID — 테스트 이메일을 보낸 이메일 주소입니다.
• Subject는 테스트 이메일의 제목 줄입니다.
• 수신함 — 테스트 수신자의 이메일 수신함에 도착한 이메일의 비율입니다.
• 스팸 — 테스트 수신자의 스팸 폴더에 도착한 이메일의 비율입니다.
• 누락 — 수신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이메일의 비율입니다.
• DKIM 비율 — DKIM을 사용하여 확인된 메시지의 비율입니다.
• SPF 비율 — SPF를 사용하여 확인된 메시지의 비율입니다.

View HTML content(HTML 콘텐츠 보기) 섹션을 확장하여 테스트 이메일의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ISP overview(ISP 개요) 섹션에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 위치한 95개 이상의 주요 이메일 공급자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표에서 각 공급자의 다음과 같은 지표를 볼 수 있습니다.

• 받은 편지함 — 제공업체 도메인의 테스트 수신자 이메일 받은 편지함에 도착한 이메일의 비율입니다.
• 스팸 — 제공업체 도메인의 테스트 수신자 스팸 폴더에 도착한 이메일의 비율입니다.
• 누락 — 수신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이메일의 비율입니다.
• SPF — 공급자가 SPF를 사용하여 확인한 메시지의 비율입니다.
• DKIM — 공급자가 DKIM을 사용하여 확인한 메시지의 비율입니다.

테스트 결과

받은 편지함 배치 테스트는 Deliverability overview(배달 가능성 개요) 및 ISP Overview(ISP 개요)의 두 섹션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eliverability Overview(배달 가능성 개요)

이 섹션에는 받은 편지함 배치 테스트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 발신자 ID — 테스트 이메일의 발신자 이메일 주소입니다.
• Subject는 이메일의 제목 줄입니다.
• 받은 편지함 — 수신자의 받은 편지함에 도착한 테스트 메시지의 비율입니다.
• 스팸 — 수신자의 정크 메일 폴더로 전송된 테스트 메시지의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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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락 — 수신자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은 테스트 메시지의 비율입니다.
• DKIM 비율 — 수신자의 메일 공급자가 DomainKeys 식별된 메일을 사용하여 인증한 테스트 메시지의 비

율입니다.
• SPF 비율 — 발신자 정책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수신자의 메일 공급자가 인증한 테스트 메시지의 비율입

니다.

View HTML content(HTML 콘텐츠 보기)를 선택하여 이메일 본문을 볼 수도 있습니다.

ISP 개요

이 섹션에는 테스트 동안 테스트 메시지가 전송된 모든 이메일 공급자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
에 있는 각 공급자에게는 Deliverability overview(배달 가능성 개요) 섹션에서와 똑같이 5가지 지표(Inbox(받
은 편지함), Spam(스팸), 누락, SPF, DKIM)가 제공됩니다.

대시보드 설정
온대시보드 설정페이지에서 배달 가능성 대시보드와 관련된 몇 가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배
달 가능성 대시보드 사용과 관련된 정보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독 개요
이구독 개요섹션에는 배달 가능성 대시보드 구독 상태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현재 결제 주기의 
남은 일수도 알 수 있습니다.

Delivertion (배송 가능성) 대시보드 구독 요금은 매달 청구됩니다. 결제 기간의 일부분 동안만 구독할 수
는 없습니다. 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 구독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결제 기간의 남은 일수에 대한 요금이 
그대로 청구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결제 기간에는 요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구독을 취소하려면 Cancel 
subscription(구독 취소)을 선택하십시오.

월별 사용량
이월별 사용량이번 달 배달 가능성 대시보드 사용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Domain reputation tracking(도메인 평판 추적) 섹션에서 Domain reputation(도메인 평판) 및 Deliverability 
by campaign(캠페인별 배달 가능성) 페이지에서 모니터링할 도메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Deliverability 
대시보드 구독을 통해 매달 도메인을 최대 다섯 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여섯 개 이상의 도메인을 모니
터링하려면 월별 요금을 추가로 결제해야 합니다. 제공 가능성 대시보드에 도메인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려
면Edit의구독 도메인섹션

Note

확인된 도메인만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확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메인 확
인 (p. 22) 단원을 참조하세요.

Predictive inbox placement tests(예측적 받은 편지함 배치 테스트) 섹션에는 이번 달에 수행한 예측적 받은 
편지함 배치 테스트의 건수가 표시됩니다. 구독에 포함된 테스트는 25개입니다. 추가 요금을 내고 테스트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공 가능성 대시보드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Amazon Pinpoint 요금.

모범 사례
고객의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고 해도 메시지 발송률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
니다. 다음 단원에서는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이 의도한 고객에게 이르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권장 사
항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주제
• 일반 권장 사항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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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메인 및 "발신" 주소 주의사항 (p. 51)
• 목록 작성 및 유지 (p. 51)
• Compliance (p. 52)
• 대량의 이메일 보내기 (p. 52)
• 반송 메일 (p. 52)
• 수신 거부 (p. 53)
• 메시지 품질 (p. 54)

일반 권장 사항
•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전송하려는 메시지가 여러분이라면 받은 편지함에 들어왔으면 할 정도로 가

치가 있는 것인지 자문하십시오. 대답이 ‘예’가 아니라면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 산업에 따라서 품질이 나쁘거나, 심지어 악성 이메일이라는 평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산업

이 관련되어 있다면 평판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문제 발생 시 즉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 주택 담보
• 크레딧
• 제약 및 건강 보조
• 주류 및 담배
• 위락
• 카지노 및 도박
• Work-from-home 프로그램

도메인 및 "발신" 주소 주의사항
• 이메일을 보내는 주소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하세요. "From(발신)" 주소는 수신자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정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첫 인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ISP는 평판을 "From(발신)" 
주소와 연계하기도 합니다.

•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라 하위 도메인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도메인
example.com에서 마케팅 메시지와 트랜잭션 메시지를 모두 이메일로 전송할 계획이라고 가정하
겠습니다. 이때는 두 메시지를 모두 example.com에서 전송하기 보다는 오히려 마케팅 메시지는
marketing.example.com에서, 그리고 거래 메시지는 orders.example.com 같은 하위 도메인에서 보내는 것
이 좋습니다. 고유성을 지닌 하위 도메인이라면 평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마케팅 커뮤니케
이션이 스팸 트랩으로 수신되거나 콘텐츠 필터를 트리거하는 경우에도 평판을 떨어뜨릴 위험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다수의 메시지를 보낼 계획이라면 sender@hotmail.com 같은 ISP 기반 주소에서 메시지를 보내지 마세요. 
ISP가 sender@hotmail.com에서 대량의 메시지가 전송되는 것을 알아차리면 해당 이메일이 본인 소유의 
아웃바운드 이메일 전송 도메인에서 발송되는 이메일과 다르게 처리됩니다.

• 도메인의 WHOIS 정보가 정확할 수 있도록 도메인 등록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세요. 정직한 up-to-date 
WHOIS 기록을 유지하면 투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용자는 도메인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식
별할 수 있습니다.

• no-reply@example.com과 같은 발신 전용(no-reply) 주소를 ‘발신’ 또는 ‘회신’ 주소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no-reply@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면 수신자가 따로 연락할 방법은 없으며, 보내주는 피드백에도 관심이 없
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셈입니다.

목록 작성 및 유지
• 더블 옵트인 전략을 사용하세요. 사용자가 이메일 수신에 동의할 때는 확인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

십시오. 그리고 사용자가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주소를 확인할 때까지는 이메일을 보내지 마십시오. 더블 
옵트인 전략은 오타로 인한 하드 바운스 수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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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기반 형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할 때는 제출 직후 실시하는 주소의 유효성 검증을 최소화하세요. 예
를 들어 수집하는 주소가 올바른 형식인지(즉, recipient@example.com 형식 여부), 그리고 참조 도메인이 
유효한 MX 레코드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 사용자 정의 입력 데이터가 확인되지 않은 채로 Amazon Pinpoint Pinpoint로 전달될 때는 주의하세요. 포
럼 등록이나 포럼 제출은 모두 사용자가 작성한 콘텐츠일 뿐만 아니라 스패머가 자신이 원하는 내용으로 
포럼을 작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고유 위험이 존재합니다. 고품질의 콘텐츠가 포함된 이메일만 보내
도록 확인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 표준 별칭(postmaster@, abuse@, noc@ 등)은 의도적으로 이메일에 가입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메
시지는 실제로 수신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보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특히 관례상 이메일 워치독 전
용으로 사용되는 표준 별칭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Compliance
• 이메일을 전송하는 대상 국가와 리전의 이메일 마케팅 및 스팸 방지 법률과 규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전송하는 이메일이 이러한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안내서에서
는 이러한 법률을 다루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직접 조사해야 합니다. 법률 목록은 Wikipedia의 Email Spam 
Legislation by Country를 참조하십시오.

• 항상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법률 자문을 받으세요.

대량의 이메일 보내기
이메일을 보낼 때는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이메일 양을 늘릴 때는 매일 거의 같은 시간에 비슷한 유형의 메시
지가 전송되도록 매일 전송량을 꾸준히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객에게 특히 많은 양의 이메일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 중 하나는 서비스 약관 업데이트일 수 있습니다. 발신자 
평판을 보호하고 거래량을 늘릴 때 높은 전송률을 달성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먼
저 수신자 목록을 구성하여 이메일을 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객과 메시지를 스팸으로 표시하거나 구독을 
취소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객을 분류하세요. 세그먼트에서 가장 참여도가 높은 부분에 먼저 메시지를 전
송하여 이메일 제공업체와의 신뢰 기반을 구축하세요. 둘째, 한 번에 모든 메시지를 보내지 말고 하루 중 몇 
시간에 걸쳐 캠페인을 진행하세요. 가능하면 일반적인 전송 속도를 따라하세요. 예를 들어, 평상시에는 1백
만 개의 이메일 목록을 보내다가 오전 8시에 시작하고 다른 한 번은 정오에 시작하는 두 개의 배포로 분할하
여 하루에 5백만 개를 발송해야 하는 경우 일반 발송일과 같이 분할하여 보내십시오. 마지막으로, 일반 볼륨
보다 많은 양의 이메일을 보낼 때는 일반적인 볼륨의 몇 배로 전송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평상시에 250,000
개의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 볼륨이 많은 이벤트는 해당 금액의 배수 (예: 500,000개 또는 750,000개) 로 제한
해 보세요. 이러한 방식으로 전송량을 제한하면 평소보다 많은 이메일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볼륨을 신중
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이메일 제공업체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송 메일
반송 메일은 이메일이 원하는 수신자에게 전송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반송 메일에는 하드 바운스 및 소
프트 바운스라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드 바운스는 이메일 주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영구적인 
문제로 인해 이메일을 배달할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소프트 바운스는 일시적인 문제로 인해 이메일을 전송
할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소프트 바운스는 수신자의 받은 편지함이 가득 찼거나 수신 서버가 일시적으로 중
단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일정 기간 동안 소프트 바운스 이메일을 다시 
전송하려고 시도합니다.

사용자는 이메일 프로그램에서 하드 바운스의 수를 모니터링하고 수신자 목록에서 하드 바운스를 일으키는 
이메일 주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메일 수신기가 높은 하드 바운스 발생률을 감지하면 사용자가 수신자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가정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드 바운스 발생률이 높으면 이메일 메시지의 발송률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반송 메일을 방지하여 발신자 평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입니다.

• 하드 바운스 발생률을 5% 미만으로 유지하세요. 이메일 프로그램의 하드 바운스 수가 적을수록 ISP가 메
시지의 적합성과 가치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비율은 합리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로 간주해
야 하지만 모든 ISP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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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목록은 빌리거나 구매하지 마세요. 이메일 목록에는 잘못된 주소가 상당수 포함되어 하드 바운스 
발생률이 크게 높아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목록에는 스팸 트랩(불법 발신자를 포착하는 
데 특별히 사용되는 이메일 주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이러한 스팸 트랩으로 전송되면 전송 완
료율과 발신자 평판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 목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세요. 일부 수신자에게 장기간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다면 몇 가지 수단(웹사이
트 로그인 활동, 구매 이력 등)을 통해 고객 상태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객 상태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면 윈백(win-back) 이메일을 전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윈백 이메일
이란 오랫동안 소식을 듣지 못한 고객이 여전히 이메일 수신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윈백 
이메일을 전송한 후에도 응답이 없는 수신자는 모두 목록에서 제거하세요.

반송을 받으면 즉시 목록에서 해당 주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하드 바운스를 일으킨 주소로 메시지를 재전송
하지 마십시오. 반복적인 하드 바운스는 결국 수신자의 ISP에 대한 평판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드 바운스를 받는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수신자의 이메일 주소는 14일 동안 글로벌 금지 목록에 추가됩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수신자의 주소가 금
지 목록에 있는 경우 메시지가 계속 수락됩니다. 하지만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 이메일이 하드 반송되면 메일링 목록에서 수신자의 이메일 주소를 삭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로벌 금지 
목록에 있는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면 이메일이 전송되지 않더라도 Amazon Pinpoint Pinpoint는 반송 이벤
트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바운스 이벤트는 계정의 이탈률에 반영됩니다. 반송자의 평판이 너무 높으면 발
신 고객으로서의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귀하의 계정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mazon SES 글로벌 금지 목록에서 글로벌 금지 목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신 거부
수신 거부는 수신자가 자신의 웹 기반 이메일 클라이언트에서 "Mark as Spam" 또는 이와 비슷한 버튼을 클
릭할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수신 거부가 상당수 누적되면 ISP가 스팸을 전송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발송률과 
발신자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ISP는 수신 거부가 보고되면 알림
을 전송합니다. 이를 피드백 루프라고 합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피드백 루프를 제공하는 ISP로부
터 수신 거부를 자동으로 전달합니다.

다음은 수신 거부를 방지하여 발신자 평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입니다.

• 수신 거부 발생률을 0.1% 미만으로 유지하세요. 이메일 프로그램의 수신 거부 수가 적을수록 ISP가 메시
지의 적합성과 가치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비율은 합리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로 간주해야 
하지만 모든 ISP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은 아닙니다.

• 고객이 마케팅 이메일에 수신 거부하는 경우 해당 고객에게 더 이상 마케팅 이메일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메일 프로그램에 다른 유형의 이메일, 예를 들어 알림 메시지나 거래 이메일 등이 포함되는 경우
에는 수신 거부를 선택한 수신자라고 해도 이러한 유형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 하드 바운스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이메일을 전송하지 않은 목록이 있다면 수신자가 메시지를 받는 이유
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인사말 메시지를 보내서 본인이 누구이고, 왜 이
메일을 보내는지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신 거부 메일을 받으면 다음 규칙을 준수하여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수신 거부 알림을 받는 데 사용하는 주소가 이메일을 수신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수신 거부 알림이 ISP 또는 메일 시스템에서 스팸으로 표시되지 않도록 하세요.
• 수신 거부 알림에는 일반적으로 이메일 본문이 포함되므로, 이메일 헤더만 포함되는 반송 메일 알림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수신 거부 알림에서는 수신을 거부한 개인의 이메일 주소가 제거됩니다. 수신을 거부한 
이메일 주소를 식별할 수 있도록 이메일 본문에 포함된 사용자 지정 X-헤더나 특수 식별자를 사용하세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수신을 거부한 이메일을 쉽게 식별하여 해당 이메일을 수신자 목록에서 제거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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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품질
이메일 수신기는 콘텐츠 필터를 사용하여 메시지의 특정 특성을 감지하고 메시지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확인
합니다. 이러한 콘텐츠 필터는 메시지 내용을 자동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악의적인 메시지의 공통 특성
을 찾아냅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콘텐츠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여 맬웨어가 포함된 메시지를 감지
하여 발신 전에 미리 차단합니다.

이메일 수신기의 콘텐츠 필터가 메시지에 스팸 또는 악성 이메일의 특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메시지
는 플래그 처리되어 수신자의 메일 수신함이 아닌 다른 곳으로 전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메일을 설계할 때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세요.

• 최신 콘텐츠 필터는 지능적이어서 상황에 따라 적응하며 계속해서 바뀝니다. 사전 정의된 규칙에 의존하지
도 않습니다. Litmus와 ReturnPath같은 타사 서비스는 콘텐츠 필터를 트리거할 수 있는 이메일의 콘텐츠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메일에 링크가 포함되어 있으면 URIBL.com 이나 SURBL.org 등의 거부 목록과 대조하여 해당 링크 
URL의 유무를 확인하세요.

• 링크 단축 서비스는 사용하지 마세요. 악의적인 발신자는 링크 단축 서비스를 사용하여 실제 링크 목적지
를 숨기기도 합니다. ISP는 링크 단축 서비스 (심지어 가장 평판이 좋은 서비스조차도) 가 악의적인 목적으
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되면 해당 서비스의 목록을 모두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에 거부 목록에 있는 
링크 단축 서비스에 대한 링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고객의 메일 수신함까지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성공
적인 이메일 캠페인도 어렵게 됩니다.

• 이메일의 링크가 모두 원하는 페이지를 가리키고 있는지 테스트하세요.
• 웹사이트에는 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이용 약관 문서가 포함되어야 하는 동시에 이러한 문서들이 최신 상태

를 유지해야 합니다. 전송하는 이메일마다 이러한 문서에 대한 링크를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러한 문서 링크를 제공하면 고객에게 숨길 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잦은 빈도 수의 콘텐츠("일별 거래" 메시지 등)를 전송할 계획이라면 배포할 때마다 이메일 내용이 달라야 
합니다. 잦은 횟수로 메시지를 보낼 때는 각 메시지가 일정한 시간에 적합성을 유지해야만 반복적이고 귀
찮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Amazon Pinpoint SMS 채널
Amazon Pinpoint의 SMS 채널을 사용하여 고객의 모바일 디바이스에 SMS 메시지 (문자 메시지) 를 보낼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 는 20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의 (p. 90) 수신자에게 SMS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 및 지역에서는 양방향 SMS 기능을 사용하여 고객이 보낸 메시지를 및 수신할 수도 있습
니다. 새 Amazon Pinpoint 계정을 생성하면 계정이 SMS 샌드박스에 배치됩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월별 
지출과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SMS Sandpoint 섹션을 
참조하세요 (p. 55).

Amazon Pinpoint를 사용하여 문자 메시지를 보내려면 프로젝트에서 SMS 채널을 활성화해야 (p. 57) 합
니다. Amazon Pinpoint를 사용하여 SMS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에 따라 계정의 특정 SMS 옵션을 활성화하거
나AWS Support 수정하기 위해 요청을 시작해야 (p. 69)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SMS 지출 할당량을 
늘리거나, 샌드박스에서 프로덕션으로 이동하도록 요청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받을 때 사용할 단축 코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를 사용하여 문자 메시지를 받으려면 먼저 전용 단축 코드 또는 긴 코드
를 (p. 75) (p. 72) 받아야 합니다. 전용 번호가 있다면 이 번호에 대해 양방향 SMS를 활성
화 (p. 86)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mazon Pinpoint에서 메시지를 수신할 때 고객에게 보내는 메시지
를 지정할 (p. 315)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 콘솔의 SMS 및 음성 설정 섹션에서 (p. 315) 사용 사례 및 예산에 맞게 SMS 채널 설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별 SMS 지출 할당량을 설정하거나 기본 메시지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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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Amazon Pinpoint에서 SMS 채널 설정을 구성하면 변경 사항이 Amazon SNS와 같이 SMS 메시지를 
보내는 다른AWS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주제
• Amazon Pinpoint SMS 샌드박스 정보 (p. 55)
• Amazon Pinpoint SMS 채널 설정 (p. 57)
• SMS 메시지에 대한 발신 자격 증명 (p. 58)
• Amazon Pinpoint 핀포인트의 SMS 제한 및 제한 (p. 64)
• Amazon Pinpoint Pinpoint로 SMS 메시징 (p. 69)
• Amazon Pinpoint 핀포인트로 SMS 활동 모니터링 (p. 79)
• Amazon Pinpoint SMS 채널 관리 (p. 82)
• Amazon Pinpoint SMS 시뮬레이터로 SMS 전송 테스트 (p. 83)
• Amazon Pinpoint에서 양방향 SMS 메시징 구성 (p. 86)
• Amazon Pinpoint 통한 SMS의 국가 기능 및 제한 사항 (p. 89)
• Amazon Pinpoint 핀포인트의 풀 관리 (p. 110)
• 모범 사례 (p. 112)
• Amazon Pinpoint SMS 결제 및 사용 보고서 이해 (p. 122)

Amazon Pinpoint SMS 샌드박스 정보
새 Amazon Pinpoint 계정은 SMS 샌드박스에 배치됩니다. 샌드박스는 두 가지를 모두 보호합니다AWS사기 
및 남용의 고객 및 SMS 수신자 또한 샌드박스는 테스트, 개발 및 QA 계정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만듭니다.

계정이 샌드박스에 있는 동안 Amazon Pinpoint 에서 제공하는 SMS 전송 방법 (예: 캠페인 또는 여정을 사용
하여 메시지 전송) 또는SendMessagesAPI. 그러나 계정이 샌드박스에 있는 동안 다음 제한 사항이 적용됩
니다.

• 월별 SMS 지출 한도는 $1.00 (USD) 입니다.
• 확인된 대상 전화번호로만 SMS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확인된 번호는 최대 10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

니다.
• 각 목적지 국가로 SMS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규칙 및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수신자

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면 먼저 미국 번호를 구입해야 합니다.
• 귀하가 전화번호를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번호로 인증 코드를 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메시

지당 표준 SMS 요금이 적용되지만 전화번호당 처음 5개의 인증 코드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SMS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Amazon Pinpoint 요금페이지.

Note

수신한 메시지에는 메시지 및 데이터 요금이 적용됩니다. 확인 요청당 하나의 메시지를 전송합니
다.

• 대상 전화번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삭제할 수 있으려면 전화번호를 추가한 후 24시간을 기다려야 삭
제할 수 있습니다.

• 확인된 대상 번호로만 SMS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프로덕션 액세스를 요청하여 이러한 제한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mazon Pinpoint SMS 샌드
박스에서 프로덕션으로 이동 (p. 78)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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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Pinpoint 샌드박스 계정에 대상 번호 추가
SMS 샌드박스를 사용하려면 테스트 목적으로 확인하는 대상 전화 번호를 하나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확인
된 대상 번호는 최대 10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는 SMS 샌드박스에서만 사용됩니다.

대상 번호를 추가하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후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의 아래SMS 및 음성, 선택개요.
3. 에서대상 전화번호섹션, 선택전화번호 추가.
4. 온전화번호 추가[] 창,전화번호을 클릭하고 추가할 전화번호를 입력한 다음확인 코드 전송.

Amazon Pinpoint는 임의로 생성된 6자리 코드를 대상 번호로 전송합니다.
Note

Amazon Pinpoint는 계정의 전화번호 중 하나를 사용하여 인증 코드를 전송합니다. 미국 기반 
전화번호를 확인하려는 경우 계정에 전용 전화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전화번호 구매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번호 요청하기 (p. 336).

5. 에서확인 코드필드에 6자리 코드를 입력한 다음확인 코드 제출.

15분 후에도 코드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 [] 를 선택합니다.확인 코드 재전송. 24시간 이내에 코드를 최대 
5회까지 재전송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 번호 확인
아직 확인되지 않은 모든 대상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최대 하나의 숫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번호를 확인하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후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의 아래SMS 및 음성, 선택개요.
3. 에서대상 전화번호에서 확인 상태가 다음과 같은 번호를 선택합니다.확인되지 않음.
4. 선택전화번호 확인.
5. 온대상 전화번호 확인[] 창, 선택확인 코드 전송.
6. 에서확인 코드필드에 받은 코드를 입력한 다음대상 전화번호 확인.

15분 후에도 코드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 [] 를 선택합니다.확인 코드 재전송. 24시간 이내에 코드를 최대 
5회까지 재전송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 번호 삭제
확인된 전화번호와 확인되지 않은 전화번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번호를 추가한 후 최소 24시간을 기다려
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대상 번호를 삭제하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후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Under계정 설정,SMS 및 음성, 선택대상 전화번호.
3. 삭제할 대상 번호를 하나 이상의 선택합니다.
4. 선택전화번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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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를 선택합니다.

Amazon Pinpoint SMS 채널 설정
Amazon Pinpoint로 SMS 메시지를 보내려면 SMS 채널이 활성화된 Amazon Pinpoint 프로젝트가 필요합니
다.

를 사용하여 기존 프로젝트의 SMS 채널을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SMS 및 음성Amazon Pinpoint 콘솔의 
[설정] 페이지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Amazon Pinpoint SMS 채널 관리 (p. 82)을 참조하십시오.

Amazon Pinpoint 콘솔을 사용하여 새 프로젝트 생성
Amazon Pinpoint에서 SMS 채널을 설정하는 첫 번째 단계는 새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해
당 프로젝트에 대한 SMS 채널을 활성화합니다.

새 Amazon Pinpoint 프로젝트를 만들고 SMS 채널을 활성화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All projects(모든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Create a project(프로젝트 생성)를 선택합니다.
3. 프로젝트 이름에 이름을 입력한 다음 생성을 선택합니다.

Note

프로젝트 이름에는 최대 64개의 영숫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이름에는 쉼표(,) 마침표(.), 
단가 기호(@), 밑줄(_), 등호(=) 및 더하기 기호(+)와 같은 문자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4. Project features(프로젝트 기능)의 SMS and voice(SMS 및 음성) 섹션에서 구성을 선택합니다.
5. Enable the SMS channel for this project(이 프로젝트에 대한 SMS 채널 활성화)를 선택합니다.
6. Account-level settings(계정 수준 설정)에서 다음 설정을 선택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기본 메시지 유형— 전송하려는 메시지의 범주입니다. 시간에 민감한 내용(예: 알림 및 일회용 암호)에 
대해서는 트랜잭션을 선택하거나 마케팅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프로모션을 선택합니다.

• 계정 지출 한도— 매달 SMS 메시지 전송에 지출할 최대 금액 (USD) 입니다. 월별 지출이 이 값을 초
과할 경우 Amazon Pinpoint 및 기타AWS계정의 SMS 메시지 전송이 중지됩니다.

Note

사용자의 SMS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Amazon Pinpoint 또는 Amazon SNS SNS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AWS계정의 경우 해당 계정의 기본 지출 할당량은 1.00 USD로 설정됩니다. 사용자
는 이 계정 수준 할당량을 높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mazon Pinpoint 
Pinpoint에 대한 월별 SMS 지출 할당량 증가 요청 (p. 70)을 참조하십시오.

• 기본 발신자 ID— 수신자가 메시지를 수신할 때 수신자의 디바이스에 표시되는 자격 증명입니다. 발신
자 ID 기능에 대한 지원은 국가 또는 리전별로 다릅니다.

Important

이러한 설정은 전체 AWS 계정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설정을 변경할 때 변경하는 사항은 
사용자 계정의 다른 모든 Amazon Pinpoint 프로젝트에 적용되고 다른 항목에 적용됩니
다.AWSAmazon SNS와 같은 SMS 메시지를 보내는 데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7. 변경 작업을 마치면 변경 사항 저장을 선택합니다.

다음 단계
SMS 메시징에 대해 활성화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Amazon Pinpoint를 사용하여 SMS 메시지
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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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발신 번호, 발신자 ID 등과 같은 일부 SMS 옵션은 AWS Support에 연락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mazon Pinpoint Pinpoint로 SMS 메시징 (p. 69)을 참조하십시오.

대상 세그먼트를 SMS 캠페인과 연계하려면 Amazon Pinpoint 캠페인 (p. 153)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캠페인을 만들지 않고 SMS 메시지를 제한된 대상에게 직접 보내려면 Amazon Pinpoint 핀포인트로 테스트 
메시지 전송 (p. 225)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SMS 메시지에 대한 발신 자격 증명
Amazon Pinpoint Pinpoint를 사용하여 SMS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발신자 ID 사용, 긴 코드 사용 또는 단축 
코드 사용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수신자에게 자신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자격을 고객에게 
증명하는 방법을 발신 자격 증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발신 자격 증명의 각 유형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자세
한 내용은 다음 섹션에서 다룹니다. 전용 출발지 번호는 국가별로 다릅니다. 한 국가의 전용 출발지 번호를 
요청한 다음 다른 국가의 발신자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발신자 ID
발신자 ID는 SMS 메시지의 발신자로 식별되는 알파벳 이름입니다. 발신자 ID를 이용해 SMS 메시지를 보내
고 수신자가 발신자 ID 인증이 지원되는 지역에 있는 경우, 수신자의 디바이스에 전화번호 대신 발신자 ID가 
나타납니다. 발신자 ID는 발신자에 대하여 전화번호나 단축 코드보다 많은 정보를 SMS 수신자에게 제공합
니다.

발신자 ID는 세계 여러 국가 및 리전에서 지원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업이 개별 고객에게 SMS 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규제기관이나 산업 그룹에 사전 등록한 발신자 ID를 써야 합니다. 발신자 ID를 지원하거나 요
구하는 국가 및 리전의 전체 목록은 지원되는 국가 및 리전(SMS 채널) (p. 90)을 확인하십시오.

장점

발신자 ID는 메시지 발신자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수신자에게 제공합니다. 단축 코드나 긴 코드를 사용하기
보다는 발신자 ID를 사용하여 브랜드 자격 증명을 수립하는 편이 쉽습니다. 발신자 ID 사용에 따르는 추가 요
금은 없습니다.

단점

발신자 ID 인증의 지원 및 요건은 모든 국가 및 리전에 일관된 것이 아닙니다. 주요 시장(캐나다, 중국, 미국 
포함)에서는 발신자 ID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발신자 ID를 사용하기 전에 규제기관에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긴 코드
긴 코드는 수신자가 위치한 국가 또는 리전의 번호 형식을 사용하는 전화번호입니다. 긴 코드는 긴 번호 또는 
가상 모바일 번호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캐나다에서 긴 코드에는 11자리가 들어가는데 숫자 1(국
가 코드), 3자리 지역 코드, 7자리 전화번호로 구성됩니다.

양방향 SMS 기능을 사용하여 SMS 메시지를 발신 및 수신하는 경우, 국가당 전용 긴 코드를 최대 5개까지 신
청할 수 있습니다. 긴 코드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SMS 메시징 전용 단축 
코드 요청 (p. 75)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미국의 현지 긴 코드를 사용하여 SMS 메시지를 보내려면 10DLC
를 요청해야 합니다. 10DLC는 미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10자리 긴 코드입니다. 10DLC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10DLC (p. 318)에서 확인하세요.

장점

전용 긴 코드는 Amazon Pinpoint 계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약되어 있으며 다른 사용자와 공유되지 않
습니다. 전용 긴 코드를 사용할 경우 각 메시지를 전송할 때 어떤 긴 코드를 사용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동
일 고객에게 복수의 메시지를 보낼 경우, 동일한 전화번호에서 각 메시지를 발송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용 긴 코드는 브랜드 또는 아이덴티티 확립에 유용합니다.

58



Amazon Pinpoint 사용 설명서
발신 자격 증명

단점

전용 긴 코드에서 하루에 수백 통의 메시지를 발송할 경우, 원치 않는 메시지를 보내는 번호로 모바일 통신사
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긴 코드에 플래그가 지정된 경우, 메시지가 수신자에게 전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긴 코드에도 처리량 제한이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긴 코드는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 초당 최
대 1개의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별로 최대 전송 요금은 다릅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Support에 문의하세요. SMS 메시지를 다량 발송할 계획이거나 초당 1개 메시지 이상의 속도로 발송할 계획
이라면 전용 단축 코드를 구입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A2P SMS 메시지에 로컬 긴 코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긴 코드에서 A2P(Application-to-Person) SMS 메시지 발송을 제한하는 관할권이 많습니다. A2P SMS는 고
객이 자신의 휴대 전화번호를 애플리케이션에 제공할 때 모바일 디바이스에 발송되는 메시지입니다. A2P 메
시지는 단방향 대화입니다. 마케팅 메시지, 일회용 비밀번호, 예약 알림 같은 예가 대표적입니다. A2P 메시지
를 보내려는 경우 전용 단축 코드 (고객이 미국 또는 캐나다에 있는 경우) 를 구매하거나, 10DLC를 요청하거
나 (고객이 미국에 있는 경우에만), 발신자 ID (수신자가 발신자 ID가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있는 경우) 
를 사용해야 합니다.

10DLC 번호는 미국 내에서 메시지를 보내는 데만 사용됩니다. 10DLC 번호는 회사 브랜드와 번호를 연결
하려는 캠페인을 등록해야 사용 가능합니다. 승인되면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 있는 
Amazon Pinpoint 콘솔의 SMS 및 음성 페이지에서 10DLC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후 승인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7~10일입니다. 이 번호는 다른 캠페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는 일반적으로 등록 확인 또는 일회용 암호 전송과 같은 트랜잭션 메시징에 사용되며 
미국 내에서만 사용됩니다. 음성 메시징과 SMS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균 처리량은 MPS(초당 메시
지 부분) 3개입니다. 그러나 이 처리량은 문자 인코딩의 영향을 받습니다. 문자 인코딩이 메시지 부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SMS 문자 제한 (p. 64) 섹션을 참조하세요.

미국 이동통신사는 실시간 메시징을 활성화하기 전에 무료 전화번호를 등록할 것을 요구합니다 (참조)수신
자 부담 전화번호 등록 요구 사항 및 프로세스 (p. 341). 발신자로 무료 전화 번호를 사용하거나 등록할 때
는 모범 사례 섹션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금지된 메시지 콘텐츠 (p. 113)

장점

수신자 부담 발신자는 긴 코드에 비해 MPS가 높고 발송률이 좋습니다.

단점

옵트아웃 및 옵트인은 이동 통신사 수준에서 관리되므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

메시지에 단축 URL을 포함하거나 해당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홍보 메시지를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10DLC 번호 또는 단축 코드를 사용하세요. 단축 코드 또는 10DLC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단축 URL을 포함
할 수 있고 홍보 메시지가 될 수 있는 메시지 템플릿을 등록해야 합니다. 단축 코드에 대한 추가 정보는 아래
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10DLC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DLC (p. 318)에서 확인하세요.

단축 코드
단축 코드는 일반 전화번호보다 짧은 번호 배열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캐나다의 표준 전화번호(긴 코드)는 
11자리인데, 단축 코드에는 5자리 또는 6자리가 배정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수신자에게 대량의 SMS 메
시지를 보내는 경우 단축 코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단축 코드는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Note

공유 단축 코드는 더 이상 미국 배송사에서 지원하지 않으며 Amazon Pinpoint Pinpoint를 통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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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기억에 남을 만한 단축 코드를 사용하면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됩니다. 일회용 비밀번호처럼 민감한 정보를 발
송해야 하는 경우, 이 메시지가 실제로 귀하에게서 온 것인지 고객이 금방 판단할 수 있도록 단축 코드를 사
용하여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고객 확보 캠페인을 진행 중인 경우 단축 코드로 키워드를 발송하여 잠재 고객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예: "축구 소식과 정보를 받아보려면 10987번으로 'FOOTBALL'이라는 문자를 보내세요"). 단축 코드는 긴 
코드보다 기억하기가 쉽고, 고객이 디바이스에 입력하기가 더 쉽습니다. 마케팅 프로그램에 등록할 때 고객
의 수고를 덜어줌으로써 캠페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단축 코드를 새로 사용하기 전에 모바일 통신사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축 코드는 원치 않는 메시지로 
처리될 가능성이 더 낮습니다.

단축 코드로 SMS 메시지를 발송할 때는 다른 유형의 발신 자격 증명을 사용할 때보다 24시간 기준으로 더 
많은 양의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즉, 발신 할당량이 더 높습니다. 초당 메시지도 훨씬 더 많이 보낼 수 
있습니다. 즉, 발송 속도가 더 빠릅니다.

단점

단축 코드를 확보하려면 추가 요금이 있으며, 실제로 사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서 각 단축 코드의 일회 설정 요금은 $650.00(USD)이고, 단축 코드 회선당 매월 기본 요금 $995.00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모든 통신 사업자 네트워크에서 단축 코드가 활성화되려면 8-12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다른 국
가 또는 리전의 가격 및 프로비저닝 시간을 확인하려면 Amazon Pinpoint Pinpoint로 SMS 메시징에 대한 단
축 코드 요청 (p. 72)에 설명된 절차를 완료합니다.

사용 사례에 적합한 출처 ID 유형 선택
원래 요청 ping에 대한발신 자격 증명는 SMS 메시지를 보낼 때 수신자가 장치에서 볼 수 있는 이름 또는 전
화 번호입니다. 긴 코드 (일반적으로 10자리 이상의 표준 전화번호), 짧은 코드 (4자리에서 7자리 사이의 전
화번호), 발신자 ID (6~11자의 영숫자가 포함된 이름) 등 여러 유형의 원본 ID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기
원 ID에는 각각 고유한 이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 섹션은 사용 사례에 적합한 출처 ID 유형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단원의 주제:
• 일반적인 고려 사항 (p. 60)
• 단방향 메시징 사용 사례에 대한 원본 ID 선택 (p. 61)
• 양방향 메시징 사용 사례에 대한 원본 ID 선택 (p. 62)

일반적인 고려 사항

사용할 출처 ID 유형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 발신 ID는 단방향 사용 사례에 적합한 옵션입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단축 코드는 양방향 사용 사례에 적합한 옵션입니다. 짧은 코드 또는 긴 코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

우 짧은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 일부 국가 (예: 인도 및 사우디 아라비아) 에서는 긴 코드를 사용하여 수신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지만 발신 

메시지를 보내는 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바운드 전용 긴 코드를 사용하여 보낸 사람 ID를 사용
하여 보내는 메시지를 수신자에게 옵트아웃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일부 국가에서는 공유 출처 ID 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지만 해당 
국가에 전용 원본 ID가 없는 경우 Google은 이러한 공유 ID 중 하나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공유 ID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모바일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상용 SMS 메시지의 규제가 증가하는 추세가 있
습니다. 통신사는 경고가 거의 또는 전혀 없이 공유된 원본 ID에서 전송된 메시지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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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 경우 가능한 한 많은 사전 경고와 함께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시도합니다. 그러
나 항공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통지를 거의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
용 원본 ID는 항상 공유 ID보다 선호됩니다.

단방향 메시징 사용 사례에 대한 원본 ID 선택
A단방향 메시징사용 사례는 받는 사람에게 보내는 SMS 메시지만 포함하는 사용 사례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단방향 메시징 사용 사례에 적합한 원본 ID 유형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용 사례에 양
방향 메시지, 즉 발신 메시지를 보내고 수신 메시지를 수신하는 기능이 필요한 경우양방향 메시징 사용 사례
에 대한 원본 ID 선택 (p. 62)대신 입니다.

단방향 메시징 사용 사례는 발신 ID로 단축 코드, 긴 코드, 무료 전화번호 또는 영숫자 발신 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올바른 출처 ID는 사용자의 특정 요구 사항과 수신자가 소재한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 질문에 답하여 필요에 맞는 올바른 유형의 기원 ID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국가에 수신자가 있는 경우 수
신자가 있는 각 국가에 대해 이러한 질문에 답하십시오.

1. 미국 내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계획입니까?
• 질문에 대한 답변예항목으로 이동합니다.질문 2 (p. 61).
• 질문에 대한 답변아니요항목으로 이동합니다.질문 3 (p. 61).

2. 다음 처리 속도 중 사용 사례에 가장 적합한 처리 속도는 무엇입니까? 처리량 속도는 초당 보낼 수 있는 메
시지 부분 수입니다.
• 초당 1—3개의 메시지 부분: 무료 전화번호를 사용하십시오. 10DLC 번호 또는 짧은 코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 유형은 성장을위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지만 수신자 부담 번호보다 더 많은 비
용이 소요되며 더 오래 걸립니다.

무료 전화번호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번호 요청하기 (p. 336).

다른 국가에 사용할 원산지 번호의 종류를 확인하려면 다음으로 돌아가십시오.질문 1 (p. 61). 그렇
지 않으면,여기.

• 초당 10개의 메시지 부분: 10DLC 번호를 사용합니다. 짧은 코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코드는 성
장을 위한 추가 공간을 제공하지만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10DLC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10DLC (p. 318).

다른 국가에 사용할 원산지 번호의 종류를 확인하려면 다음으로 돌아가십시오.질문 1 (p. 61). 그렇
지 않으면,여기.

• 초당 100개의 메시지 부분: 단축 코드를 사용합니다. 에서 요청을 생성하는 경우AWS Support Center 
Console단축 코드에서 지원할 처리량 속도를 지정합니다. 미국 단축 코드는 기본적으로 초당 100개의 
메시지 파트를 지원하지만 처리량을 초과하여 월별 요금을 추가로 늘릴 수 있습니다.

단축 코드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Amazon Pinpoint Pinpoint로 SMS 메시징에 
대한 단축 코드 요청 (p. 72).

다른 국가에 사용할 원산지 번호의 종류를 확인하려면 다음으로 돌아가십시오.질문 1 (p. 61). 그렇
지 않으면,여기.

3. 모든 메시지가 동일한 출처 ID에서 오는 것이 중요합니까?
• 질문에 대한 답변예항목으로 이동합니다.질문 4 (p. 61).
• 질문에 대한 답변아니요항목으로 이동합니다.질문 6 (p. 62).

4. 메시지를 보낼 국가에서 보낸 사람 ID가 지원됩니까? 발신자 ID를 지원하는 국가 목록은 단원을 참조하십
시오.지원되는 국가 및 리전(SMS 채널) (p. 90).
• 질문에 대한 답변예항목으로 이동합니다.질문 5 (p. 61).
• 질문에 대한 답변아니요항목으로 이동합니다.질문 7 (p. 62).

5. 발송인 ID의 사전 등록을 요구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낼 국가가 있습니까? 발신자 ID 등록이 필요한 국가 
목록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지원되는 국가 및 리전(SMS 채널)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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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답변예에서 대상 국가의 발신자 ID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등록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보
낸 사람 ID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 사용할 출처 신원 ID를 확인하려면 다음으로 돌아가십시오.질문 1 (p. 61). 그렇지 않으
면,여기.

• 질문에 대한 답변아니요메시지를 보낼 때 보낸 사람 ID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 사용할 출처 신원 ID를 확인하려면 다음으로 돌아가십시오.질문 1 (p. 61). 그렇지 않으
면,여기.

6. 인도의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계획이 있습니까?
• 질문에 대한 답변예를 선택하면 즉시 전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내는 메시지에는 국제 장

거리 운영자 (ILDO) 요금이 부과되며, 이 요금은 등록된 발신자 ID를 사용하여 보낸 메시지보다 몇 배
나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비용이 중요한 요소인 경우 고려해야 합니다.인도에 회사 등록 및 사용 사
례 (p. 100). 이 등록 프로세스를 완료하면 저렴한 현지 요금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 사용할 출처 신원 ID를 확인하려면 다음으로 돌아가십시오.질문 1 (p. 61). 그렇지 않으
면,여기.

• 질문에 대한 답변아니요원본 ID를 얻지 않고 전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다른 Amazon 
Pinpoint 사용자와 공유되는 원본 ID를 사용하여 전송됩니다. 대상 국가의 모바일 네트워크 기능에 따라 
수신자가 메시지를 받을 때 표시되는 ID가 결정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발신자 ID를 지원하는 국가에서
는 일반 보낸 사람 ID (예: “알림”) 를 사용하여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발신자 ID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에
서는 임의의 긴 코드 또는 짧은 코드에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다른 국가에 사용할 출처 신원 ID를 확인하려면 다음으로 돌아가십시오.질문 1 (p. 61). 그렇지 않으
면,여기.

7. 메시지를 보내려는 국가에서 전용 단축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전용 단축 코드를 지원하는 국가 목
록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지원되는 국가 및 리전(SMS 채널) (p. 90).
• 질문에 대한 답변예를 사용해야 합니다.단축 코드.
• 질문에 대한 답변아니요항목으로 이동합니다.질문 8 (p. 62).

8. 메시지를 보내려는 국가에서 긴 전용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전용 긴 코드를 지원하는 국가 목록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지원되는 국가 및 리전(SMS 채널) (p. 90).
• 질문에 대한 답변예를 사용하면 긴 전용 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국가에서 다른 유형의 

전용 ID (예: 발신자 ID 또는 단축 코드) 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대신 다른 ID 유형을 사용해야 합니다. 
통신사는 다른 출처 ID 유형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긴 코드를 사용하여 전송되는 메시지를 차단할 가능
성이 높습니다.

전용 SMS 긴 코드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SMS 메시징 전용 단축 코드 요청 (p. 75).

다른 국가에 사용할 출처 신원 ID를 확인하려면 다음으로 돌아가십시오.질문 1 (p. 61). 그렇지 않으
면,여기.

• 질문에 대한 답변아니요원본 ID를 얻지 않고 전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다른 Amazon 
Pinpoint 사용자와 공유되는 원본 ID를 사용하여 전송됩니다. 대상 국가의 모바일 네트워크 기능에 따라 
수신자가 메시지를 받을 때 표시되는 ID가 결정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발신자 ID를 지원하는 국가에서
는 일반 보낸 사람 ID (예: “알림”) 를 사용하여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발신자 ID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에
서는 임의의 긴 코드 또는 짧은 코드에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다른 국가에 사용할 출처 신원 ID를 확인하려면 다음으로 돌아가십시오.질문 1 (p. 61). 그렇지 않으
면,여기.

양방향 메시징 사용 사례에 대한 원본 ID 선택

A양방향 메시징사용 사례는 고객에게 보내는 SMS 메시지를 보내고 고객으로부터 들어오는 SMS 메시지를 
수신하는 사용 사례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양방향 메시징 사용 사례에 적합한 원본 ID 유형을 선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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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용 사례에 단방향 메시지, 즉 발신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만 필요한 경우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단방향 메시징 사용 사례에 대한 원본 ID 선택 (p. 61)대신 입니다.

수신되는 SMS 메시지를 받으려면 전용 전화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고객이 위치한 국가에 따라 다양한 유형
의 전용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하여 필요에 맞는 올바른 유형의 기원 ID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국가에 수신자가 있는 경우 수
신자가 있는 각 국가에 대해 이러한 질문에 답하십시오.

1. 메시지를 보내려는 국가에서 양방향 메시징이 지원됩니까? 양방향 메시지를 지원하는 국가의 전체 목록
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지원되는 국가 및 리전(SMS 채널) (p. 90).
• 질문에 대한 답변예항목으로 이동합니다.질문 2 (p. 63).
• 질문에 대한 답변아니요양방향 메시징 사용 사례는 지원되지 않지만 단방향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

다. 단방향 메시지를 보낼 원본 ID를 찾으려면단방향 메시징 사용 사례에 대한 원본 ID 선택 (p. 61).
2. 미국 내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계획입니까?

• 질문에 대한 답변예항목으로 이동합니다.질문 3 (p. 63).
• 질문에 대한 답변아니요항목으로 이동합니다.질문 4 (p. 63).

3. 다음 중 요구 사항에 가장 적합한 처리량은 무엇입니까? 처리량 속도는 초당 보낼 수 있는 메시지 부분 수
입니다.
• 초당 1—3개의 메시지 부분: 무료 전화번호를 사용하십시오. 10DLC 번호 또는 짧은 코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숫자 유형은 성장을위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얻는 데 더 오래 걸
릴 것입니다.

무료 전화번호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번호 요청하기 (p. 336).

다른 국가에 사용할 원산지 번호의 종류를 확인하려면 다음으로 돌아가십시오.질문 1 (p. 63). 그렇
지 않으면,여기.

• 초당 10개의 메시지 부분: 10DLC 번호를 사용합니다. 짧은 코드는 사용 사례에도 적용되며 성장을 위한 
추가 공간을 제공하지만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10DLC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10DLC (p. 318).

다른 국가에 사용할 원산지 번호의 종류를 확인하려면 다음으로 돌아가십시오.질문 1 (p. 63). 그렇
지 않으면,여기.

• 초당 100개의 메시지 부분: 단축 코드를 사용합니다. 에서 요청을 생성하는 경우AWS Support Center 
Console단축 코드에서 지원할 처리량 속도를 지정합니다. 미국 단축 코드는 기본적으로 초당 100개의 
메시지 파트를 지원하지만 처리량을 초과하여 월별 요금을 추가로 늘릴 수 있습니다.

단축 코드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Amazon Pinpoint Pinpoint로 SMS 메시징에 
대한 단축 코드 요청 (p. 72).

다른 국가에 사용할 원산지 번호의 종류를 확인하려면 다음으로 돌아가십시오.질문 1 (p. 63). 그렇
지 않으면,여기.

4. 메시지를 보내려는 국가에서 전용 단축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단축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 목
록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지원되는 국가 및 리전(SMS 채널) (p. 90).
• 질문에 대한 답변예전용 단축 코드를 사용합니다. 단축 코드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

십시오.Amazon Pinpoint Pinpoint로 SMS 메시징에 대한 단축 코드 요청 (p. 72).

다른 국가에 사용할 원산지 번호의 종류를 확인하려면 다음으로 돌아가십시오.질문 1 (p. 63). 그렇
지 않으면,여기.

• 질문에 대한 답변아니요전용 긴 코드를 사용합니다. 전용 SMS 긴 코드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
을 참조하십시오.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SMS 메시징 전용 단축 코드 요청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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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목적지 국가에서 전용 단축 코드와 전용 롱 코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전용 단축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짧은 코드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이동 통신사는 긴 코드에서 전송되는 메시
지를 차단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국가에 사용할 원산지 번호의 종류를 확인하려면 다음으로 돌아가십시오.질문 1 (p. 63). 그렇
지 않으면,여기.

Amazon Pinpoint 핀포인트의 SMS 제한 및 제한
SMS 프로토콜에는 몇 가지 제한 및 제약 조건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각 SMS 메시지의 길이를 제한하는 
기술적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SMS를 사용하여 보낼 수 있는 콘텐츠의 유형과 관련된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이 주제에서는 이러한 제한 및 제약 조건에 관해 설명합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를 사용하여 SMS 메시지를 보낼 때는 이러한 제한 및 제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
다. 최선의 결과를 얻으려면  모범 사례 (p. 112)에 설명된 기법도 이행해야 합니다.

주제
• Amazon Pinpoint SMS 문자 제한 (p. 64)
• 메시지 초당 부품 수 (MPS) 제한 (p. 66)
• 메시지 경로 (p. 68)
• 메시지 폴백 (p. 68)
• 옵트아웃 (p. 68)

Amazon Pinpoint SMS 문자 제한
SMS 메시지 하나에는 최대 140바이트의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SMS 메시지 하나에 포함할 수 있는 문자
의 개수는 메시지에 포함된 문자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메시지에서 GSM 7비트 알파벳이라고도 하는 GSM 03.38 문자 세트에 속한 문자 (p. 65)만 사용하는 경우 
문자를 최대 160개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에 GSM 03.38 문자 집합 이외의 문자가 포함되는 경우에
는 문자를 최대 70자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SMS 메시지를 보내면 Amazon Pinpoint에서 사용할 가장 효
율적인 인코딩을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메시지에 최대 문자 수보다 많은 문자가 포함된 경우 메시지가 여러 부분으로 분할됩니다. 메시지가 여러 부
분으로 분할되면 각 부분에는 앞에 오는 메시지 부분에 대한 추가 정보가 포함됩니다. 수신자의 디바이스가 
이러한 방식으로 분리된 메시지 부분을 수신하면 이 추가 정보를 사용하여 모든 메시지 부분이 올바른 순서
로 표시되도록 합니다. 수신자의 이동 통신사 및 디바이스에 따라 여러 메시지가 단일 메시지 또는 별도의 메
시지 시퀀스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메시지 부분의 문자 수는 153개 (GSM 03.38자만 포함된 메시
지의 경우) 또는 67개 (다른 문자를 포함하는 메시지의 경우) 로 줄어듭니다. SMS 길이 계산기 도구를 사용
하여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메시지에 포함된 메시지 부분의 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온라인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메시지의 지원되는 최대 크기는 GSM 문자 1600자 또는 GSM 이외의 문자 
630자입니다. 메시지 크기가 지원되는 크기보다 크면 메시지가 실패하고 Amazon Pinpoint에서 잘못된 메시
지 예외를 반환합니다. 처리량 및 메시지 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세요메시지 초당 부품 수 
(MPS) 제한 (p. 66).

Important

메시지 크기가 지원되는 크기보다 크면 메시지가 실패하고 Amazon Pinpoint에서 잘못된 메시지 예
외를 반환합니다.

보내는 각 메시지의 메시지 부분 수를 보려면 먼저 이벤트 스트리밍 (p. 348)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Amazon Pinpoint는 메시지가 수신자의 모바일 공급자에게 전송될 때_SMS.SUCCESS 이벤트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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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MS.SUCCESS 이벤트 레코드에는 attributes.number_of_message_parts라는 속성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 이 속성은 메시지에 포함된 메시지 부분의 수를 지정합니다.

Important

메시지 부분이 두 개 이상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메시지에 포함된 메시지 부분 수에 따라 요
금이 청구됩니다.

GSM 03.38 문자 세트

다음 표에는 GSM 03.38 문자 세트에 속한 모든 문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음 표에 있는 문자만 포함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메시지에 문자를 최대 160개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GSM 03.38 문자 세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à Å å Ä ä Ç É é è ì Ñ ñ ò

Ø ø Ö ö ù Ü ü Æ æ ß 0 1 2

3 4 5 6 7 8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_ ¥ DELTA Φ Γ

Λ Ω Π 유혹 Σ Θ Ξ            

GSM 03.38 문자 세트에는 앞서 보여드린 표에 있는 문자 외에 몇 가지 기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기호는 다음과 같이 보이지 않는 이스케이프 문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 두 개로 계수됩니다.

• ^
• {
• }
• \
• [
• ]
• ~
• |
• €

끝으로 GSM 03.38 문자 세트에는 다음과 같은 비인쇄 문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백 문자
• 텍스트 한 줄의 끝과 다른 줄의 시작을 표시하는 줄 바꿈 제어 문자
• 텍스트 한 줄의 첫머리로 이동하는 캐리지 리턴 제어 문자(일반적으로 줄 바꿈 문자 뒤에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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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목록의 문자에 자동으로 추가되는 이스케이프 제어 문자

예제 메시지

이 섹션에는 몇 가지 예제 SMS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예에 대해 이 섹션에는 메시지의 메시지 부
분 수와 총 문자 수가 표시됩니다.

예제 1: GSM 03.38 알파벳의 문자만 포함하는 긴 메시지

다음 메시지에는 GSM 03.38 알파벳에 있는 문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Hello Carlos. Your Example Corp. bill of $100 is now available. Autopay is 
scheduled for next Thursday, April 9. To view the details of your bill, go to 
https://example.com/bill1.

앞의 메시지에는 180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여러 메시지 부분으로 분할되어야 합니다. 메시지가 여러 메시
지 부분으로 분할되면 각 부분은 153 GSM 03.38 문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메시지는 두 개의 
메시지 부분으로 전송됩니다.

예제 2: 멀티바이트 문자가 포함된 메시지

다음 메시지에는 여러 중국어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모두 GSM 03.38 알파벳 이외의 문자입니다.

###################################################·####1994#7#########

앞의 메시지에는 71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의 거의 모든 문자가 GSM 03.38 알파벳 이외의 
문자이기 때문에 두 개의 메시지 부분으로 전송됩니다. 이러한 각 메시지 부분은 최대 67자를 포함할 수 있습
니다.

예제 3: 단일 비GSM 문자가 포함된 메시지

다음 메시지에는 GSM 03.38 알파벳의 일부가 아닌 단일 문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 문자는 닫
는 작은 따옴표 (') 로 일반 아포스트로피 (') 와는 다른 문자입니다. Microsoft Word와 같은 워드 프로세싱 애
플리케이션에서는 주로 아포스트로피가 닫는 작은따옴표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Microsoft Word에서 SMS 
메시지를 초안을 작성하여 Amazon Pinpoint에 붙여넣는 경우 이러한 특수 문자를 제거하고 아포스트로피로 
바꿔야 합니다.

John: Your appointment with Dr. Salazar’s office is scheduled for next Thursday 
at 4:30pm. Reply YES to confirm, NO to reschedule.

앞의 메시지에는 130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에는 GSM 03.38 알파벳의 일부가 아닌 닫는 
작은따옴표 문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메시지 부분으로 전송됩니다.

이 메시지의 닫는 작은따옴표 문자를 아포스트로피(GSM 03.38 알파벳의 일부)로 바꾸면 메시지가 단일 메
시지 부분으로 전송됩니다.

메시지 초당 부품 수 (MPS) 제한
SMS 메시지는 메시지 파트라고 하는 140바이트 섹션으로 전송됩니다. 매우 길거나 멀티바이트 문자가 많이 
포함된 메시지는 여러 메시지 부분으로 분할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수신자의 장치에서 다시 조
합되어 여러 개의 작은 메시지가 아닌 하나의 긴 메시지로 표시됩니다. SMS 문자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세요Amazon Pinpoint SMS 문자 제한 (p. 64).

이러한 이유로 SMS 처리량 제한은 초당 메시지 파츠 수 (MPS) 로 측정됩니다. 즉, 1초에 보낼 수 있는 최대 
메시지 부분 수입니다. MPS 한도는 메시지 수신 국가 및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하는 전화번호 유형 (발신 번
호) 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단축 코드를 사용하여 미국의 수신자에게 미국의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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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경우 100MPS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수신자 부담 번호를 사용하여 미국 수신자에게 보낼 경
우 3MPS만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발신 번호 및 여러 국가의 MPS에 대해 설명합니다.

단축 코드

다음 표에는 전용 단축 코드에 대한 일반 MPS 한도가 나와 있습니다.

지리적 영역 지도

미국(US) 100개의 맵

캐나다 (CA) 100개의 맵

기타 모든 국가 및 지역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긴 코드

다음 표에는 전용 긴 코드에 대한 일반 MPS 한도가 나와 있습니다.

지리적 영역 지도

미국 (미국) (10DLC) 기본값은 1MPS입니다. 한도 증가는 다양합니다. 캠페인 유형 또는 브랜드 수준에 따라 이동통신사에 따라 다릅니
다. 한도 상향 요청을 제출하려면 SMS 할당량을 참조하십시오.

캐나다 (CA) 1맵

기타 모든 국가 및 지역 10개의 맵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무료 번호는 현재 미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무료 전화번호는 3MPS를 지원하며 수신자 부담 
전화 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등록 요구 
사항 및 프로세스 (p. 341)에서 확인하세요.

Important

처리량 요구 사항이 3TPS를 초과하는 경우 10DLC 번호 또는 단축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여러 개 구매한 후 해당 전화번호에 처리량을 분배하려고 하면 이동통신사가 네트
워크에서 보내는 모든 메시지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 ID

다음 표에는 발신자 ID에 대한 일반적인 MPS 한도가 나와 있습니다.

발신자 ID 유형 지도

Amazon Pinpoint API 또는 Amazon 
Pinpoint 콘솔을 사용하여 고객 정의

10개의 맵

공유 경로/고객 소유 번호 10개의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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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경로
메시지에서 사용하는 경로는 메시지에 설정된 유형 (프로모션 또는 트랜잭션) 에 따라 달라집니다. Amazon 
Pinpoint 콘솔을 사용하여 새 번호를 구매하면 경로 유형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프로모션 경
로는 일반적으로 마케팅 또는 영업 관련 메시지입니다. 일부 국가 또는 지역에서는 프로모션 메시지 전송
이 허용되지 않는 조용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트랜잭션 경로는 암호 재설정이나 일회성 암호와 같이 시간
이 더 많이 걸리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이는 새 번호를 구매할 때 번호에 적용하거나 Amazon Pinpoint API 
SendMessages 작업 시 선택적 파라미터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번호를 발신자로 사용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Amazon Pinpoint Pinpoint는 해당하는 프로모션 또는 거래 경로를 선택합니다.

Amazon Pinpoint API의 SendMessages작업을 사용하여 경로 유형을 선택적 파라미터로 전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SenderID 발신자로 사용하거나 공유 번호 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국가의 계정에 거래 번호
와 프로모션 번호가 모두 연결된 경우 Amazon Pinpoint Pinpoint는 기본적으로 거래 번호를 선택합니다. 배
송 영수증 및 배송 대시보드에는 선택한 번호에 따라 경로가 프로모션 또는 거래 경로로 표시됩니다.

메시지 폴백
Amazon Pinpoint API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보낼 때 요청에서 세 가지 선택적 파라미터를 전
달할 수 있습니다.originationNumber,registeredKeyword, 및senderID. Amazon 
PinpointoriginationNumbererror (예: 잘못된 문자) 이며 오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는 
대체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요청에 유효한 번호를 선택합니다. 폴백은 아래 순서대로 유효한 번호를 확인합니
다. 이 프로세스 중 언제라도 Amazon Pinpoint는 처음 찾은 유효한 번호를 원래 번호로 선택합니다.

1. 발신 번호. 다른 유효한 출처 번호가 확인됩니다.
2. 키워드. 등록된 키워드는 모든 전용 번호에 대해 스캔되고 일치합니다.
3. 발신자 ID. 다른 유효한 발신자 ID가 모두 검사됩니다.

Note

다음 메시지가 있는 메시지를 전송한 경우originationNumber계정에 존재하지 않으며 대체 프로
세스가 없으며 대신 예외 메시지가 반환됩니다.

이전 매개 변수 중 어느 것도 요청에서 전달되지 않으면 Amazon Pinpoint는 귀하의 계정을 확인하고 다음 순
서로 유효한 번호를 확인합니다.

1. 전용 번호. 계정과 연결된 모든 전용 번호는 단축 코드, 10DLC, 긴 코드/수신자 부담 번호와 같은 순서로 
확인됩니다. 국내 번호는 국제 번호 앞에 확인됩니다. 계정에 거래 및 프로모션 롱 코드가 모두 있는 경우 
Amazon Pinpoint는 기본적으로 트랜잭션 번호를 선택합니다.

2. 기본 발신자 ID
3. 공유 경로.

Note

Amazon Pinpoint는 원본 자격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국가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옵트아웃
옵트아웃 설정은SMS 설정Amazon Pinpoint 콘솔의 페이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옵트아웃은 다음과 같이 관리
됩니다.AWS자동으로. 자체 관리형 옵트아웃을 활성화하여 이 자동 옵트아웃하려면 이 처리를 비활성화하도
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정에 옵트아웃이 관리되는 두 번호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AWS및 옵트아웃이 
자체 관리되는 번호입니다. 자체 관리형 옵트아웃 활성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the section called “자체 관리
형 옵트아웃” (p.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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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옵트아웃 키워드

현지 법률 및 규정에서 요구하는 경우(예: 미국 및 캐나다), SMS 수신자는 다음 서비스와 함께 메시지에 회신
하는 방식으로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옵트아웃할 수 있습니다.

• 아렛
• CANCEL
• END
• OPT-OUT
• OPTOUT
• QUIT
• REMOVE
• 중지(STOP)
• TD
• UNSUBSCRIBE

옵트아웃하려면 수신자는 메시지는 전달하는 데 사용된 Amazon Pinpoint와 동일한 긴 코드 또는 짧은 코드
에 회신해야 합니다. 옵트아웃한 수신자는 더 이상 AWS 계정에서 보내는 SMS 메시지를 받지 않게 됩니다.

Note

미국 수신자 부담 번호의 경우 옵트아웃은 이동통신사 수준에서 관리됩니다. 미국 수신자 부담 번호
로 지원되는 옵트아웃 키워드는 STOP입니다. 추가 옵트아웃 키워드를 추가하거나 수신자가 옵트
아웃할 때 받는 응답 메시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로 SMS 메시징
Amazon Pinpoint Pinpoint의 특정 SMS 옵션은 AWS Support센터에서 케이스를 생성해야만 구성할 수 있습
니다. 사례를 열어 다음

• 월별 SMS 지출 임계값 증가

기본적으로 월별 지출 임계값은 $1.00(USD)입니다. 지출 임계값에 따라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보
낼 수 있는 메시지의 볼륨이 결정됩니다. SMS 사용 사례에 대한 예상 월별 메시지 볼륨에 맞는 지출 임계
값을 요청하십시오.

• 전용 단축 코드

단축 코드는 SMS 메시지를 보내는 데 사용되는 짧은 전화번호 (일반적으로 5~6자리 숫자) 입니다. 단축 
코드 사용 및 기능은 국가 또는 리전별로 사용 가능 일반적으로 단축 코드는 다른 유형의 전용 전화번호보
다 처리량이 높습니다. 단축 코드는 양방향 메시징도 지원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른 번호 유형보다 
비용이 많이 들며 획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전용 발신자 ID

발신자 ID는 수신자의 기기에 발신자로 표시되는 알파벳 식별자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이름을 사용하여 
회사 이름을 사용하여 회사 이름을 사용하여 회사 이름을 사용하여 회사 이름을 사용하여 메시지 소스를 
더 인식하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발신자 ID에 대한 지원은 국가 또는 리전별로 다릅니다. 자세한 정보
는 지원되는 국가 및 리전(SMS 채널) (p. 90)을 참조하세요.

• Amazon Pinpoint 콘솔에서는 구매할 수 없는 긴 코드

Amazon Pinpoint 콘솔에서 여러 국가의 긴 코드를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긴 코드는 다른 여러 국가에
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긴 코드의 가격 및 사용 가능 여부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 10DL회사 회사 회사 회사 회사 회사 회사 회사 회사 회사 회사 회사 회사 회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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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DL회사 회사 등록 (p. 324) 하지만 세금 ID 및 등록 회사 이름 필드는AWS Support 티켓을 열어야 수정
할 수 있습니다.

AWSSupport 센터에서 사례를 생성할 때 제출하는 요청 유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렇
지AWS Support 않으면 에서 진행하기 전에 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합니다. 상세한 사례를 제출하면 
요청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정 SMS 요청 유형에 필요한 세부 정보는 이 단원의 
주제를 참조하세요.

주제
• Amazon Pinpoint Pinpoint에 대한 월별 SMS 지출 할당량 증가 요청 (p. 70)
• Amazon Pinpoint Pinpoint로 SMS 메시징에 대한 단축 코드 요청 (p. 72)
•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SMS 메시징 전용 단축 코드 요청 (p. 75)
• Amazon Pinpoint Pinpoint를 사용해 SMS 보내기 위해 발신자 ID 요청 (p. 76)
• Amazon Pinpoint SMS 샌드박스에서 프로덕션으로 이동 (p. 78)

Amazon Pinpoint Pinpoint에 대한 월별 SMS 지출 할당량 증가 요
청
지출 할당량에 따라 매달 Amazon Pinpoint Pinpoint을 통해 SMS 메시지를 보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이 결정됩니다. SMS 메시지를 보내면 이번 달 지출 할당량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Amazon Pinpoint PinS는 몇 분 안에 SMS 메시지 게시를 중지합니다.

Important

Amazon Pinpoint Pinpoint는 분산 시스템이므로 지출 할당량이 초과되는 경우 몇 분 이내에 SMS 메
시지 전송을 중지합니다. 이 시간 동안 SMS 메시지를 계속 보내면 할당량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새 계정의 지출 할당량은 매월 1.00 USD로 설정됩니다. 이것은 Amazon Pinpoint Pinpoint의 메시지 전
송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할당량입니다. 이 할당량은 실제로 Amazon Pinpoint Pinpoint를 프로
덕션 워크로드에 사용할 준비가 되기 전에 대형 캠페인을 전송하게 될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끝
으로 이 할당량은 악성 사용자의 Amazon Pinpoint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AWSSupport 센터에서 할당량 증가 사례를 개설하여 계정의 SMS 지출 할당량에 대한 증가를 요청할 수 있
습니다. 지출 한도는 지역마다 다르므로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액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1단계: Amazon Pinpoint SMS SMS SMS 사례 열기
AWS 지원 센터에서 서비스 할당량 증가 사례를 열어 월별 지출 할당량에 대한 증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Note

요청 양식의 일부 필드는 “선택 사항”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AWS Support에서 요청을 처
리하려면 아래의 단계에 언급된 정보가 전부 필요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지 않으면 요청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출 할당량 증가를 요청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deepracer에서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합니다.
2. 지원 메뉴에서 지원 센터를 선택합니다.
3. 내 지원 사례 패널에서 사례 생성을 선택합니다.
4. 서비스 한도 증가를 원하십니까? 를 선택하십시오. 링크.
5. 서비스 한도 증가를 선택한 후 다음을 완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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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it type(한도 유형)에서 Pinpoint SMS를 선택합니다.
• (선택 사항) SMS 메시지를 보낼 사이트 또는 앱의 링크를 제공하려면 SMS 메시지를 보낼 웹 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 (선택 사항) 보낼 메시지 유형에서 긴 코드를 사용하여 보낼 메시지 유형을 선택합니다.

• 일회용 암호 – 고객이 웹 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인증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암호가 담긴 메
시지입니다.

• 프로모션 – 비즈니스 또는 서비스(예: 특가 행사, 공지 사항)를 홍보하는 중요하지 않은 메시지입니
다.

• 트랜잭션 – 고객 트랜잭션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보 메시지(예: 주문 확인, 계정 알림)입니다. 트랜잭
션 메시지에 홍보 또는 마케팅 콘텐츠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 (선택 사항) 메시지를 보낼AWS 지역에서 메시지를 보낼 지역을 선택합니다.
• (선택 사항) 메시지를 보내려는 국가에 단축 코드를 구매하려는 국가 또는 지역을 입력합니다.
• (선택 사항) 고객이 셀러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선택하는 방법에서 옵트인 프로세스에 대한 세

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 (선택 사항) 고객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데 사용할 메시지 템플릿을 입력하십시오. 필드에 사용할 템플

릿을 포함시키십시오.
6. Requests(요청)에서 다음 섹션을 작성합니다.

• 지역에서 메시지를 보낼 지역을 선택합니다.

Note

지역은 요청 섹션에 필요합니다. 사례 세부 정보 섹션에 이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여기에도 해
당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리소스 유형에서 General Limits(일반 한도)를 선택합니다.
• 한도에서 Account Spend Threshold Increase(계정 지출 임계값 증가)를 선택합니다.

7. 새 한도액에 매달 SMS로 지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 (USD) 을 입력합니다.
8. Case description(사례 설명)의 Use case description(사용 사례 설명)에 다음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 SMS 메시지를 보내는 회사 또는 서비스의 웹 사이트 또는 앱
• 웹 사이트 또는 앱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SMS 메시지의 기여 방법
• 웹 사이트, 앱 또는 다른 위치에서 사용자가 SMS 메시지를 자발적으로 수신하기 위해 등록하는 방법

요청된 지출 할당량(New quota value(새 할당량 값)에 대해 지정한 값)이 10,000 USD를 초과할 경우 메
시지를 주고 받을 각 국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가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 발신자 ID 또는 단축 코드를 사용할지 여부. 발신자 ID를 사용할 경우 다음을 제공합니다.
• 발신자 ID
• 발신자 ID를 해당 국가의 무선통신 사업자에 등록할지 여부

• 메시징에 대한 최대 예상transactions-per-second (TPS) 입니다.
• 평균 메시지 크기
• 국가에 전송할 메시지의 템플릿
• (선택 사항) 문자 인코딩 요구 사항(있는 경우)

9. (선택 사항) 추가 요청을 제출하려면 다른 요청 추가를 선택합니다. 여러 요청을 포함할 경우 각 요청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Amazon Pinpoint Pinpoint로 SMS 메시징 (p. 69)의 
다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10. Contact options(연락처 옵션)의 Preferred contact language(기본 연락처 언어)에서 이 사례에 대한 통신
을 영어 또는 일본어로 수신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11. 마쳤으면 Submit(제출)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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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Support 팀은 24시간 이내에 요청에 대한 초기 응답을 제공합니다.

시스템이 원치 않는 콘텐츠 또는 악성 콘텐츠를 전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요청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
니다. 가능한 경우 이 24시간 이내에 요청에 대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요청을 해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정책에 맞지 않는 사용 사례인 경우, 요청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단계: Amazon Pinpoint 콘솔에서 SMS 설정 업데이트

월별 지출 할당량이 증가되었다는 알림을 받으면 Amazon Pinpoint 콘솔에서 해당 계정의 지출 할당량을 조
정해야 합니다.

콘솔에서 지출 할당량을 조정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All projects(모든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SMS 채널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의 설정에서 SMS and voice(SMS 및 음성)를 선택합니다.
4. SMS and voice(SMS 및 음성) 섹션에서 편집을 선택합니다.
5. Account-level settings(계정 수준 설정)에서 Account spending limit(계정 지출 한도)에 매달 SMS 메시지

에 지출하려는 최대 금액을 미화(USD)로 입력합니다. AWS Support에서 제공한 총 월별 지출 할당량보
다 작거나 같은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값을 더 작게 설정하면 필요에 따른 확장 용량을 그대로 유지
하면서 월별 지출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6. 변경 사항 저장(Save changes)을 선택합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로 SMS 메시징에 대한 단축 코드 요청
단축 코드는 대용량 SMS 메시지 전송에 사용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단축 코드는 주로application-to-person 
(A2P) 메시징, 2단계 인증 (2FA) 및 마케팅에 사용됩니다. 단축 코드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에 따라 3~7
자리 숫자가 포함됩니다.

단축 코드로 해당 단축 코드가 기반한 국가와 동일한 국가의 수신자에게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둘 이
상의 국가에서 단축 코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수신자가 위치한 국가별로 다른 단축 코드를 요청해야 합니
다.

단축 코드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요금 을 참조하세요.

중요 고려 사항

단축 코드를 요청하기 전에 다음 정보를 고려하십시오.

• 단축 코드를 사용하여 보호 대상 Health 정보 (PHI) 가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려면 지원 사례의 사례 설명
필드에 해당 용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 Amazon Pinpoint 현재 표준 단축 코드만 지원합니다. 무료 최종 사용자 (FTEU) 단축 코드는 지원되지 않
습니다.

•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SMS 메시징을 처음 사용하는 경우 SMS 사용 사례의 예상 수요에 맞게 월
별 SMS 지출 임계값을 요청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월별 지출 임계값은 $1.00(USD)입니다. 단축 코드에 
대한 요청을 포함하는 동일한 지원 사례에서 지출 임계값을 늘리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mazon Pinpoint Pinpoint에 대한 월별 SMS 지출 할당량 증가 요청 (p. 70)을 참조하세요.

1단계: 지원 사례 생성

단축 코드를 요청하는 첫 번째 단계는 Support 센터 콘솔에서 서비스 한도 증가 사례를 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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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코드를 요청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support/home 에서 Support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내 지원 사례 패널에서 사례 생성을 선택합니다.
3. 서비스 한도 증가를 원하십니까? 를 선택하십시오. 링크.
4. 서비스 한도 증가를 선택한 후 다음을 완료하십시오.

• Limit type(한도 유형)에서 Pinpoint SMS를 선택합니다.
• Provide a link to the site or app which will be sending SMS messages(SMS 메시지를 보낼 사이트 또

는 앱의 링크 제공)에 SMS 메시지를 보낼 웹 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입력
합니다.

• 보낼 메시지 유형에서 단축 코드를 사용하여 보낼 메시지 유형을 선택합니다.
• 일회용 암호 – 고객이 웹 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인증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암호가 담긴 메

시지입니다.
• 프로모션 – 비즈니스 또는 서비스(예: 특가 행사, 공지 사항)를 홍보하는 중요하지 않은 메시지입니

다.
• 트랜잭션 – 고객 트랜잭션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보 메시지(예: 주문 확인, 계정 알림)입니다. 트랜잭

션 메시지에 홍보 또는 마케팅 콘텐츠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 어느AWS 리전 쪽에서 메시지를 보내시겠습니까? 에서 메시지를 보낼 지역을 선택하세요.

Note

단축 코드는 하나에만 존재할 수AWS 리전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AWS 리전 단축 코드를 사
용하려면 각 지역에 대해 별도의 단축 코드를 요청해야 합니다.

• 메시지를 보내려는 국가에 단축 코드를 구매하려는 국가를 입력하십시오.

Note

각 단축 코드는 단일 국가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기반 단축 코드를 사용하여 수신
자에게 캐나다 전화번호로 메시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 고객이 셀러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선택하는 방법에서 옵트인 프로세스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
공하세요.

• 고객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데 사용할 메시지 템플릿을 입력하세요. 필드에 사용할 템플릿을 포함시키
십시오.

Important

이 양식의 일부 필드에는 “선택 사항”이라는 레이블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축 코드 설정 프
로세스를 시작하려면 위에 나열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5. 리소스 섹션에서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지역에서 메시지를AWS 리전 보내려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Note

지역은 요청 섹션에 필요합니다. 사례 세부 정보 섹션에 이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여기에도 해
당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리소스 유형에서 Dedicated SMS Short Codes(전용 SMS 단축 코드)를 선택합니다.
• 제한에서 단축 코드를 사용하여 보내려는 메시지 유형을 선택합니다.
• 새 한도값에 대상 국가 및 사용 사례에 대해 구매하려는 단축 코드 수를 입력합니다.

Note

다른 국가 또는 동일한 국가의 별도 사용 사례에 대한 단축 코드를 요청하려면 Support 
Center Console에서 별도의 사례를 여십시오. 별도의 케이스를 생성하면 특정 국가 또는 사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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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사례에 대한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단일AWS Support 케이스로 제한되므로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6. 사례 설명에서 사용 사례 설명에 사용 사례에 대한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7. Contact options(연락처 옵션)의 Preferred contact language(기본 연락처 언어)에서 이 사례에 대한 통신

을 영어 또는 일본어로 수신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8. 마쳤으면 Submit(제출)을 선택합니다.

AWS Support수신 후 24시간 이내에 요청을 승인합니다. 단축 코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AWS Support 케
이스에 첨부할 짧은 코드 등록 양식을 제공합니다. 등록 양식 전체를 작성하세요. 이동 통신사에 단축 코드를 
설정하려면 이 양식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양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AWS 메시지 및 타
겟팅 블로그에서 미국 수신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단축 코드 받기를 참조하십시오. 이 블로그 게
시물은 미국 단축 코드 신청 절차를 다루고 있지만 제공되는 정보는 다른 국가에서 단축 코드를 신청할 때도 
유용합니다.

단축 코드를 받는 데 필요한 시간에 대한 서비스 수준 계약은 없습니다. 필요한 시간은 사용 사례가 이동 통
신사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송업체가 귀하의 사용 사례가 규정을 준수하
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배송사는 신청을 거부하고 거부 사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경우AWS 
Support 케이스에서 이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AWS Support 케이스에서 신청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존은 업데이트된 정보를 배송사에 다시 보내 배송사가 신청을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축 코드 사용과 관련된 수수료는 귀하의 단축 코드를 통신사에 요청한 후 바로 시작됩니다. 아직 단축 코드
가 완전히 프로비저닝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원치 않는 콘텐츠 또는 악
성 콘텐츠를 전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요청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정책에 맞지 않는 사용 사례인 
경우, 요청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단계: Amazon Pinpoint 콘솔에서 SMS 설정 업데이트

단축 코드가 프로비저닝되었다는 알림을 받으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Note

단축 코드 요청이 승인되고 단축 코드가AWS 계정에 추가되기 전까지는 이 단계를 완료할 수 없습
니다.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후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All projects(모든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SMS 채널이 활성화된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의 설정에서 SMS and voice(SMS 및 음성)를 선택합니다.
4. 번호 설정 아래에서 단축 코드를 선택합니다.
5. 기본 키워드 아래에서 HELP 및 STOP 키워드에 대한 응답이 요청에 지정한 값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

다.
6. Registered keywords(등록된 키워드) 아래에서 옵트인 키워드 및 응답이 요청에 지정한 값과 일치하는

지 확인합니다.
7. (선택 사항) 추가 키워드 응답을 지정하거나 Amazon Pinpoint 외부에서 인바운드 메시지를 처리하려는 

경우 양방향 SMS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양방향 SMS 설정 (p. 340)을 참조하세요.
8. 마쳤으면 저장을 선택합니다.

다음 단계

무선통신 사업자에 단축 코드를 등록하고 Amazon Pinpoint 콘솔에서 설정을 검토했습니다. 이제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단축 코드를 발신 번호로 사용하여 SMS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대상 세그먼트를 SMS 캠페인과 연계하려면 Amazon Pinpoint 캠페인 (p. 153)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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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SMS 메시징 전용 단축 코드 요청
긴 코드(긴 가상 번호 또는 LVN이라고도 함)는 기반을 둔 국가에 따라 최대 12자리로 구성된 표준 전화번호
입니다. 긴 코드는 일반적으로 소량person-to-person 통신에 사용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테스트 메시지를 
보내거나 고객에게 적은 양의 메시지를 보낼 때 긴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서는 발신자가 긴 코드를 사용하여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보내는 메시지가 포함된 Application-to-
Person (Application-to-Person)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금지됩니다.

Note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SMS 메시징 을 처음 사용하는 경우 SMS 사용 사례의 예상 수요에 
맞게 월별 SMS 지출 임계값도 요청하세요. 기본적으로 월별 지출 임계값은 $1.00(USD)입니다. 자
세한 정보는 Amazon Pinpoint Pinpoint에 대한 월별 SMS 지출 할당량 증가 요청 (p. 70)을 참조
하세요.

긴 코드 요청

AWS Support센터에서 케이스를 열어 긴 코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Important

미국의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면 단축 코드 (p. 72), 10DLC 전화번호 또는 수신자 부
담 (p. 336) 전화번호를 (p. 318)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를 완료하고 미국용 긴 코드를 요청
하면 요청이 거부됩니다.

AWS Support센터에서 케이스를 열어 전용 긴 코드를 요청하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후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지원 메뉴에서 지원 센터를 선택합니다.
3. 내 지원 사례 패널에서 사례 생성을 선택합니다.
4. 서비스 한도 증가를 원하십니까? 를 선택하십시오. 링크.
5. 서비스 한도 증가를 선택한 후 다음을 완료하십시오.

• Limit type(한도 유형)에서 Pinpoint SMS를 선택합니다.
• (선택 사항) SMS 메시지를 보낼 사이트 또는 앱에 대한 링크 제공의 경우 SMS 메시지를 보낼 웹 사이

트,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 (선택 사항) 보낼 메시지 유형에서 긴 코드를 사용하여 보내려는 메시지 유형을 선택합니다.

• 일회용 암호 – 고객이 웹 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인증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암호가 담긴 메
시지입니다.

• 프로모션 – 비즈니스 또는 서비스(예: 특가 행사, 공지 사항)를 홍보하는 중요하지 않은 메시지입니
다.

• 트랜잭션 – 고객 트랜잭션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보 메시지(예: 주문 확인, 계정 알림)입니다. 트랜잭
션 메시지에 홍보 또는 마케팅 콘텐츠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 (선택 사항) 메시지를 보낼AWS 지역에서 메시지를 보낼 지역을 선택합니다.
• (선택 사항) 메시지를 보내려는 국가에 단축 코드를 구매하려는 국가 또는 지역을 입력합니다.
• (선택 사항) 고객이 셀러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선택하는 방법에서 옵트인 프로세스에 대한 세

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 (선택 사항) 고객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데 사용할 메시지 템플릿을 입력하십시오. 필드에 사용할 템플

릿을 포함시키십시오.
6. Requests(요청)에서 다음 섹션을 작성합니다.

• 지역에서 메시지를 보낼 지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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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지역은 요청 섹션에서 필수입니다. 사례 세부 정보 섹션에 이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여기에도 
해당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리소스 유형에서 Dedicated SMS Long Codes(긴 SMS 전용 번호)를 선택합니다.
• New limit value(새 한도 값)에 구매하려는 긴 코드의 수를 입력합니다.

7. 사례 설명에서 사용 사례 설명에 사용 사례에 대한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8. (선택 사항) 추가 요청을 제출하려면 다른 요청 추가를 선택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Amazon Pinpoint 

Pinpoint로 SMS 메시징 (p. 69)의 다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9. Contact options(연락처 옵션)의 Preferred contact language(기본 연락처 언어)에서 이 사례에 대한 통신

을 영어 또는 일본어로 수신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10. 마쳤으면 Submit(제출)을 선택합니다.

요청이 접수되면 24시간 안에 첫 번째 회신을 합니다. 추가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
다. 승인되면 키워드 및 응답 메시지를 긴 코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 핀포인트에서 SMS 
및 음성 설정 관리 (p. 338)을 참조하세요.

긴 코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코드를 받는 데 따르는 비용 정보를 보내 드립니다. 또한 긴 코드를 프로비저
닝하는 데 필요한 예상 시간도 알려 드립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24시간 안에 긴 전용 코드를 제공할 수 있
습니다. 그러나 SMS 채널 전용의 긴 코드를 받는 데 몇 주일이 걸리는 국가와 리전도 있습니다.

시스템이 원치 않는 콘텐츠 또는 악성 콘텐츠를 전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요청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
니다. 정책에 맞지 않는 사용 사례인 경우, 요청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단계
Amazon Pinpoint 콘솔에서 긴 코드를 등록하고 설정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제 Amazon Pinpoint Pinpoint에
서 긴 코드를 발신 번호로 사용하여 SMS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대상 세그먼트를 SMS 캠페인과 연계하려면 Amazon Pinpoint 캠페인 (p. 153)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캠페인을 만들지 않고 SMS 메시지를 제한된 대상에게 직접 보내려면 테스트 SMS 메시지 전송 (p. 227) 단
원을 참조하십시오.

Amazon Pinpoint Pinpoint를 사용해 SMS 보내기 위해 발신자 ID 
요청
SMS 메시징에서 발신자 ID는 수신자의 디바이스에서 메시지 발신자로 표시되는 이름입니다. 발신자 ID는 
메시지 수신자에게 자신을 식별하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발신자 ID에 대한 지원은 국가 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이동 통신 업체는 발신자 ID를 전혀 지원하
지 않지만 인도의 이동 통신 업체는 발신자에게 발신자 ID 사용을 요구합니다. 발신자 ID를 지원하는 국가 의 
전체 목록은 지원되는 국가 및 리전(SMS 채널) (p. 90)에서 확인하세요.

Important

일부 국가에서는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발신자 ID를 등록해야 합니다. 국가 에 따라 이 등록 프로세
스는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사전 등록된 발신자 ID가 필요한 국가 은 지원되는 국가 (p. 90)
페이지의 표에 나와 있습니다.

발신자 ID가 지원되는 국가 의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해당 국가 에서 발신자 ID를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 추가 단계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발신자 ID 값이 포함된 메시지를 즉시 보낼 수 있습니다.

발신자 ID 등록이 필요한 국가 으로 메시지를 보내려는 경우에만 이 페이지의 절차를 완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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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발신자 ID가 허용되지만 필수 사항이 아닌 국가에서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는 경우 지원 센터
에서 사례를 열 필요가 없습니다. 발신자 ID를 사용하는 메시지는 즉시 보낼 수 있습니다.

1: Amazon Pinpoint SMS 사례 열기

발신자 ID가 필요한 국가에서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는 경우 AWS 지원 센터에서 새 사례를 생성하여 
발신자 ID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Important

• 인도에서 발신자 ID를 등록해야 하는 경우 Support 센터에서 케이스를 열기인도 특별 요구 사
항 (p. 100) 전에 절차를 완료하세요.

• 싱가포르에서 발신자 ID를 등록해야 하는 경우 에서 절차를 완료하세요싱가포르의 특별 요구 사
항 (p. 104).

발신자 ID를 요청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에서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합니다.
2. 지원 메뉴에서 지원 센터를 선택합니다.
3. 내 지원 사례 패널에서 사례 생성을 선택합니다.
4. 서비스 한도 증가를 원하십니까? 를 선택하십시오. 링크.
5. 서비스 한도 증가를 선택한 후 다음을 완료하십시오.

• Limit type(한도 유형)에서 Pinpoint SMS를 선택합니다.
• (선택 사항) SMS 메시지를 보낼 사이트 또는 앱에 대한 링크 제공의 경우 SMS 메시지를 보낼 웹 사이

트,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 (선택 사항) 보낼 메시지 유형에서 긴 코드를 사용하여 보내려는 메시지 유형을 선택합니다.

• 일회용 암호 – 고객이 웹 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인증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암호가 담긴 메
시지입니다.

• 프로모션 – 비즈니스 또는 서비스(예: 특가 행사, 공지 사항)를 홍보하는 중요하지 않은 메시지입니
다.

• 트랜잭션 – 고객 트랜잭션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보 메시지(예: 주문 확인, 계정 알림)입니다. 트랜잭
션 메시지에 홍보 또는 마케팅 콘텐츠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 (선택 사항) 메시지를 보낼AWS 지역에서 메시지를 보낼 지역을 선택합니다.
• (선택 사항) 메시지를 보내려는 국가에 단축 코드를 구매하려는 국가 또는 지역을 입력합니다.
• (선택 사항) 고객이 셀러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선택하는 방법에서 옵트인 프로세스에 대한 세

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 (선택 사항) 고객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데 사용할 메시지 템플릿을 입력하십시오. 필드에 사용할 템플

릿을 포함시키십시오.
6. Requests(요청)에서 다음 섹션을 작성합니다.

• 지역에서 메시지를 보낼 지역을 선택합니다.

Note

지역은 요청 섹션에서 필수입니다. 사례 세부 정보 섹션에 이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여기에도 
해당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Resource Type(리소스 유형)에서 Sender ID Registration(발신자 ID 등록)을 선택합니다.
• 보낼 보낼 보낼 보낼 보낼 보낼 보낼 보낼 보낼 보낼 보낼 보낼 보낼 보낼 보낼 보낼 보낼 보낼 보낼 보

낼 보낼 보낼 보낼 보낼 보낼 보낼 보낼 보낼 보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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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한도 값에 요청하려는 발신자 ID 수를 입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값은 1입니다.
7. Case description(사례 설명) 아래의 Use case description(사용 사례 설명)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등록하려는 발신자 ID입니다.
• SMS 메시지에 사용하려는 템플릿입니다.
• 한 달에 각 수신자에게 보내려는 메시지 수입니다.
• 고객이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옵트인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 회사 또는 조직의 이름입니다.
• 회사 또는 조직과 관련된 주소입니다.
• 회사 또는 조직의 기반이 되는 국가입니다.
• 회사 또는 조직의 전화 번호입니다.
• 회사 또는 조직의 웹 사이트 URL입니다.

8. (선택 사항) 추가 요청을 제출하려면 다른 요청 추가를 선택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Amazon Pinpoint 
Pinpoint로 SMS 메시징 (p. 69)의 다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9. Contact options(연락처 옵션)의 Preferred contact language(기본 연락처 언어)에서 이 사례에 대한 통신
을 영어 또는 일본어로 수신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10. 마쳤으면 Submit(제출)을 선택합니다.

요청이 접수되면 24시간 안에 첫 번째 회신을 합니다. 추가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
다.

발신자 ID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제공에 필요한 예상 소요 시간을 알려 드립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2~4주 
이내에 발신자 ID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신자 ID를 받는 데 몇 주일이 걸리는 국가 도 있습니다.

시스템이 원치 않는 콘텐츠 또는 악성 콘텐츠를 전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요청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
니다. 정책에 맞지 않는 사용 사례인 경우, 요청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Amazon Pinpoint 콘솔에서 SMS 업데이트 업데이트 업데이트

발신자 ID 확보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해당 사례에 회신합니다. 이 알림을 받으면, 발신자 ID를 사용하기 위해 
Amazon Pinpoint Pinpoint를 구성하도록 이 섹션의 단계를 완료합니다.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후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All projects(모든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SMS 채널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의 설정에서 SMS and voice(SMS 및 음성)를 선택합니다.
4. SMS Settings(SMS 설정) 옆의 편집을 선택합니다.
5. Account-level settings(계정 수준 설정)에서 기본 발신자 ID에 발신자 ID를 입력합니다.
6. 변경 사항 저장(Save changes)을 선택합니다.

Amazon Pinpoint SMS 샌드박스에서 프로덕션으로 이동
SMS 샌드박스에서 SMS 환경을 완전히 테스트한 후 프로덕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서비
스 한도 증가 요청에 대한AWS Support 사례를 생성하십시오.

또는 샌드박스 환경에서 프로덕션 액세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SMS 및 음성 페이지의 계정 
등급에서 프로덕션 액세스 요청을 선택합니다.

Note

계정이 여러 지역에 있는 경우 각 지역에 대한 지원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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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샌드박스 샌드박스 환경에서 기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후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지원 메뉴에서 지원 센터를 선택합니다.
3. 내 지원 사례 패널에서 사례 생성을 선택합니다.
4. 서비스 한도 증가를 원하십니까? 를 선택하십시오. 링크.
5. 서비스 한도 증가를 선택한 후 다음을 완료하십시오.

• Limit type(한도 유형)에서 Pinpoint SMS를 선택합니다.
• (선택 사항) SMS 메시지를 보낼 사이트 또는 앱에 대한 링크 제공의 경우 SMS 메시지를 보낼 웹 사이

트,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 (선택 사항) 보낼 메시지 유형에서 긴 코드를 사용하여 보내려는 메시지 유형을 선택합니다.

• 일회용 암호 – 고객이 웹 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인증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암호가 담긴 메
시지입니다.

• 프로모션 – 비즈니스 또는 서비스(예: 특가 행사, 공지 사항)를 홍보하는 중요하지 않은 메시지입니
다.

• 트랜잭션 – 고객 트랜잭션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보 메시지(예: 주문 확인, 계정 알림)입니다. 트랜잭
션 메시지에 홍보 또는 마케팅 콘텐츠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 (선택 사항) 메시지를 보낼AWS 지역에서 메시지를 보낼 지역을 선택합니다.
• (선택 사항) 메시지를 보내려는 국가에 단축 코드를 구매하려는 국가 또는 지역을 입력합니다.
• (선택 사항) 고객이 셀러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선택하는 방법에서 옵트인 프로세스에 대한 세

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 (선택 사항) 고객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데 사용할 메시지 템플릿을 입력하십시오. 필드에 사용할 템플

릿을 포함시키십시오.
6. Requests(요청)에서 다음 섹션을 작성합니다.

• 지역에서 메시지를 보낼 지역을 선택합니다.

Note

지역은 요청 섹션에서 필수입니다. 사례 세부 정보 섹션에 이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여기에도 
해당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리소스 유형에서 General Limits(일반 한도)를 선택합니다.
• 한도에서 SMS 프로덕션 액세스를 선택합니다.
• 새 한계값에 1을 입력합니다.

7. 사례 설명에서 사용 사례 설명에 이 요청과 관련된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8. (선택 사항) 추가 요청을 제출하려면 다른 요청 추가를 선택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Amazon Pinpoint 

Pinpoint로 SMS 메시징 (p. 69)의 다른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9. Contact options(연락처 옵션)의 Preferred contact language(기본 연락처 언어)에서 이 사례에 대한 통신

을 영어 또는 일본어로 수신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10. 마쳤으면 Submit(제출)을 선택합니다.

요청이 접수되면 24시간 안에 첫 번째 회신을 합니다. 추가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연락을 드릴 수도 있습니
다.

Amazon Pinpoint 핀포인트로 SMS 활동 모니터링
Amazon Pinpoint Pinpoint는 SMS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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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이벤트 데이터 스트리밍
메시지 전송 성공 및 실패 횟수와 같은 SMS 활동을 모니터링하려면 Amazon Kinesis 데이터 스트림 또는 
Amazon Kinesis Data Firehose로 SMS 이벤트 데이터를 스트리밍하도록 Amazon Pinpoint를 구성할 수 있
습니다. 그런 다음 Kinesis 플랫폼을 사용하여 SMS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mazon 
Pinpoint 이벤트를 Kinesis로 스트리밍 (p. 251)을 참조하세요.

Amazon Pinpoint가 Kinesis로 스트리밍하는 이벤트 데이터의 예는 Amazon Pinpoint 개발자 안내서의 SMS 
이벤트를 참조하십시오.

Amazon Pinpoint 분석 사용
Amazon Pinpoint 콘솔의 분석 페이지를 사용하여 프로젝트의 SMS 채널과 관련된 지표에 대한 차트 및 데이
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송한 SMS 메시지 수와 SMS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활성 엔드포인트 
수를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분석 (p. 229) 단원을 참조하세요.

Amazon Pinpoint 핀포인트로 SMS 및 음성 지출 활동 모니터링
이 주제에서는 Amazon에서 SMS 및 음성 지출 지표를 보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CloudWatch. 또
한 월별 SMS 또는 음성 사용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알림을 보내는 CloudWatch 알람을 설정하는 방법
도 설명합니다.

사용한 금액을 포함하여 Amazon Pinpoint 사용에 대한 월별 요금만 보려면AWS Billing and Cost 
Management 콘솔을 사용해야 합니다. Billing and Cost Management 콘솔은 이번 달의 예상 청구액과 이전 
달의 최종 요금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Billing사용 설명서의 월별 요금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를 사용하여 월간 SMS 및 음성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loudWatch

CloudWatch 콘솔의 Metrics 섹션을 사용하면 이번 달에 SMS 및 음성 메시지를 보내는 데 사용한 금액을 빠
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CloudWatch 지표 데이터를 15개월 동안 보존하므로 실시간 데이터를 보고 과거 
추세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에서 CloudWatch 지표를 보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사용 CloudWatch 설명서의 Amazon 
CloudWatch 지표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에서 SMS 및 음성 지출 지표를 보려면 CloudWatch

1.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watch/ 에서 CloudWatch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지표(Metrics)]를 선택합니다.
3. 모든 지표 탭에서 SMS/Voice를 선택합니다.
4. 계정 지표를 선택합니다.
5. 옵션 TextMessageMonthlySpend및 에서 선택합니다 VoiceMessageMonthlySpend. 선택에 따라 그래프

가 업데이트되어 Amazon Pinpoint Pinpoint를 사용하여 이번 달에 지출한 금액이 표시됩니다.

Note

TextMessageMonthlySpend및 VoiceMessageMonthlySpend지표는 Amazon Pinpoint Pinpoint
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하나 이상 전송할 때까지 표시되지 않습니다.

를 사용하여 SMS 또는 음성 지출 알람 생성 CloudWatch

월별 SMS 및 음성 지출 지표를 보는 것 외에도 SMS 또는 음성 지출이 특정 금액을 초과할 때 알려주는 
CloudWatch 경보를 만들 수 있습니다. Amazon SNS 주제로 전송하여 이러한 알림을 트리거할 조건을 설정
할 CloudWatch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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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CloudWatch 경보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사용 CloudWatch 설명서의 Amazon 
CloudWatch 경보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에서 SMS 또는 음성 지출 알람을 만들려면 CloudWatch

1. 아직 수행하지 않은 경우 Amazon SNS 주제를 생성하여 엔드포인트를 구독합니다. 주제에 구독 설정하
는 엔드포인트는 지출 알림을 받고자 하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로 지출 알림을 받고 
싶다면 Amazon SNS 주제에 이메일 주소를 구독하십시오. 문자 메시지로 지출 알림을 수신하고자 하는 
경우 SMS 엔드포인트를 주제에 구독 설정합니다.

주제 생성 및 구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NS 시작하기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2.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watch/ 에서 CloudWatch 콘솔을 엽니다.
3. Important

결제 경보를 생성하기 전에 을 US East (N. Virginia)AWS 리전 로 설정해야 합니다. 결제 지표 
데이터는 여기에AWS 리전 저장되며 전 세계 요금을 나타냅니다. 또한 계정 또는 관리/지급인 
계정(통합 결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결제 알림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제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탐색 창의 경보에서 결제를 선택합니다.
4. 결제 경보 옆의 경보 생성을 선택합니다.
5. 지표 선택(Select metric)을 선택하세요.
6. 모든 메트릭 탭에서 SMSVoice를 선택한 다음 계정 메트릭을 선택합니다.
7. TextMessageMonthlySpend 또는 VoiceMessageMonthlySpend을 선택합니다.

Note

TextMessageMonthlySpend및 VoiceMessageMonthlySpend지표는 Amazon Pinpoint Pinpoint
를 통해 메시지를 하나 이상 전송할 때까지 표시되지 않습니다.

8. 그래프로 표시된 지표 탭을 선택하고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 통계에서 모니터링하려는 통계 또는 사전 정의된 백분위수를 선택하거나 사용자 지정 백분위수 (예:
p99 또는 p45) 를 지정합니다.

• 기간에서 경보에 대한 평가 기간을 선택합니다. 경보를 평가할 때 각 기간이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로 
집계됩니다.

9. 지표 선택(Select metric)을 선택하세요. 경보와 관련된 지표 및 통계에 대한 그래프와 기타 정보가 표시
된 Specify metric and conditions(지표 및 조건 지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10. 조건에서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 임계값 유형(Threshold type)에서 정적(Static)을 선택합니다.
• 항상 에서 지표 값이 임계값보다 클 때, TextMessageMonthlySpend크거나

VoiceMessageMonthlySpend같을 때 중 경보를 트리거할 조건을 지정합니다. 크거나 같을 때 중 경보
를 트리거할 조건을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than(기준)에 임계값을 입력합니다. 임계값은 경보를 트리
거하려는 금액(단위: 미국 달러)입니다.

11. 추가 구성에서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 Datapoints to alarm(경보에 대한 데이터 포인트)에서 경보를 트리거하기 위해 지출액이 임계값을 초
과해야 하는 평가 기간(데이터 포인트)을 입력합니다.

• Missing data treatment(누락 데이터 처리)에서 Treat missing data as ignore (maintain the alarm 
state)(누락 데이터를 무시로 처리(경보 상태 유지))를 선택합니다.

12.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13. 알림에서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 Whenever this alarm state is(이 경보 상태가 다음과 같은 경우 항상)에 in Alarm(경보)을 선택합니다.
• SNS 주제 선택에서 알람 알림을 전송할 Amazon SNS 주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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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15. 경보의 이름과 설명(선택 사항)을 입력하고 다음(Next)을 선택합니다.
16. Preview and create(미리 보기 및 생성)에서 경보가 원하는 대로 설정되었는지 검토하여 확인한 다음 경

보 생성을 선택합니다.

Amazon Pinpoint SMS 채널 관리
Amazon Pinpoint 콘솔에서 직접 기본 메시지 유형 (트랜잭션 또는 프로모션) 및 월별 지출 할당량과 같은 
SMS 설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SMS 채널 설정 업데이트
여러 SMS 관련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의 대부분은 전체 설정에 적용됩니다.AWS계정이지
만 일부는 특정 프로젝트에 적용됩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SMS 설정을 편집하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후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온모든 프로젝트페이지에서 SMS 설정을 편집할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의 설정에서 SMS and voice(SMS 및 음성)를 선택합니다.
4. 에서SMS 설정섹션, 선택Edit.
5. 필요에 따라 프로젝트의 SMS 설정을 변경합니다. 다음과 같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 SMS 채널 활성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SMS 채널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 설정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에서 SMS 메시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이 설정은 현재 프로젝트에만 
적용됩니다.

기본 메시지 유형

이 계정에서 보내려는 SMS 메시지의 범주를 선택합니다. 계정 관련 메시지 또는 일회성 암호와 같
은 시간에 민감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트랜잭션. 마케팅 자료 또는 기타 프로모션 콘텐츠가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려면프로모션. 이 설정은 전체 항목에 적용됩니다.AWS계정.

계정 지출 제한

매달 메시지를 보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 (미국 달러) 입니다. 이 설정을 사용하여 SMS 전
송이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 증가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
다. SMS 메시지를 보내는 가격은 해당 메시지의 대상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가격은 다음을 참
조하십시오.Amazon Pinpoint 요금. 이 설정은 전체 항목에 적용됩니다.AWS계정.

계정 발신자 ID

계정에서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하려는 영문자 발신자 ID입니다. 이 설정은 전체 항목에 적용됩니
다.AWS계정.

Note

영문자 발신자 ID는 특정 국가에서만 지원됩니다.. 국가에 메시지를 보내지 않은 경우발신
자 ID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이동 통신사에서 지원합니다.를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
다. 보낸 사람 ID는 미국, 캐나다 및 브라질과 같은 일반적인 메시징 대상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발송인 ID를 정부 기관 또는 산업 조직에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국가 목록영문자 발신자 ID를 지원하는 경우Amazon Pinpoint 통한 SMS의 국가 기능 및 
제한 사항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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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변경 작업을 마치면 변경 사항 저장을 선택합니다.

SMS 옵트아웃
현지 법률 및 규정에서 요구하는 경우 SMS 수신자는 다음 서비스를 통해 메시지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디바
이스를 사용하여 옵트아웃할 수 있습니다.

• ARRET(프랑스어)
• CANCEL
• END
• OPT-OUT
• OPTOUT
• QUIT
• REMOVE
• 중지(STOP)
• TD
• UNSUBSCRIBE

옵트아웃하려면 수신자는 Amazon Pinpoint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사용된 동일한 긴 코드 또는 짧은 코드
에 회신해야 합니다. 옵트아웃한 수신자는 더 이상 AWS 계정에서 보내는 SMS 메시지를 받지 않게 됩니다. 
자체 관리형 옵트아웃 기능을 활성화하여 이 동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자체 관리형 옵트아
웃 (p. 340)을 참조하십시오.

Note

미국의 수신자 부담 전화 번호의 경우 옵트아웃은 다음에서 다운스트림으로 관리됩니다.AWS. 이러
한 이유로 미국 수신자 부담 번호에 대해 지원되는 옵트아웃 키워드는 STOP입니다. 추가 옵트아웃 
키워드를 지정할 수 없으며 이 키워드를 받을 때 전송되는 응답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Amazon Pinpoint SMS 시뮬레이터로 SMS 전송 테스트
Amazon Pinpoint Pinpoint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사실적인 이벤트 레코드를 수신하는 데 사용할 수 있
는 SMS 시뮬레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MS 시뮬레이터는 실제 SMS 이벤트 레코드를 볼 수 있는 유용
한 방법입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를 사용하여 SMS 메시지를 보내는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는 데
도 유용합니다. 이러한 대상 전화번호로 전송되는 메시지는 Amazon Pinpoint 내에 유지되도록 설계되었으므
로 배송사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지 않습니다.

SMS 시뮬레이터 전화번호로 메시지를 보내면 표준 아웃바운드 SMS 메시징 요금을 지불합니다. 지불하는 
요금은 목적지 국가 (이 경우 시뮬레이션된 전화번호의 기반이 되는 국가) 에 따라 달라집니다. SMS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요금 을 참조하세요.

SMS 샌드박스 (p. 55) 환경에서도 SMS 시뮬레이터 전화번호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뮬
레이터로 보내는 메시지는 월간 지출 할당량에 (p. 70) 반영됩니다.

이 단원의 주제:
• 사전 조건 (p. 83)
• SMS 시뮬레이터 전화번호 (p. 84)
• 시뮬레이터 사용 (p. 85)

사전 조건
모든 Amazon Pinpoint 고객은 SMS 시뮬레이터 전화번호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므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
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SMS 메시지를 보낼 때 이벤트 레코드를 수신하려면 먼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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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트 스트리밍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벤트 스트리밍을 참조하세요. SMS 시뮬레이터 이벤
트 레코드의 예를 보려면 Amazon Pinpoint 개발자 안내서의 SMS 이벤트를 참조하십시오.

SMS 시뮬레이터 전화번호
SMS 시뮬레이터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국가에는 메시지 성공 이벤트를 생성하는 전화번
호와 메시지 실패 이벤트를 생성하는 번호가 있습니다. 다음 표에는 시뮬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국가
의 SMS 시뮬레이터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국가 이벤트 유형 전화번호

호주 성공 +61455944038

호주 결함 +61455944039

오스트리아 성공 +43676800442031

오스트리아 결함 +43676800442032

벨기에 성공 +32460213922

벨기에 결함 +32460213923

칠레 성공 +56229140630

칠레 결함 +56229140631

체코 공화국 성공 +420790542286

체코 공화국 결함 +420790542287

덴마크 성공 +4525919410

덴마크 결함 +4525919215

에스토니아 성공 +37282720792

에스토니아 결함 +37282720793

핀란드 성공 +3584573979110

핀란드 결함 +3584573979111

프랑스 성공 +33755512501

프랑스 결함 +33755512502

홍콩 성공 +85257048426

홍콩 결함 +85257048854

헝가리 성공 +36707178770

헝가리 결함 +36707178772

이탈리아 성공 +394390009172

이탈리아 결함 +394390009174

저지 성공 +447937404990

저지 결함 +447937404992

84

https://docs.aws.amazon.com/pinpoint/latest/developerguide/event-streams-data-sms.html


Amazon Pinpoint 사용 설명서
SMS 시뮬레이터 사용

국가 이벤트 유형 전화번호

룩셈부르크 성공 +352691385880

룩셈부르크 결함 +352691385882

네덜란드 성공 +3197008100148

네덜란드 결함 +3197008100150

노르웨이 성공 +4759449384

노르웨이 결함 +4759449387

폴란드 성공 +48732141440

폴란드 결함 +48732141442

포르투갈 성공 +351927946948

포르투갈 결함 +351927946950

루마니아 성공 +40783900330

루마니아 결함 +40783900332

스페인 성공 +34683783440

스페인 결함 +34683783442

스웨덴 성공 +46790645100

스웨덴 결함 +46790645102

스위스 성공 +41798075872

스위스 결함 +41798075874

대만 성공 +886903444630

대만 결함 +886903444632

영국 성공 +447860019066

영국 결함 +447860019067

미국 성공 +14254147755

미국 결함 +14254147167

시뮬레이터 사용
SMS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Amazon Pinpoint Pinpoint를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의 캠페인 및 여정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테스트 번호가 포함된 테스트 세그먼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든 SMS 시뮬레이터 전화번호가 포함된 가져온 세그먼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ChannelType,Address,Location.Country,Attributes.SimulatorType
SMS,+43676800442031,AT,Success
SMS,+43676800442032,AT,Failure
SMS,+61455944038,AU,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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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61455944039,AU,Failure
SMS,+32460213922,BE,Success
SMS,+32460213923,BE,Failure
SMS,+41798075872,CH,Success
SMS,+41798075874,CH,Failure
SMS,+56229140630,CL,Success
SMS,+56229140631,CL,Failure
SMS,+420790542286,CZ,Success
SMS,+420790542287,CZ,Failure
SMS,+4525919410,DK,Success
SMS,+4525919215,DK,Failure
SMS,+37282720792,EE,Success
SMS,+37282720793,EE,Failure
SMS,+34683783440,ES,Success
SMS,+34683783442,ES,Failure
SMS,+3584573979110,FI,Success
SMS,+3584573979111,FI,Failure
SMS,+33755512501,FR,Success
SMS,+33755512502,FR,Failure
SMS,+447860019066,GB,Success
SMS,+447860019067,GB,Failure
SMS,+85257048426,HK,Success
SMS,+85257048854,HK,Failure
SMS,+36707178770,HU,Success
SMS,+36707178772,HU,Failure
SMS,+394390009172,IT,Success
SMS,+394390009174,IT,Failure
SMS,+447937404990,JE,Success
SMS,+447937404992,JE,Failure
SMS,+352691385880,LU,Success
SMS,+352691385882,LU,Failure
SMS,+3197008100148,NL,Success
SMS,+3197008100150,NL,Failure
SMS,+4759449384,NO,Success
SMS,+4759449387,NO,Failure
SMS,+48732141440,PL,Success
SMS,+48732141442,PL,Failure
SMS,+351927946948,PT,Success
SMS,+351927946950,PT,Failure
SMS,+40783900330,RO,Success
SMS,+40783900332,RO,Failure
SMS,+46790645100,SE,Success
SMS,+46790645102,SE,Failure
SMS,+886903444630,TW,Success
SMS,+886903444632,TW,Failure
SMS,+14254147755,US,Success
SMS,+14254147167,US,Failure

API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에서 SMS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SendMessagesAPI 호출 시 SMS 시뮬레이터 
전화번호 중 하나를 지정하십시오.DestinationNumberSendMessages SendMessages API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개발자 안내서의 SMS 
메시지 보내기를 참조하십시오.

Amazon Pinpoint에서 양방향 SMS 메시징 구성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양방향 SMS에 대한 지원을 포함합니다. 양방향 SMS를 설정하면 고객의 수신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고객이 특정 키워드를 보내면 자동으로 응답을 
보낼 수 있습니다. 양방향 메시징을 다른 메시징과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AWSLambda 및 Amazon Lex
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대화형 텍스트 메시징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SMS 기능은 특정 국가 및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SMS를 지원하는 국가 또는 지역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원되는 국가 및 리전(SMS 채널) (p. 90)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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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SMS 사용 사례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의 업계에서는 비즈니스를 수행할 때 양방향 SMS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
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기관에서는 환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예약을 확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응답을 통
해 예약 대로 내원할 것인지 여부를 알릴 수 있습니다. 예약 대로 내원할 수 없다고 응답하는 환자에게는 가
능한 시간대를 알려주어 이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통해 일정을 조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 사례는 
식당이나 미용실 같은 몇 가지 다른 비즈니스 유형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용 사례는 어떤 일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나 신용 카드 업체는 
고객의 계정에 비정상적인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알리기 위해 확인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고객은 
이 청구를 승인하는 메시지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승인 메시지를 받은 업체는 거래가 진행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SMS의 세 번째 사용 사례는 실시간 상담원 또는 봇을 통한 대화식 고객 지원입니다. 예:AWS메시징 
및 타겟팅 블로그 설명람다와 Amazon Lex 렉스를 사용하여 SMS 챗봇을 생성하는 솔루션.

Amazon Pinpoint에서 양방향 SMS 구성
Amazon Pinpoint 콘솔을 사용하여 양방향 SMS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단원의 절차를 완료하여 전화 번호
에 대해 양방향 SMS 메시징을 설정합니다.

사전 조건
Amazon Pinpoint에서 양방향 SMS를 활성화하고 설정하려면 먼저 전용 번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사용하는 
전용 번호의 유형은 국가에 의해 결정됩니다.수신자가 소재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각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번호 유형에 대한 자세한 정보, 참조:지원되는 국가 및 리전(SMS 채널) (p. 90).

다음을 사용하여 암호화된 Amazon SNS 주제를 사용하려는 경우AWS KMS키 정책을 수정해야 합니다. 자
세한 정보는 암호화된 주제에 대한 특별 요구 사항 (p. 88)을 참조하세요.

양방향 SMS 활성화
개별 전화 번호에 대해 양방향 SMS 메시징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고객 중 한 명이 전화번호로 메시지를 
보내면 메시지 본문이 Amazon SNS 주제로 전송됩니다. 양방향 메시징을 설정하는 절차는 표준 Amazon 
SNS 주제를 사용할지 아니면 암호화된 주제를 사용할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 섹션에는 두 시나리오에 대한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중 한 가지만 수행하면 됩니다.

양방향 SMS를 활성화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의 SMS 및 음성(SMS and voice)에서 전화번호(Phone numbers)를 선택합니다.
3. 숫자 설정에서 양방향 SMS를 구성할 전화번호를 선택합니다.

Note

다음과 같은 경우 전화 번호에 대해 양방향 SMS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SMS열:활성화됨.
4. 에서양방향 SMS섹션, 선택양방향 SMS 활성화.
5. Under수신 메시지 대상에서 다음 중 한 가지 옵션을 선택하여 SMS 메시지를 수신하는 Amazon SNS 주

제를 지정합니다.

• Amazon SNS 주제 생성— 이 옵션을 선택하면 Amazon Pinpoint Pinpoint는 계정에 주제를 생성합니
다. 필요한 모든 권한이 있는 주제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 기존 Amazon SNS 주제 선택— 이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기존 Amazon SNS 주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한 주제에 대한 액세스 정책에는 다음 권한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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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sms-voice.amazonaws.com" 
  }, 
  "Action": "sns:Publish", 
  "Resource": "*"
}

Note

Amazon SNS FIFO 주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음을 사용하여 암호화된 주제를 선택하는 
경우AWS KMS키, 참조암호화된 주제에 대한 특별 요구 사항 (p. 88)추가 요구 사항이 있
습니다.

6. (선택 사항) 아래양방향 SMS 키워드는, 키워드 및 응답 메시지를 추가합니다. 이러한 키워드가 포함된 
SMS 메시지가 귀하의 키워드로 수신되면 Amazon Pinpoint Pinpoint는 Amazon SNS 주제로 메시지를 
보내고 지정한 응답 메시지로 응답합니다. 선택다른 키워드로 추가키워드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7. 변경 작업을 마치면 저장을 선택합니다.

암호화된 주제에 대한 특별 요구 사항
Amazon Pinpoint 데이터는 암호화되지만 다음을 사용하여 암호화된 Amazon SNS 주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
다.AWS KMS추가 보안 수준을 위한 키입니다. 이렇게 추가된 보안은 애플리케이션이 비공개 또는 민감한 데
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메시징과 함께 암호화된 Amazon SNS 주제를 사용하려면 몇 가지 추가 설정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
다.

먼저, 사용하는 키는대칭. 암호화된 Amazon SNS 주제는 비대칭을 지원하지 않음AWS KMS열쇠.

둘째, Amazon Pinpoint가 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키 정책을 수정해야 합니다. 기존 키 정책에 다음 권한을 추
가합니다.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sms-voice.amazonaws.com" 
    }, 
    "Action": [ 
        "kms:GenerateDataKey*", 
        "kms:Decrypt" 
    ], 
    "Resource": "*"
}

키 정책 편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키 정책 변경의AWS Key Management Service개발자 
안내서.

Amazon SNS 주제 암호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AWS KMS키, 참조에서 이벤트 소스 간 호환성 활성화AWS
서비스 및 암호화된 주제의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양방향 SMS 메시지 페이로드의 예
Amazon Pinpoint는 지정한 Amazon SNS 주제로 JSON 페이로드를 전송합니다. JSON 페이로드에는 메시
지 및 관련 데이터가 포함됩니다(다음 예제 참조).

{ 
  "originationNumber":"+14255550182", 
  "destinationNumber":"+12125550101", 
  "messageKeyword":"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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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ssageBody":"EXAMPLE", 
  "inboundMessageId":"cae173d2-66b9-564c-8309-21f858e9fb84", 
  "previousPublishedMessageId":"wJalrXUtnFEMI/K7MDENG/bPxRfiCYEXAMPLEKEY"
}

수신 메시지 페이로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속성 설명

originationNumber 수신 메시지를 보낸 전화 번호(즉, 고객의 전화 번
호)

destinationNumber 고객이 메시지를 보낸 전화 번호(전용 전화 번호)

messageKeyword 전용 전화 번호와 연결된 등록된 키워드

messageBody 고객이 보낸 메시지

inboundMessageId 수신 메시지의 고유 식별자

previousPublishedMessageId 고객이 응답하는 메시지의 고유 식별자

Amazon Pinpoint 통한 SMS의 국가 기능 및 제한 사항
Amazon Pinpoint Pinpoint에는 고객의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는 양방향 SMS를 구성합니다. 고객이 보내는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고객에게 자동으로 응답을 보내도록 Amazon Pinpoint Pinpoint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현재 쿠바, 이란, 북한, 시리아 및 수단을 비롯한 소수의 국가로 SMS 메시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SMS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국가 및 지역의 전체 목록은 지원되는 국가 및 리전(SMS 
채널) (p. 90)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대부분 국가 및 지역에서는 SMS를 사용하여 보낼 수 있는 콘텐츠의 유형에 관한 제약 조건을 설정합니다. 이
러한 제약 조건은 저마다 다르지만, 다음 콘텐츠 유형은 대부분 국가 또는 지역에서 제한됩니다.

• 음란 콘텐츠
• 비속하거나 혐오스러운 콘텐츠
• 폭력을 묘사하거나 부추기는 콘텐츠
• 불법 약물 사용을 부추기는 콘텐츠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고객이 제한된 콘텐츠를 수신하여 무선통신 사업자나 규제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면 발
신자는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몇 국가 및 지역의 정부는 혐오스럽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지는 콘텐츠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수신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필터링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위치한 국가 
및 지역에 상업용 SMS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과 관련해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을 항상 숙지해야 합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SMS를 사용할 때 각 국가마다 추가 기능 및 제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 및 제한 사항은 다음 항목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Note

양방향 SMS 기능은 특정 국가 및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SMS를 지원하는 국가 또
는 지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원되는 국가 및 리전(SMS 채널) (p. 90)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주제
• 지원되는 국가 및 리전(SMS 채널) (p. 90)
• 인도에 있는 수신자에게 SMS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특별 요구 사항 (p. 100)
• 싱가포르의 특별 요구 사항 (p. 104)
• SMS 템플릿 등록 (p.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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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국가 및 리전(SMS 채널)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다음 국가, 리전으로 SMS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표에는 발신자 ID 
및 양방향 SMS 메시징을 (p. 86) 지원하는 국가 및 지역도 나와 있습니다.

양방향 SMS 메시징을 사용해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으려면 먼저 SMS 채널에서 전용 단축 코드나 전용 긴 
코드를 획득해야 합니다. 단축 코드 및 긴 코드 요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Pinpoint로 SMS 
메시징 (p. 69)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Note

Amazon Pinpoint 콘솔에서 직접 일부 국가의 긴 코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콘솔을 통해 구입한 긴 
코드는 음성 채널 (p. 124)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푸에리토리코 포함) 또는 캐나다를 기반
으로 하는 긴 코드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해 SMS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
나 리전에서 SMS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 긴 코드가 필요한 경우에는 Amazon Pinpoint Pinpoint에
서 SMS 메시징 전용 단축 코드 요청 (p. 75) 단원의 절차를 완료합니다.

국가 또는 리
전

ISO 코드 다이얼링 코
드

단축 코드 지
원

긴 코드 지원 발신자 ID 지
원

양방향 SMS 
지원

A

아프가니스
탄

AF 93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알바니아 AL 355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알제리 DZ 213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안도라 AD 376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앙귈라 AI 1 - 1 - 1 - 1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앤티가 바부
다

AG 1 - 1 - 1 - 1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아르헨티나 AR 54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르메니아 AM 374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아루바 섬 AW 297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호주 AU 61 아니요 예 예 예

오스트리아 AT 43 예 예 예 예

아제르바이
잔

AZ 994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B

바하마 BS 1 - 1 - 1 - 1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바레인 BH 973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방글라데시 BD 880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바베이도스 BB 1 - 1 - 1 - 1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벨로루시 BY 375 아니요 아니요 등록 필
요1 (p. 99)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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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리
전

ISO 코드 다이얼링 코
드

단축 코드 지
원

긴 코드 지원 발신자 ID 지
원

양방향 SMS 
지원

벨기에 BE 32 아니요 예 아니요 예

벨리즈 BZ 501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버뮤다 BM 1 - 1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부탄 BT 975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볼리비아 BO 591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보스니아 헤
르체코비나

BA 387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보츠와나 BW 267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브라질 BR 55 예 아니요 아니요 예

브루나이 BN 673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불가리아 BG 359 예 아니요 예 예

부르키나 파
소

BF 226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부룬디 BI 257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C

캄보디아 KH 855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카메룬 CM 237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캐나다 CA 1 예 예 아니요 예

카보베르데 CV 238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케이맨 제도 KY 1 - 1 - 1 - 1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중앙아프리
카 공화국

CF 236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차드 TD 235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칠레 CL 56 예 예 아니요 예

China CN 86 예 아니요 아니
요 2 (p. 99)

예

콜롬비아 CO 57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코모로 KM 269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쿡 제도 CK 682 아니요 아니요 예 예

코스타리카 CR 506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크로아티아 HR 385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사이프러스 CY 357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91



Amazon Pinpoint 사용 설명서
국가 역량 및 제한 사항

국가 또는 리
전

ISO 코드 다이얼링 코
드

단축 코드 지
원

긴 코드 지원 발신자 ID 지
원

양방향 SMS 
지원

체코(체코 공
화국)

CZ 420 아니요 예 예 예

D

콩고민주공
화국

CD 243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덴마크 DK 45 예 예 예 예

지부티 DJ 253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도미니카 DM 1 - 1 - 1 - 1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도미니카 공
화국

DO 1-809, 
1-829, 1-849

예 아니요 아니요 예

E

에콰도르 EC 593 예 아니요 아니요 예

이집트 EG 20 예 아니요 등록 필
요1 (p. 99)

예

엘살바도르 SV 503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적도 기니 GQ 240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에리트레아 ER 291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에스토니아 EE 372 아니요 예 예 예

에티오피아 ET 251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F

페로 제도 FO 298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피지 FJ 679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핀란드 FI 358 예 예 예 예

프랑스 FR 33 예 아니요 예 예

프랑스령 기
아나

GF 594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프랑스령 폴
리네시아

PF 689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G

가봉 GA 241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감비아 GM 220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그루지야 GE 995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독일 DE 49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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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리
전

ISO 코드 다이얼링 코
드

단축 코드 지
원

긴 코드 지원 발신자 ID 지
원

양방향 SMS 
지원

가나 GH 233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지브롤터 GI 350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그리스 GR 30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그린란드 GL 299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그레나다 GD 1 - 1 - 1 - 1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과들루프 GP 590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괌 GU 1 - 1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과테말라 GT 502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건지 GG 44-1481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기니 GN 224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기니비사우 GW 245 아니요 아니요 예 해당 사항 없
음

가이아나 GY 592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H

아이티 HT 509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온두라스 HN 504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홍콩 HK 852 아니요 예 예 예

헝가리 HU 36 아니요 예 아니요 예

I

아이슬란드 IS 354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인도 IN 91 예 예4 (p. 99) 등록 필
요3 (p. 99)

예

인도네시아 ID 62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이라크 IQ 964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아일랜드 IE 353 아니요 예 예 예

맨 섬 IM 44-1624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이스라엘 IL 972 아니요 예 예 예

이탈리아 IT 39 예 예 예 예

아이버리 코
스트

CI 225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J

자메이카 JM 1 - 1 - 1 - 1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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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리
전

ISO 코드 다이얼링 코
드

단축 코드 지
원

긴 코드 지원 발신자 ID 지
원

양방향 SMS 
지원

일본 JP 81 예 예 예 예

저지 JE 44-1434 아니요 예 예 예

요르단 JO 962 아니요 아니요 등록 필
요1 (p. 99)

아니요

K

카자흐스탄 KZ 7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케냐 KE 254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코소보 KV 383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쿠웨이트 KW 965 아니요 아니요 등록 필
요1 (p. 99)

아니요

키르기스스
탄

KG 996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L

라오스 LA 856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라트비아 LV 371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레바논 LB 961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레소토 LS 266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라이베리아 LR 231 아니요 예 아니요  

리비아 LY 218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리히텐슈타
인

LI 423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리투아니아 LT 370 아니요 예 예 예

룩셈부르크 LU 352 아니요 예 예 예

M

마카오 MO 853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마케도니아 MK 389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마다가스카
르

MG 261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말라위 MW 265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말레이시아 MY 60 예 아니요 아니요 예

몰디브 MV 960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말리 ML 223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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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리
전

ISO 코드 다이얼링 코
드

단축 코드 지
원

긴 코드 지원 발신자 ID 지
원

양방향 SMS 
지원

몰타 MT 356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마셜 제도 MH 692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마르티니크 MQ 596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모리타니아 MR 222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모리셔스 MU 230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마요트 YT 262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멕시코 MX 52 예 예4 (p. 99) 아니요 예

미크로네시
아(연방공화
국)

FM 691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몰도바 MD 373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모나코 MC 377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몽골 MN 976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몬테네그로 ME 382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몬트세라트 
섬

MS 1 - 1 - 1 - 1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모로코 MA 212 예 아니요 예 예

모잠비크 MZ 258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미얀마 MM 95 아니요 예 예 예

N

나미비아 NA 264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네팔 NP 977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네덜란드 NL 31 예 예 예 예

네덜란드령 
안틸 제도

AN 599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뉴칼레도니
아

NC 687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뉴질랜드 NZ 64 예 아니요 아니요 예

니카라과 NI 505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니제르 NE 227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나이지리아 NG 234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니우에 NU 683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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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리
전

ISO 코드 다이얼링 코
드

단축 코드 지
원

긴 코드 지원 발신자 ID 지
원

양방향 SMS 
지원

노르웨이 NO 47 아니요 예 예 예

O

오만 OM 968 아니요 아니요 예 해당 사항 없
음

P

파키스탄 PK 92 아니요 아니요 예 해당 사항 없
음

팔레스타인 PS 970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파나마 PA 507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파푸아뉴기
니

PG 675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파라과이 PY 595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페루 PE 51 예 아니요 아니요 예

필리핀 PH 63 아니요 아니요 등록 필
요1 (p. 99)

예

폴란드 PL 48 아니요 예 예 예

포르투갈 PT 351 아니요 예 예 예

푸에르토리
코

PR 1-797, 1-939 예 예 아니요 예

Q

카타르 QA 974 아니요 아니요 등록 필
요1 (p. 99)

아니요

R

콩고 CG 242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레위니옹 RE 262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루마니아 RO 40 아니요 예 예 예

러시아 RU 7 예 아니요 등록 필
요1 (p. 99)

예

르완다 RW 250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S

세인트 크리
스토퍼 네비
스

KN 1 - 1 - 1 - 1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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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리
전

ISO 코드 다이얼링 코
드

단축 코드 지
원

긴 코드 지원 발신자 ID 지
원

양방향 SMS 
지원

세인트루시
아

LC 1 - 1 - 1 - 1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사모아 WS 685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산마리노 SM 378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상투메 프린
시페

ST 239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사우디아라
비아

SA 966 아니요 예4 (p. 99) 등록 필
요1 (p. 99)

아니요

세네갈 SN 221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세르비아 RS 381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세이셸 SC 248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시에라리온 SL 232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싱가포르 SG 65 예 예 예5 (p. 99) 예

슬로바키아 SK 421 아니요 예 예 아니요

슬로베니아 SI 386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솔로몬 제도 SB 677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소말리아 SO 252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ZA 27 예 예 아니요 예

대한민국 KR 82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남수단 SS 211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스페인 ES 34 예 예 예 예

스리랑카 LK 94 아니요 아니요 등록 필
요1 (p. 99)

아니요

수리남 SR 597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스와질란드 SZ 268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스웨덴 SE 46 예 예 예 예

스위스 CH 41 아니요 예4 (p. 99) 예 아니요

T

대만 TW 886 아니요 예 예 예

타지키스탄 TJ 992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탄자니아 TZ 255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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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리
전

ISO 코드 다이얼링 코
드

단축 코드 지
원

긴 코드 지원 발신자 ID 지
원

양방향 SMS 
지원

태국 TH 66 아니요 예 등록 필
요1 (p. 99)

예

동티모르 TL 670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토고 TG 228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통가 TO 676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트리니다드 
토바고

TT 1 - 1 - 1 - 1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튀니지 TN 216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터키 TR 90 아니요 아니요 등록 필
요1 (p. 99)

아니요

투르크메니
스탄

TM 993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터크스 카이
코스 군도

TC 1 - 1 - 1 - 1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투발루 TC 688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U

우간다 UG 256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우크라이나 UA 380 아니요 예 예 예

아랍 에미리
트 연합국
(UAE)

AE 971 예 예 등록 필
요1 (p. 99)

예

영국 GB 44 예 예 예 예

미국 US 1 예 예 아니요 예

우루과이 UY 598 예 아니요 아니요 예

우즈베키스
탄

UZ 998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V

바누아투 VU 678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베네수엘라 VE 58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베트남 VN 84 아니요 아니요 등록 필
요1 (p. 99)

아니요

영국령 버진 
제도

VG 1 - 1 - 1 - 1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미국령 버진 
제도, US

VI 1 - 1 - 1 - 1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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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리
전

ISO 코드 다이얼링 코
드

단축 코드 지
원

긴 코드 지원 발신자 ID 지
원

양방향 SMS 
지원

W

X

Y

예멘 YE 967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Z

잠비아 ZM 260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짐바브웨 ZW 263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주의

1.
발신자는 사전 등록된 알파벳 발신자 ID를 사용해야 합니다. AWS Support에서 발신자 ID를 요청하려면
the section called “발신자 ID 요청” (p. 76)을 참조하세요. 일부 국가에서는 발신자가 승인을 받기 위해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거나 특정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발신자 ID 요청을 제
출한 후 AWS Support에서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발신자는 보내려는 각 유형의 메시지에 대해 사전 등록된 템플릿을 사용해야 합니다. 발신자가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메시지가 차단됩니다. 템플릿을 등록하려면 에서 Amazon Pinpoint 사례를 엽니
다AWS Support. 사례를 생성할 때 발시자 ID를 요청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합니
다.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발신자 ID 요청” (p. 76)을 참조하세요. 일부 국가에서는 발신자
가 승인을 받기 위해 특정 추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거나 특정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AWS 
Support에서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Note

중국에 메시지를 보내려면 먼저 승인을 위해 AWS Support를 통해 템플릿을 등록해야 합니다.
3.

발신자는 사전 등록된 알파벳 발신자 ID를 사용해야 합니다. 추가 등록 단계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인도에 있는 수신자에게 SMS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특별 요구 사항 (p. 100)을 참조하세요.

4.
이러한 국가의 긴 코드는 수신 메시지만 지원합니다. 즉, 이러한 긴 코드를 사용하여 수신자 에게 메시지
를 보낼 수 없지만 수신자 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하는 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 ID는 아웃바운드 
메시지만 지원하므로 이러한 긴 코드는 알파벳 발신자 ID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수신자가 수
신 거부를 허용하는 데 유용한 방법입니다.

5.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는 싱가포르의 정보통신 미디어 개발 기관 (IMDA) 에서 생성한 레지스트리
인 싱가포르 SMS 발신자 레지스트리 (SSIR) 에 등록된 발신자 ID를 사용하여 싱가포르로 SMS 트래픽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발신인 ID를 사용하기 위한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싱가포르의 특별 
요구 사항 (p. 104)에서 확인하세요. 등록되지 않은 발신자 ID 또는 짧은 코드 또는 긴 코드와 같은 대체 
발신 ID 유형을 사용하여 싱가포르에서 SMS 트래픽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발신자 ID 지원

다음 표에는 보낸 사람 ID가 지원되는 국가 보낸 사람 ID가 지원되지 않는 국가 또는 지역에 SMS 메시지를 
보낼 때 표시되는 ID가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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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위치... SMS 메시지... 메시지를 전송한 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발신자 ID를 지정합니다. 발신자 ID.발신자 ID 등록이 필요한 국가 또
는 지역

발신자 ID를 지정하지 않거나 등
록되지 않은 발신자 ID를 지정합
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발신
자 ID 알림과 함께 메시지 전송을 
시도합니다. 대상 국가 또는 지역
의 배송사 요구 사항에 따라 수신
자가 메시지를 받지 못할 수 있습
니다.

발신자 ID를 지정합니다. 발신자 ID.

발신자 ID를 지정하지 않지만 계
정에 대상 국가의 SMS 채널 전용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용 전화번호입니다.

발신자 ID는 지원되지만 발신자 
ID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국가 또
는 지역

발신자 ID를 지정하지 않으며 계
정에 대상 국가의 SMS 채널 전용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
다.

• 발신자 ID가 지원되지 않는 국
가 및 지역의 무작위 길거나 짧
은 코드입니다.

• 발신자 ID가 지원되는 국가 및 
지역에서는 NOTICE라는 단어
가 표시됩니다.

발신자 ID를 지정합니다. 목적지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일
부 국가에서는 메시지가 임의의 
긴 코드를 사용하여 전송됩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공유 단축 코드
를 사용하여 메시지가 전송됩니
다. 미국에서는 전용 전화번호만 
사용하여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
니다. 미국 전용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습니
다.

발신자 ID가 지원되지 않는 국가 
또는 지역

발신자 ID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다양합니다—위 참조

인도에 있는 수신자에게 SMS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특별 요구 사
항
인도에 있는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Amazon Pinpoint는 기본적으로 국제 장거리 교환원 (ILDO) 경로
를 사용하여 이러한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수신자가 ILDO 연결을 통해 보낸 메시지를 볼 때 사용자가 아닌 
한 임의의 숫자 ID에서 보낸 것으로 나타납니다.전용 단축 번호 구매 (p. 72)).

인도에 등록된 회사는 전용 발신자 ID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발신자 ID를 사용하려면 이
러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로컬 경로ILDO 경로가 아닌.

Note

ILDO 경로를 통한 메시지 전송 요금은 로컬 경로를 통한 메시지 전송 요금보다 훨씬 높습니다. 
ILDO와 현지 경로를 모두 사용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Amazon Pinpoint 요
금페이지.

로컬 경로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보내려면 먼저 DLT (분산 원장 기술) 포털을 통해 사용 사례 및 메시지 템플
릿을 인도의 통신 규제 기관 (TRAI) 에 등록해야 합니다. DLT 포털을 통해 사용 사례를 등록하면 엔터티 ID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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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 ID를 받게 됩니다. 이 ID는 Amazon Pinpoint를 통해 메시지를 보낼 때 지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등록 
요구 사항은 인도의 소비자가 수신하는 원치 않는 메시지 수를 줄이고 잠재적으로 유해한 메시지로부터 소비
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등록 프로세스를 완료하려면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조직의 영구 계정 번호(PAN)
• 조직의 세금 공제 계정 번호(TAN)
• 조직의 상품 및 서비스 세금 식별 번호(GSTIN)
• 조직의 기업 자격 증명 번호(CIN)
• Vilpower에 조직을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승인 문서(LOA). Vilpower 웹 사이트에는 필요에 맞게 

다운로드하고 수정할 수 있는 템플릿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도에 SMS 메시지를 보내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 1단계: TRAI에 회사 등록 및 사용 사례 (p. 101)
• 2단계: 를 사용하여 사례 생성AWS Support (p. 102)
• 3단계: 메시지를 보낼 때 엔티티 ID 및 템플릿 ID 값 지정 (p. 102)
• 템플릿 일치 문제 이해 (p. 103)

1단계: TRAI에 회사 등록 및 사용 사례

첫 단계는 TRAI에 회사를 등록하고 사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섹션에는 Vodafone Idea의 Vilpower 포털
을 사용하여 보낸 사람 ID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등록 포털이 여러 
개 있습니다. 모든 DLT 등록 포털에서는 동일한 등록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포털에서 수신하
는 엔터티 ID 및 템플릿 ID 값은 상호 교환할 수 있습니다. 즉, Vilpower 포털 이외의 포털을 사용하여 사용 사
례를 등록하는 경우에도 엔터티 ID 및 템플릿 ID를 사용하여 Amazon Pinpoint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Note

Vilpower는 회사를 등록하는 데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현재 수수료는빌파워 웹 사이트.

조직을 TRAI에 등록하려면

1. 웹 브라우저에서 https://www.vilpower.in Vilpower 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 [Signup]을 선택하여 다른 계정을 만듭니다. 등록 프로세스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 등록할 엔터티 유형을 지정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As Enterprise]를 선택합니다.
• 용텔레마케터 이름, 선택인포빕 프라이빗 리미티드 - ALL. 메시지가 표시되면 Infobip 입력을 시작

한 다음 드롭다운 목록에서 Infobip Private Limited – ALL을 선택합니다.
• [Enter Telemarketer ID]에서 110200001152를 입력합니다.
• 헤더 ID를 제공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등록할 발신자 ID를 입력합니다.
• 콘텐츠 템플릿을 제공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수신자에게 보낼 메시지 콘텐츠를 입력합니다. 보내

려는 모든 메시지에 대해 템플릿을 포함시킵니다.

Note

Vilpower 웹 사이트는 Amazon Web Services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Vilpower의 웹 사이트의 
단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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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를 사용하여 사례 생성AWS Support

회사를 등록하고 TRAI에 사례를 등록한 후 다음과 같은 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AWS Support. 이AWS 
Support팀은 케이스에 제공한 정보를 사용하여 엔터티 ID 및 템플릿 ID를 사용자 본인과 연결합니다.AWS 
계정.

를 열려면AWS Support경우

• 발신자 ID 요청 (p. 76)의 단계를 수행합니다. 요청 시 다음 필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이AWS 리전Amazon Pinpoint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 회사 이름 입력한 이름은 등록 과정에서 제공한 이름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 등록 프로세스를 완료한 후 받은 보안 주체 엔터티 ID (PEID) 입니다.
• 매월 전송하려는 메시지 수의 추정값입니다.
• 사용 사례에 대한 설명.
• 수신자가 메시지 수신을 거부하기 위해 완료해야 하는 단계에 대한 정보입니다.
• 옵트인 및 옵트아웃을 수집 및 관리한다는 확인

3단계: 메시지를 보낼 때 엔티티 ID 및 템플릿 ID 값 지정

로컬 경로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전달하려면 보낸 사람 ID 등록 프로세스를 완료한 후 받은 엔터
티 ID 및 템플릿 ID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올바른 엔터티 유형을 선택하고 메시지가 등록한 예제 템플
릿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완료하는 단계는 SMS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이SendMessagesAPI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송하면 API 호출에 이러한 속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 또는 여정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경
우 캠페인 또는 여정을 설정할 때 올바른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는 두 시나리오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SendMessages API를 사용하여 인도 지역 경로를 통해 메시지 보내기

SendMessages API를 사용하여 인도 로컬 경로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려면

1. 귀하의 전화 중SendMessagesAPI는 다음 파라미터 값을 입력합니다.

• EntityId— 발신자 ID 등록 프로세스를 완료한 후 받은 엔터티 ID 또는 보안 주체 엔터티 (PE) ID입
니다.

• TemplateId— 보낸 사람 ID 등록 프로세스를 완료한 후 받은 템플릿 ID입니다.

Important

지정한 템플릿 ID가 메시지 템플릿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등록 프로세스 중에 제
공한 템플릿과 메시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이동 통신사가 메시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이MessageType매개 변수에서 메시지에 적합한 경로 유형을 지정합니다. 다음 값 중 하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Promotional— 프로모션 메시지에 대해 이 메시지 유형을 지정합니다. 프로모션 발신자 ID에는 숫
자만 포함됩니다.

• Transactional— 트랜잭션 메시지에 대해 이 메시지 유형을 지정합니다. 트랜잭션 발신자 ID는 문
자만 포함하며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3. 메시지에 내용을 추가할 때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여 DLT 등록 템플릿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
하세요. 추가 문자 반환, 공백, 구두점 또는 일치하지 않는 문장을 포함하는 경우 통신 사업자가 SMS 메
시지를 차단합니다. 템플릿 일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템플릿 일치 
문제 이해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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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을 사용하여 인도 지역 경로를 통해 메시지 보내기

캠페인을 사용하여 인도 지역 경로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려면

1. 다음 단계에 따라 평소와 같이 캠페인을 생성합니다.1단계: 캠페인 생성 (p. 153).
2. :3단계 (p. 155)캠페인 생성 프로세스의SMS 설정섹션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 [Message type]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프로모션— 프로모션 사용 사례를 등록한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프로모션 발신자 ID에는 숫자

만 포함됩니다.
• 트랜잭션— 트랜잭션 사용 사례를 등록한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트랜잭션 발신자 ID는 문자만 

포함하며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 에서발신자 ID섹션에서 TRAI에 등록한 발신자 ID를 입력합니다.
• 에서규제 설정섹션에 다음을 입력합니다.개체 ID입니다.과템플릿 ID등록 프로세스 중에 받은 경우

Important

지정한 템플릿 ID가 메시지 템플릿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등록 프로세스 중에 제
공한 템플릿과 메시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이동 통신사가 메시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평소와 같이 캠페인 생성을 완료하세요.

여정을 사용하여 인도 지역 노선을 통해 메시지 보내기

여정을 사용하여 인도 지역 노선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려면

1. 다음 단계에 따라 평소와 같이 여정을 만듭니다.여정 생성 (p. 174).
2. 를 추가할 때마다SMS 메시지 전송여정 활동을 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Under메시지 유형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프로모션— 프로모션 사용 사례를 등록한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프로모션 발신자 ID에는 숫자

만 포함됩니다.
• 트랜잭션— 트랜잭션 사용 사례를 등록한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트랜잭션 발신자 ID는 문자만 

포함하며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 Additional settings(추가 설정) 섹션을 확장합니다. 온SMS 설정탭,발신자 ID를 열려면 등록한 발신자 

ID를 입력합니다.
• 온규제 설정탭에서 다음을 입력합니다.개체 ID입니다.과템플릿 ID등록 프로세스 중에 받은 경우

Important

지정한 템플릿 ID가 메시지 템플릿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등록 프로세스 중에 제
공한 템플릿과 메시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이동 통신사가 메시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정보는 템플릿 일치 문제 이해 (p. 103)을 참조하십시오.

3. 평소와 같이 여정 만들기를 완료하세요.

템플릿 일치 문제 이해

인도 항공사는 등록 과정에서 제출한 템플릿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메시지 전송 
문제가 발생하면 메시지에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메시지 콘텐츠가 등록된 템플릿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보내는 모든 메시지는 등록된 템플릿과 일치해야 
합니다. 제공한 템플릿 ID와 연결된 템플릿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메시지를 보내면 이동 통신사가 메시
지를 거부합니다.

• 변수 값이 너무 깁니다.— 변수 값에 30자 이상이 포함된 경우 이동 통신사가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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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불일치— 이동 통신사는 귀하의 메시지를 등록한 템플릿과 비교합니다. 이 비교 프로세스는 대/소문
자를 구분합니다.

• 약간 다른 캐릭터— 등록된 템플릿의 문자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메시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Microsoft Word에서 텍스트를 복사하는 경우 텍스트에는 직선 따옴표 문자 
(") 가 아닌 곱슬 따옴표 문자 (“및”) 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등록된 템플릿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싱가포르의 특별 요구 사항
Amazon Pinpoint 고객은 싱가포르 SMS 발신자 ID 레지스트리 (SSIR) 를 통해 등록된 발신자 ID 를 사용하여 
싱가포르에서 SMS 트래픽을 보낼 수 있습니다. SSIR은 싱가포르의 정보통신 미디어 개발 기관 (IMDA) 이 
소유한 싱가포르 네트워크 정보 센터 (SGNIC) 를 통해 2022년 3월에 개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조직에서 싱
가포르의 휴대폰으로 SMS를 보내는 경우 발신자 ID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싱가포르 발신자 ID를 사
용하려면 고유 법인 번호 (UEN) 를 받은 다음 Amazon Pinpoint Pinpoint에 요청을 제출하여 발신자 ID 사용
을 허용하고 마지막으로 SSIR을 통해 등록 프로세스를 완료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30일까지 ID를 등록하지 않으면 해당 발신자 ID를 사용하여 보낸 모든 메시지의 ID가 규제 기관 
규칙에 따라 LIKELY-SCAM으로 변경됩니다. 해당 날짜 이후에도 규제 기관은 재량에 따라 미등록 트래픽을 
계속 필터링하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Important

싱가포르에서 메시지를 계속 보낼 수 있으려면 2023~01—30년까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등록을 완
료해야 합니다.

1. 싱가포르 고유 법인 번호(UEN) 등록하기 (p. 104)
2. 싱가포르 발신자 ID를 Amazon Pinpoint에 등록하기 (p. 104)
3. 싱가포르 네트워크 정보 센터(SGNIC)에 발신자 ID 등록 (p. 106)

싱가포르 고유 법인 번호(UEN) 등록하기

SSIR에 등록을 시작하려면 먼저 싱가포르 고유 법인 번호(UEN)를 받아야 합니다. UEN은 회계 및 법인 규제 
기관(ACRA)에 비즈니스를 등록할 때 받는 고유한 법인 번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ho Must Register with 
ACRA?(누가 ACRA에 등록해야 하나요?)를 참조하십시오. 처리 시간은 ACRA가 요청을 얼마나 쉽게 검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발신자 ID를 Amazon Pinpoint에 등록하기

싱가포르 고유 법인 번호 (UEN) 를 등록한 후에는 Amazon Pinpoint 콘솔에서 직접 발신자 ID 등록 프로세스
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 ID를 등록할 때 누락된 부분이 없고 정확한 정보인지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
으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Important

Amazon Pinpoint 콘솔을 통해 제출하는 정보는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통신 사업자 파트너에게 
전달됩니다.

싱가포르 발신자 ID를 등록하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후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의 SMS 및 음성(SMS and voice)에서 전화번호(Phone numbers)를 선택합니다.
3. Sender ID registrations(발신자 ID 등록) 탭에서 Create registration(등록 생성)을 선택합니다.
4. 목적지 국가로 Singapore(싱가포르)를 선택합니다.
5. Company Information(회사 정보) 섹션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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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ny Name(회사 이름)에는 UEN 등록에 표시된 것과 정확히 같은 회사 이름을 입력합니다.
• Tax ID(세금 ID)에는 ACRA로부터 받은 UEN 번호를 입력합니다.
• 회사 웹 사이트(Company Website)에는 회사 웹 사이트의 전체 URL을 입력합니다.
• Address 1(주소 1)에는 기업 본사의 상세 주소를 입력합니다.
• Address 2(주소 2)(선택 사항)에는 필요한 경우 기업 본사의 건물 번호를 입력합니다.
• City(도시)에는 본사의 도시를 입력합니다.
• State(주)에는 본사의 주를 입력합니다.
• Zip Code(우편 번호)에는 본사의 우편 번호를 입력합니다.
• Country(국가)에는 2자리 IDO 국가 코드를 입력합니다.

6. 연락처 정보 섹션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이름(First Name)에는 비즈니스 연락처가 될 사람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 성(Last Name)에는 비즈니스 연락처가 될 사람의 성을 입력합니다.
• Support 이메일(Support Email)에는 비즈니스 연락처가 될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 Support 전화번호(Support Phone Number)에 비즈니스 연락처가 될 사람의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7. Sender ID Information(발신자 ID 정보) 섹션에서 다음을 입력합니다.

• 발신자 ID에는 메시지에 표시할 발신자 ID를 입력합니다.
• Registering on behalf of another brand/entity?(다른 브랜드/법인을 대신하여 등록하려는 경우입니

까?)에 해당하는 경우 True를 선택합니다. 메시지를 보내는 최종 사용자가 아닌 경우 다른 브랜드/법
인의 “대표자”로 간주됩니다.

• Letter of authorization image – optional(위임장 이미지(선택 사항))에는 Registering on behalf of 
another brand/entity?(다른 브랜드/법인을 대신하여 등록하려는 경우입니까?) 확인란을 선택한 경우 
전체 위임장(LOA)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지원되는 파일 형식은 PNG이며 최대 파일 크기는 400KB
입니다. 편의를 위해 LOA 템플릿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SenderID 연결의 경우 요청된 SenderID와 회사 이름 간의 연결에 대한 세부 정보를 선택적으로 추가
할 수 있습니다.

8. Messaging Use Case(메시징 사용 사례)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 월별 SMS 볼륨(Monthly SMS Volume)은 매월 될 SMS 메시지 수를 선택합니다.
• Use Case Category(사용 사례 범주)는 전화번호에 대해 다음 사용 사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Two-factor authentication(이중 인증) - 이중 인증 코드를 보낼 때 사용합니다.
• 일회용 비밀번호(One-time passwords) - 사용자에게 일회용 암호를 보낼 때 사용합니다.
• 알림(Notifications) - 사용자에게 중요한 알림을 보내려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 폴링 및 설문(Polling and surveys) - 사용자의 기본 설정을 폴링할 때 사용합니다.
• 온디맨드 정보(Info on demand) - 요청을 보낸 후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합니다.
• 프로모션 및 마케팅(Promotions and Marketing) - 사용자에게 마케팅 메시지를 보낼 때만 사용합니

다.
• 기타(Other) - 사용 사례가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이 옵션의 Use 

Case Details(사용 사례 세부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 Use Case Details – optional(사용 사례 세부 정보(선택 사항))을 작성하여 선택한 Use Case 

Category(사용 사례 범주)에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합니다.
9. 메시징 샘플(Messaging Samples) 섹션에서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 Message Sample 1(메시지 샘플 1)에는 최종 사용자에게 보낼 SMS 메시지 본문의 예제 메시지를 입
력합니다.

• 메시지 샘플 2 (Message Sample 2) (선택 사항) 에는 필요한 경우 보낼 SMS 메시지 본문의 간단한 예
제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 각 Message Sample(메시지 샘플) 텍스트 상자의 최대 문자 수는 306자입니다.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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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마쳤으면 Submit registration(등록 제출)을 선택합니다.
Important

등록 상태가 검토 중 상태가 되면 SGNIC에 문의하여 발신자 ID를 등록해야 합니다. SGNIC에
서 발신자 ID 등록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위해 등록 상태가 완료됨 상태로 변경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의 지침에 따라 등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싱가포르 발신자 ID 등록 상
태 (p. 106).

싱가포르 네트워크 정보 센터(SGNIC)에 발신자 ID 등록
싱가포르 네트워크 정보 센터(SGNIC)에 발신자 ID를 등록하려면 다음 두 단계를 순서대로 완료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네트워크 정보 센터(SGNIC)에 발신자 ID 등록

1. 먼저 Amazon Pinpoint Pinpoint를 통해 계정에 싱가포르 (SG) 발신자 ID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완료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SGNIC SMS Sender ID Registry(SGNIC SMS 발신자 ID 레지스트리)의 프로세스를 따라 SGNIC를 통
해 발신자 ID를 등록합니다.

• 프로세스를 완료할 때는 다음 항목을 모두 참여 애그리게이터로 등록해야 합니다.

• AMCS SG Private Limited(Amazon Media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Nexmo PTE LTD
• Sinch Singapore PTE LTD
• Telesign Singapore PTE LTD
• Twilio Singapore PTD LTD

Warning

이러한 단계를 순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서비스에서 발신자 ID가 차단되거나 발신자 ID가 모바일 
디바이스에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Note

발신자 ID를 사용해야 하는 각 개인의 발신자 ID 등록을AWS 계정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십
시오.

싱가포르 발신자 ID 등록 상태
Amazon Pinpoint Pinpoint에 싱가포르 발신자 ID를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상태 중 하나로 등록됩
니다.

• Created(생성됨) - 등록이 생성되었지만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 Submitted(제출됨) - 등록이 제출되었으며 확인 중입니다.
• 검토 중(Reviewing) - 등록이 승인되었으며 검토 중입니다. 1~3주가 소요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검토가 

완료되는 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Complete(완료) - 등록이 승인되었으며 발신자 ID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 Requires Updates(업데이트 필요) - 등록을 수정하고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싱가포르 발신

자 ID 등록 편집 (p. 107) 섹션을 참조하세요. 업데이트가 필요한 필드에는 경고 아이콘과 문제에 대한 간
단한 설명이 표시됩니다.

등록 상태 확인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후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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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색 창의 SMS 및 음성(SMS and voice)에서 전화번호(Phone numbers)를 선택합니다.
3. Sender ID Registrations(발신자 ID 등록) 탭에서 Sender ID(발신자 ID)를 선택합니다.
4. 각 Sender ID(발신자 ID) 등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발신자 ID 등록 편집

Amazon Pinpoint 등록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록을 제출한 후 등록 상태가 Requires Updates(업데이트 필요)
로 표시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등록 양식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필요한 필드에는 경고 아이콘과 
문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습니다.

발신자 ID를 편집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의 SMS 및 음성(SMS and voice)에서 전화번호(Phone numbers)를 선택합니다.
3. Sender ID Registration(발신자 ID 등록) 탭에서 편집하려는 번호를 선택하고 Registration ID(등록 ID)를 

선택합니다.
4. Update registration(등록 업데이트)을 선택하여 양식을 편집하고 경고 아이콘이 있는 필드를 수정합니

다.
5. 다른 브랜드/법인을 대신하여 등록하는 경우 이전에 제출한 Letter of authorization image – optional(위

임장 이미지(선택 사항)) 파일을 다시 업로드해야 합니다.
6. Important

모든 필드를 다시 확인하여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작업을 마치면 다시 제출하려면 등록 제출을 선택합니다.

싱가포르 발신자 ID 등록 삭제

싱가포르 발신자 ID 등록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려면 등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상태가 생성됨 또
는 업데이트 필요인 경우에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삭제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의 SMS 및 음성(SMS and voice)에서 전화번호(Phone numbers)를 선택합니다.
3. Sender ID(발신자 ID) 탭에서 삭제하려는 등록 ID를 선택한 다음 Delete Registration(등록 삭제)을 선택

합니다.

싱가포르 등록 문제

Amazon Pinpoint에서 싱가포르 발신자 ID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등록 거부 사유를 설명하는 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이러한 거부에 대해 모범 사례에 나와 있지 않은 의문 사항이 있는 경우 지원 팀에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거부된 싱가포르 발신자 ID 관련 정보 요청을 제출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지원 메뉴를 선택한 다음 지원 센터를 선택합니다.
3. 지원 페이지에서 사례 생성을 선택합니다.
4. 사례 유형(Case type)으로 서비스 한도 증가(Service limit increase)를 선택합니다.
5. Limit type(한도 유형)에서 Pinpoint SMS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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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리소스 섹션에서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Resource Type(리소스 유형)에서 Sender ID Registation(발신자 ID 등록)을 선택합니다.
• Limit(한도)에서 Registration Rejection Query(등록 거부 쿼리)를 선택합니다.

7. Use case description(사용 사례 설명)에 거부된 싱가포르 발신자 ID와 제공된 거부 사유를 입력합니다.
8. Contact options(연락처 옵션)에서 Preferred contact language(기본 설정 연락처 언어)에 대해 AWS 

Support 팀과 통신할 때 사용할 언어를 선택합니다.
9. 연락 방법에서 AWS Support 팀과 통신할 때 사용할 방법을 선택합니다.
10. Submit(제출)을 선택합니다.

AWS Support팀에서 귀하의AWS Support 사례에서 발신자 ID 등록이 거부된 이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
다.

싱가포르 발신자 ID 등록 FAQ

Amazon Pinpoint를 통한 싱가포르 발신자 ID 번호 등록 절차 관련 FAQ

현재 싱가포르 발신자 ID가 있습니까?

싱가포르 발신자 ID를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의 SMS 및 음성(SMS and voice)에서 전화번호(Phone numbers)를 선택합니다.
3. Sender ID Registration(발신자 ID 등록) 탭에서 보려는 발신자 ID를 선택하고 Registration ID(등록 ID)를 

선택합니다.

등록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인 검토에는 1~3주가 소요되지만 경우에 따라 정부 기관에 정보를 확인하는 데 최대 5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고유 법인 번호 (UEN) 란 무엇이며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UEN은 회계 및 법인 규제 기관(ACRA)에서 발행한 싱가포르 비즈니스 ID입니다. 싱가포르 현지 기업 및 법
인은 ACRA를 통해 신청하여 UEN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및 표준 법인 설립 절차를 통과하면 발급됩니다.
Bizfile을 통해 ACRA로 UE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발신자 ID를 등록해야 합니까?

예. 2023년 1월 30일까지 싱가포르 발신자 ID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발신자 ID를 사용하여 보낸 모든 메시지
의 ID는 LIKELY-SCAM으로 변경됩니다.

싱가포르 발신자 ID를 Amazon Pinpoint에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발신자 ID를싱가포르 발신자 ID를 Amazon Pinpoint에 등록하기 (p. 104) 등록하려면 의 지침을 따릅니다.

싱가포르 발신자 ID 등록에는 어떤 상태가 있으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싱가포르 발신자 ID 등록 상태 (p. 106)에 있는 지침에 따라 등록 및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까?

회사 주소, 비즈니스 연락처 및 사용 사례를 제공해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싱가포르 발신자 ID를 Amazon 
Pinpoint에 등록하기 (p. 104)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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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발신자 ID가 거부되면 어떻게 됩니까?

등록이 거부되면 상태가 업데이트 필요 (Required Updates) 로 변경되며 의 지침에 따라 업데이트할 수싱가
포르 발신자 ID 등록 편집 (p. 107) 있습니다.

필요한 권한은 무엇입니까?

Amazon Pinpoint 콘솔을 방문하는 데 사용하는 IAM 사용자/역할에는 필요한 “sms-voice:*”권한이 있어
야 합니다.

SMS 템플릿 등록
SMS 템플릿을 등록하려면 지원 센터 콘솔에서 지원 센터 콘솔의 Support 센터에서 지원 사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Note

중국에서만 계정에 SMS 템플릿을 등록해야 중국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SMS 템플릿 등록하기

1. https://console.aws.amazon.com/support/home 에서 Support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내 지원 사례 섹션에서 사례 생성을 선택합니다.
3. 사례 생성 페이지에서 서비스 한도 증가 찾기를 선택합니다.
4. 서비스 한도 증가 선택
5. 케이스 생성 섹션에서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Limit type(한도 유형)에서 Pinpoint SMS를 선택합니다.
• Provide a link to the site or app which will be sending SMS messages(SMS 메시지를 보낼 사이트 또

는 앱 링크 제공)에서 대상 멤버가 SMS 메시지 수신을 선택한 웹 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합
니다.

• 보낼 메시지 유형에서 발신자 ID를 사용하여 보내려는 메시지 유형을 선택합니다.
• 일회용 암호 – 고객이 웹 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인증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암호가 담긴 메

시지입니다.
• 프로모션 – 비즈니스 또는 서비스(예: 특가 행사, 공지 사항)를 홍보하는 중요하지 않은 메시지입니

다.
• 트랜잭션 – 고객 트랜잭션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보 메시지(예: 주문 확인, 계정 알림)입니다. 트랜잭

션 메시지에 홍보 또는 마케팅 콘텐츠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 메시지를 보내려는 국가에서 메시지를 보낼 지역을 선택합니다.

Note

중국에서만 계정을 등록하려면 중국으로 전송을 허용하려면 템플릿을 등록해야 합니다.
6. 리소스 섹션에서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리전의 경우 API 요청을 보낼 지역을 선택합니다.AWS 리전
• 리소스 유형에서 템플릿 등록을 선택합니다.
• [Limit] 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일회용 암호 – 고객이 웹 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인증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암호가 담긴 메
시지입니다.

• 프로모션 – 비즈니스 또는 서비스(예: 특가 행사, 공지 사항)를 홍보하는 중요하지 않은 메시지입니
다.

• 트랜잭션 – 고객 트랜잭션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보 메시지(예: 주문 확인, 계정 알림)입니다. 트랜잭
션 메시지에 홍보 또는 마케팅 콘텐츠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7. 사례 설명에서 사용 사례 설명에 사용 사례 및 옵트인 워크플로를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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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ntact options(연락처 옵션)의 Preferred contact language(기본 연락처 언어)에서 이 사례에 대한 통신
을 영어 또는 일본어로 수신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9. 마쳤으면 Submit(제출)을 선택합니다.

요청이 접수되면 24시간 안에 첫 번째 회신을 합니다. 귀하가 작성하여 다운스트림 처리를 위해 당사에 다시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별 등록 양식을 보내드립니다.

Important

시스템이 원치 않는 콘텐츠 또는 악성 콘텐츠를 전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요청을 신중하게 고
려해야 합니다. 정책에 맞지 않는 사용 사례인 경우, 요청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
다.

Amazon Pinpoint 핀포인트의 풀 관리
풀은 전화 번호 및 발신자 ID의 모음으로, 이름에는 영숫자를 포함합니다. 풀을 생성할 때 지정된 원본 ID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ID에는 키워드, 메시지 유형, 옵트아웃 목록, 양방향 구성 및 자체 관리형 옵트아웃 구
성이 포함됩니다.

Amazon Pinpoint를 사용하여 새 풀을 생성하려면 먼저 하나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해 SMS 및 음성 채널을 활
성화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Amazon Pinpoint 콘솔의 SMS 및 음성 설정 페이지로 이동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핀포인트에서 SMS 및 음성 설정 관리 (p. 338)을 참조하세요.

Note

미국 동부 (오하이오) 리전에는 풀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풀 생성
풀에는AWS 계정과 연결된 하나 이상의 전화번호와 발신자 ID가 포함됩니다.

풀을 생성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의 SMS 및 음성(SMS and voice)에서 전화번호(Phone numbers)를 선택합니다.
3. 풀 탭에서 풀 생성을 선택합니다.
4. (선택 사항) 풀 설정 섹션에서 풀 이름을 추가합니다.
5.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발신자 ID — 이 옵션을 선택한 경우 연결을 위한 발신자 ID 제공 섹션에서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발신자 ID에는 발신자 ID를 입력합니다.
• 국가에서는 국가를 선택합니다.
• 메시지 유형에서 알림 및 일회용 암호와 같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콘텐츠의 경우 트랜잭션을 선택하

고 마케팅 관련 콘텐츠의 경우 홍보를 선택합니다.
• 풀 생성(Create pool)을 선택합니다.

• 전화번호 — 이 옵션을 선택한 경우 연결에 사용할 수 있는 번호 섹션에서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풀을 생성하려면 전화번호를 선택합니다.
• 풀 생성(Create pool)을 선택합니다.

오리진 아이덴티티 연결 및 연결 해제
풀을 생성한 후 원본 ID를 풀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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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진 ID를 풀에 연결하려면

1. 풀 세부 정보 페이지의 오리진 ID 섹션에서 풀에 연결하려는 오리진 ID를 선택합니다.
2. 풀에 연결을 선택합니다.

풀에서 기존 오리진 ID를 분리하려면

1. 풀 세부 정보 페이지의 오리진 ID 섹션에서 풀과의 연결을 해제하려는 오리진 ID를 선택합니다.
2. 풀에서 연결 해제를 선택합니다.
3. 연결 해제 확인 창에서 텍스트disassociate 필드에 를 입력합니다.
4. 연결 해제를 선택합니다.

풀 설정 구성
풀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풀에 적용할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풀 설정을 구성하려면

1. 풀 설정 섹션에는 다음 설정을 구성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 양방향 SMS — 양방향 SMS를 켜면 고객으로부터 수신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삭제 방지 - 삭제 방지를 켜면 풀이 삭제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 공유 경로 — 일부 국가에서는 Amazon Pinpoint가 공유 오리진 ID 풀을 유지 관리합니다. 공유 경로를 
활성화하면 Amazon Pinpoint는 공유 ID 중 하나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미
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공유 ID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키워드 — 번호가 키워드로 시작하는 메시지를 수신하면 Amazon Pinpoint는 사용자 지정 가능한 메시
지로 응답합니다. 키워드는 최대 25자이며,
• 키워드를 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키워드 추가 (Add point) 를 선택합니다.
• 키워드를 삭제하려면 키워드 삭제를 선택합니다.

• 태그 — 태그는 선택적으로AWS 리소스에 적용하여 액세스 또는 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키와 값 쌍입
니다. 최대 50개의 태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태그를 추가하려면 태그 추가 (Add new tag) 를 선택합니다.

2. 변경 작업을 마치면 변경 사항 저장을 선택합니다.

풀 삭제
Amazon Pinpoint 핀포인트에서 기존 풀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풀을 삭제하면 Amazon Pinpoint는 해당 풀에
서 모든 오리진 ID를 분리합니다.

풀을 삭제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의 SMS 및 음성(SMS and voice)에서 전화번호(Phone numbers)를 선택합니다.
3. 풀 탭에서 삭제하려는 풀을 선택합니다.
4. 풀 삭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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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풀 삭제 확인 창에서 텍스트delete 필드에 를 입력합니다.
6. 삭제를 선택합니다.

모범 사례
휴대폰 사용자는 원치 않는 SMS 메시지를 거의 허용하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SMS 캠페인에 대한 응답 속
도는 거의 언제나 느리므로 ROI(Return on Investment)가 낮습니다.

또한 무선통신 사업자가 대량 SMS 발신자를 지속적으로 감사하여, 원치 않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으로 확
인된 번호에서 보내는 메시지를 제한하거나 차단합니다.

또한 원치 않는 콘텐츠를 전송하면 AWS 이용 정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Amazon Pinpoint 팀은 SMS 캠페
인을 정기적으로 감사하여 원치 않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처럼 보일 경우 메시지 전송 기능을 제한하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국가, 리전 및 관할권에서는 원치 않는 SMS 메시지를 보낼 경우 심각한 위약금을 부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전화 소비자 보호법(TCPA)에 따르면 소비자는 원치 않는 메시지를 수신할 때마다 
$500–$1,500의 손해 배상금(발신자가 지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고객 참여를 개선하고 높은 위약금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모범 사례에 대해 설명
합니다. 그러나 이 단원에서는 법률적인 조언은 다루지 않습니다. 항상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법률 자문을 받
으세요.

주제
• 법률, 규정 및 통신 사업자 요구 사항 준수 (p. 112)
• 금지된 메시지 콘텐츠 (p. 113)
• 권한 획득 (p. 114)
• 이전 목록으로 보내지 않을 것 (p. 117)
• 고객 목록 감사 (p. 117)
• 기록 보관 (p. 117)
• 메시지 내용은 명확, 정직, 간결하게 작성 (p. 117)
• 적절한 응답 (p. 119)
• 참여를 기반으로 전송 조정 (p. 119)
• 적절한 시간에 전송 (p. 120)
• 크로스 채널 피로 방지 (p. 120)
• 전용 단축 코드 사용 (p. 120)
• 대상 전화번호 확인 (p. 120)
• 중복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기 (p. 120)
• 비활성화된 전화번호 처리 (p. 121)

법률, 규정 및 통신 사업자 요구 사항 준수
고객이 거주하는 지역의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면 상당한 벌금 및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을 영위하는 각 국가 및 리전의 SMS 메시징 관련 법률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목록에는 전 세계 주요 시장에서 SMS 통신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에 대한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 미국: 1991년에 제정된 전화 소비자보호법(TCPA라고도 함)은 특정 유형의 SMS 메시지에 적용됩니다. 자
세한 정보는 미연방 통신 위원회 웹 사이트의 rules and regulations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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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PECR이라고도 하는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EC Directive) Regulations 2003이 특
정 유형의 SMS 메시지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영국 정보감독원(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웹 사이트에 게시된 What are PECR?을 참조하세요.

• 유럽 연합: ePrivacy Directive라고도 하는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Directive 2002가 일부 
유형의 SMS 메시지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Europa.eu 웹 사이트에 게시된 법률 전문을 참조하세
요.

• 캐나다: 주로 캐나다 스팸 방지법 또는 CASL이라고 하는 Fighting Internet and Wireless Spam Act가 특정 
유형의 SMS 메시지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캐나다 의회 웹 사이트에 게시된 법률 전문을 참조하세
요.

• 일본: Act on Regulation of Transmission of Specific Electronic Mail이 특정 유형의 SMS 메시지에 적용됩
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 총무성 웹 사이트에 게시된 스팸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참조하십시오.

발신자로서 회사 또는 조직이 이러한 국가 중 하나에 기반을 두지 않는 경우에도 이러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
습니다. 이 목록에 나열된 일부 법률은 원래 원치 않는 이메일 또는 전화 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
었으나 SMS 메시지에도 적용되도록 해석 또는 확장되었습니다. 그 외 국가 및 리전에도 SMS 메시지 전송과 
관련된 법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자문을 얻으려면 고객이 거주하는 각 국가 또는 리전의 변호사에
게 문의하세요.

많은 국가에서는 현지 통신사가 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어떤 종류의 트래픽이 흐르는지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통신사가 현지 법률의 최소 요구 사항을 초과하는 SMS 콘텐츠에 제한을 적용할 수 있
음을 의미합니다.

금지된 메시지 콘텐츠
일부 국가 또는 이동 통신사는 실시간 메시징을 활성화하기 전에 전화 번호 또는 발신자 ID를 등록해야 합니
다. 번호를 발신자로 사용하거나 등록할 때는 다음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규제 기관은 번호 등록에 대해 높은 기준을 적용하므로 번호를 등록하려면 유효한 옵트인 워크플로를 제공
해야 합니다. SMS 모범 사례: 권한 획득을 (p. 114) 참조하십시오.

• 이러한 메시지는 스팸으로 필터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서드 파티 URL 단축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단축 
URL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단축 URL을 사용하려면 10LDC 전화번호 또는 단축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
습니다. 이러한 번호 유형 중 하나를 사용하려면 메시지 템플릿을 등록해야 합니다.

• 키워드 옵트아웃 및 옵트인 응답은 STOP 및 UNSTOP (UNSTOP) 을 사용하여 통신 사업자 수준에서 
설정됩니다. 이러한 키워드는 수정할 수 없으며 다른 키워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STOP 및 
UNSTOP으로 응답할 때 표시되는 응답 메시지도 이동통신사에서 관리하며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여러 개의 번호를 사용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메시지 내용을 보내지 마십시오. 이는 “스노슈잉”으로 간주
되며 일반적으로 스패머가 숫자 비율과 볼륨 제한을 피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 이러한 업종과 관련된 모든 메시지는 제한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과중한 필터링 또는 완전한 차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제한된 범주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일회용 암호 및 다중 인증이 포함될 수 있습니
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용 사례로 등록이 거부되었는데 이 지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지원을 통
해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는 제한된 콘텐츠 유형에 대해 설명합니다.

범주 예시

도박 • 카지노
• 경품행사
• G

고위험 금융 서비스 • 월급 대출
• 단기 고이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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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예시
• 자동차 대출
• 모기지론
• 학생 대출
• 채권 추심
• 주식 알림
• 암호화폐

부채 탕감 • 부채 통합
• 부채 감면
• 신용 회복 프로그램

et-rich-quickG • Work-from-home 프로그램
• 위험-투자 기회
• 피라미드 또는 다단계 마케팅 방식

불법 물질 • 대마초/CBD

피싱 • 사용자가 개인 정보 또는 웹 사이트 로그인 정보
를 공개하도록 시도합니다.

S.H.A.F.T. • Sex
• 증오
• 알코올
• 총기
• 담배/베이프

써드 파티 리드 제너레이션 • 소비자 정보를 구매, 판매 또는 공유하는 회사

권한 획득
보내려는 특정 유형의 메시지를 받도록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수신자에게는 메시지를 보내지 마세요. 같
은 회사 내의 조직 간에도 옵트인 목록을 공유하지 마세요.

수신자가 온라인 양식을 사용하여 메시지 수신을 등록할 수 있는 경우 자동 스크립트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을 구독하지 않게 하는 시스템을 추가하세요. 또한 사용자가 단일 세션에서 전화번호를 제출할 수 있
는 횟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SMS 옵트인 요청을 수신한 경우 메시지 수신을 확인하도록 요청하는 메시지를 수신자에게 전송합니다. 수
신자가 구독을 확인할 때까지 해당 고객에게 추가 메시지를 보내지 마십시오. 구독 확인 메시지는 다음 예와 
비슷합니다.

Text YES to join ExampleCorp alerts. 2 msgs/month. Msg & data rates may apply. 
Reply HELP for help, STOP to cancel.

각 옵트인 요청 및 확인에 대한 날짜, 시간 및 원본을 포함하는 기록을 유지합니다. 그러면 통신업자 또는 규
제 기관에서 해당 기록을 요청할 때와 고객 목록에 대한 정기 감사를 수행할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옵트인 워크플로

일부 경우 (예: 미국 수신자 부담 또는 단축 코드 등록) 이동통신사에서는 전체 옵트인 워크플로의 목업 또는 
스크린샷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목업 또는 스크린샷은 수신자가 완료하는 옵트인 워크플로와 매우 유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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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업 또는 스크린샷에는 최고 수준의 규정 준수를 유지하기 위해 아래 나열된 모든 필수 공개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합니다.

필수 공개 사항

• 프로그램을 통해 보낼 메시징 사용 사례에 대한 설명
• "메시지 및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
• 수신자가 메시지를 받는 빈도 표시 예를 들어, 되풀이되는 메시징 프로그램은 '주당 메시지 1건'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 암호 또는 다중 인증 사용 사례는 '다양한 메시지 빈도' 또는 '로그인 시도당 메시지 
1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문서로 연결되는 링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옵트인에 대한 일반적인 거부 이유

• 입력된 회사 이름이 목업이나 스크린샷에 표시된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명확하지 않은 관계는 옵트
인 워크플로 설명에 설명해야 합니다.

• 메시지가 수신자에게 전송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명시적으로 동의가 수집되지 않은 경우. 
모든 메시징에는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 수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워크플로에서 옵트인 메시지를 
받는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대안(예: 이메일이나 음성 통화 형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정을 준수하
지 않는 것입니다.

• 전체 옵트인 문구가 서비스 약관에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 공개 사항은 링크된 정책 문서 내에 포함하는 대
신 항상 옵트인 시점에 수신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고객이 귀하로부터 한 가지 유형의 메시지를 수신하는 데 동의하고 귀하가 다른 유형의 문자 메시지를 보
내는 경우. 예를 들어 고객이 일회성 암호 수신에 동의했지만 투표 및 설문조사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 필수 공개 사항(위에 나열됨)이 수신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

다음은 다중 인증 사용 사례에 대한 이동통신사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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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인증 사용 사례 목업

여기에는 최종 텍스트와 이미지가 포함되며 전체 옵트인 흐름과 주석이 함께 표시됩니다. 옵트인 흐름에서 
고객은 문자 메시지 수신에 동의하고 필요한 모든 공개 내용을 포함하기 위해 명확하고 의도적인 조치를 취
해야 합니다.

기타 옵트인 워크플로 유형
이동통신사는 위에 설명된 내용을 준수하는 경우 애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 외부의 옵트인 워크플로(예: 구
두 또는 서면 옵트인)도 수락합니다. 규정을 준수하는 옵트인 워크플로와 구두 또는 서면 스크립트는 특정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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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 유형을 수신하기 위해 수신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수집합니다. 이러한 예로는 지원 에이전트가 서비
스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기 전에 동의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두 스크립트나 판촉 전단지에 기재된 전
화번호가 있습니다. 이러한 옵트인 워크플로 유형의 목업을 제공하려면 옵트인 스크립트, 마케팅 자료 또는 
전화번호가 수집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스크린샷을 제공하면 됩니다. 옵트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용 사례가 
특정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에서 이러한 사용 사례에 대해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 목록으로 보내지 않을 것
사람들은 전화번호를 자주 바꿉니다. 2년 전에 연락 동의를 수집한 전화번호는 현재 다른 사람의 번호일 수 
있습니다. 새 메시징 프로그램에 이전 전화번호 목록을 사용하지 마세요. 이전 목록을 사용하면 해당 번호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 일부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수신자는 애초에 동의한 내용을 기억하
지 못해 옵트아웃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 목록 감사
반복 SMS 캠페인을 전송할 경우 고객 목록을 정기적으로 감사하세요. 고객 목록 감사에서는 메시지를 수신
하는 데 관심이 있는 고객에게만 메시지가 발송되는지 확인합니다.

목록을 감사할 때 각 옵트인 고객에게 구독 사실을 알리고 구독 해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메시지를 전송합
니다. 알림 메시지는 다음 예와 비슷합니다.

You're subscribed to ExampleCorp alerts. Msg & data rates may apply. Reply HELP 
for help, STOP to unsubscribe.

기록 보관
각 고객이 SMS 메시지 수신을 요청한 시점과 각 고객에게 전송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기록을 보
관합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 및 리전에서는 SMS 발신자에게 이러한 기록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지 관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무선통신 사업자 역시 언제든지 이러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공
해야 하는 정확한 정보는 국가 또는 리전별로 다릅니다. 기록 보관 요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고객이 위치한 
각 국가 또는 리전의 상업용 SMS 메시징 관련 규정을 검토하세요.

이동통신사 또는 규제 기관에서 고객이 귀하의 메시지 수신을 선택했다는 증빙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
니다. 이러한 경우 AWS Support에서 귀하에게 연락하여 사업자 또는 기관이 요구하는 정보의 목록을 알려
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추가적으로 SMS 메시지 전송 기능이 일시 중지될 수 있
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명확, 정직, 간결하게 작성
SMS는 독특한 매체입니다. 160을character-per-message 제한은 메시지 내용이 간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메일과 같은 다른 커뮤니케이션 채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SMS 채널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SMS 메시지와 함께 사용하면 부정직하거나 기만적이 내용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모범 사
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신자는 메시지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동통신사에서 메시지를 스
팸으로 식별하고 향후 귀하의 전화번호에서 보내는 메시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효과적인 SMS 메시지 본문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 팁과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발신자 신원 식별
수신자는 귀하가 보낸 메시지임을 즉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범 사례를 따르는 발신자는 각 메시지 시
작 부분에 식별 이름('프로그램 이름')을 포함합니다.

금지 사항:

Your account has been accessed from a new device. Reply Y to confirm.
권장 사항:

ExampleCorp Financial Alerts: You have logged in to your account from a new 
device. Reply Y to confirm, or STOP to opt-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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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를 메시지처럼 보이게 지 않을 지 않을 지 않을 것person-to-person

일부 마케터는 메시지가 개인이 보낸 것처럼 보이게 하여 SMS 메시지에 개인적인 느낌을 더하고 싶어 합니
다. 하지만 이 기법을 사용하면 메시지가 피싱 시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금지 사항:

Hi, this is Jane. Did you know that you can save up to 50% at Example.com? 
Click here for more info: https://www.example.com.

권장 사항:

ExampleCorp Offers: Save 25-50% on sale items at Example.com. Click here to 
browse the sale: https://www.example.com. Text STOP to opt-out.

금전적인 내용은 조심스럽게 다룰 것

사기꾼은 돈을 모으려는 사람들의 욕구를 이용합니다. 제안 내용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게 보이게 하
지 마세요. 돈을 미끼로 사람들을 현혹하지 마세요. 통화 기호를 사용하여 돈을 표시하지 마세요.

금지 사항:

Save big $$$ on your next car repair by going to https://www.example.com.

권장 사항:

ExampleCorp Offers: Your ExampleCorp insurance policy gets you discounts at 
2300+ repair shops nationwide. More info at https://www.example.com. Text 
STOP to opt-out.

필요한 문자만 작성

브랜드는 메시지에 ™ 또는 ®와 같은 상표 기호를 포함하여 상표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러한 기호는 160자 SMS 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는 표준 문자 집합(GSM 알파벳이라고 함)의 일부가 아닙니
다. 이러한 문자 중 하나가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면 자동으로 메시지 본문당 70자만 지원하는 다른 문자 인코
딩 시스템을 사용하여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따라서 메시지가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질 수 있습니다. 보내는 
부분 메시지 각각에 요금이 청구되므로 메시지 전체를 보내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보다 많을 수 있습니
다. 또한 수신자는 메시지 1건이 아닌 여러 개의 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SMS 문자 인코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SMS 문자 제한 (p. 64) 섹션을 참조하세요.

금지 사항:

ExampleCorp Alerts: Save 20% when you buy a new ExampleCorp Widget® at 
example.com and use the promo code WIDGET.

권장 사항:

ExampleCorp Alerts: Save 20% when you buy a new ExampleCorp Widget(R) at 
example.com and use the promo code WIDGET.

Note

앞의 두 가지 예는 거의 동일하지만 첫 번째 예에는 GSM 알파벳의 일부가 아닌 등록 상표 기호(®)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예는 두 건의 부분 메시지로 전송되고 두 번째 예는 하나의 
메시지로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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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하고 안전한 링크 사용

메시지에 링크를 포함하는 경우 링크를 두 번 확인하여 링크가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회사 네트워크 외부
의 디바이스에서 링크를 테스트하여 링크가 제대로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SMS 메시지는 160자로 제한되
어 있기 때문에 매우 긴 URL을 여러 메시지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리디렉션 도메인을 사용하여 단축된 URL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tinyurl.com 또는 bitly.com과 같은 무료 링크 단축 서비스를 사용하면 안 됩니
다. 이동통신사는 이러한 도메인의 링크를 포함하는 메시지를 필터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링크가 회사 또는 조직의 독점 사용 전용 도메인을 가리키는 경우에 한해 유료 링크 단축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지 사항:

Go to https://tinyurl.com/4585y8mr today for a special offer!

권장 사항:

ExampleCorp Offers: Today only, get an exclusive deal on an ExampleCorp 
Widget. See https://a.co/cFKmaRG for more info. Text STOP to opt-out.

사용하는 약어 수 제한

SMS 채널의 160자 제한으로 인해 일부 발신자는 메시지에 약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약어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많은 독자에게 전문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일부 사용자가 메시
지를 스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수의 약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메시지를 조리 있게 작성할 수 있습
니다.

금지 사항:

Get a gr8 deal on ExampleCorp widgets when u buy a 4-pack 2day.

권장 사항:

ExampleCorp Alerts: Today only—an exclusive deal on ExampleCorp Widgets at 
example.com. Text STOP to opt-out.

적절한 응답
수신자가 메시지에 응답할 때 유용한 정보로 응답하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메시지 중 하나에 
"HELP" 키워드로 응답할 경우 구독된 프로그램, 매월 전송할 메시지 수, 추가 정보를 문의할 수 있는 방법 등
에 대한 정보를 해당 고객에게 전송합니다. HELP 응답은 다음 예와 비슷합니다.

HELP: ExampleCorp alerts: email help@example.com or call 425-555-0199. 2 msgs/
month. Msg & data rates may apply. Reply STOP to cancel.

고객이 "STOP" 키워드로 회신할 경우 더 이상 메시지가 수신되지 않는다고 알려줍니다. STOP 응답은 다음 
예와 비슷합니다.

You're unsubscribed from ExampleCorp alerts. No more messages will be sent. 
Reply HELP, email help@example.com, or call 425-555-0199 for more info.

참여를 기반으로 전송 조정
시간에 따라 고객의 우선 순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메시지가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메시지를 완전히 옵트아웃하거나 원치 않는 메시지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참여에 따라 전송 
방법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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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에 거의 반응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메시지 빈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참여하는 고객에
게 주간 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참여도가 낮은 고객을 위해 월간 다이제스트를 별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혀 참여하지 않는 고객을 고객 목록에서 제거합니다. 이 단계는 고객이 메시지에 대해 불만을 
갖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을 절감하고 발신자로서 평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간에 전송
정상 업무 시간에만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저녁 시간이나 밤중에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고객이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목록을 구독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즉시 응답할 수 없는 시간에 SMS 메시지를 전송하
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대규모 대상에게 캠페인이나 여정을 보내는 경우 발신자 번호의 처리량을 다시 확인합니다. 수신자 수를 처
리량으로 나누어 모든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데 걸리는 시간을 확인합니다.

크로스 채널 피로 방지
캠페인에서 여러 통신 채널(예: 이메일, SMS, 푸시 메시지)을 사용할 경우 동일한 메시지를 모든 채널에서 보
내지 마십시오. 동일한 메시지를 여러 채널에서 동시에 보낼 경우 고객이 메시지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귀찮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전용 단축 코드 사용
단축 코드를 사용할 경우 브랜드와 메시지 유형별로 별도의 단축 코드를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두 
개의 브랜드가 있는 경우 브랜드별로 별도의 단축 코드를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트랜잭션 메시지와 프로모
션 메시지를 모두 전송할 경우 각 메시지 유형에 대해 별도의 단축 코드를 사용합니다. 단축 코드를 요청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Pinpoint로 SMS 메시징에 대한 단축 코드 요청 (p. 72)에서 
확인하세요.

대상 전화번호 확인
Amazon Pinpoint Pinpoint을 통해 SMS 메시지를 보낼 때 보내는 각 메시지 부분에 대해 요금이 청구됩니다. 
메시지 부분당 지불하는 요금은 수신자의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SMS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요금 을 참조하세요.

Amazon Pinpoint Pinpoint가 SMS 메시지 전송 요청을 수락하면 (SendMessagesAPI 호출의 결과 또는 캠페
인 또는 여정이 시작된 결과) 해당 메시지 전송에 대한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 사항은 의도된 수신자가 실제
로 메시지를 수신하지 않더라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신자의 전화번호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거나 메시
지를 보낸 번호가 유효한 휴대전화 번호가 아닌 경우에도 메시지 전송 요금이 청구됩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SMS 메시지 전송에 대한 유효한 요청을 수락하고 전송을 시도합니다. 따라
서 메시지를 보내는 대상 전화번호가 유효한 휴대폰 번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Amazon Pinpoint 전화번
호 검증 서비스를 사용하여 전화번호가 유효한지와 전화번호 유형 (예: 모바일, 유선 또는 VoIP) 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개발자 안내서의 Validating phone numbers in Amazon 
Pinpoint(Amazon Pinpoint에서 전화번호 확인)를 참조하세요.

중복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기
미션 크리티컬 메시징 프로그램의 경우 둘 이상의 에서 Amazon Pinpoint Pinpoint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AWS 리전.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여러 에서 사용할 수AWS 리전 있습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
을 사용할 수 있는 리전의 전체 목록은 을 참조하세요 AWS 일반 참조.

SMS 메시지에 사용하는 전화번호(짧은 코드, 긴 코드, 무료 전화번호, 10DLC 번호 포함)는 AWS 리전 간에 
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리전에서 Amazon Pinpoint을 사용하려면 Amazon Pinpoint을 사용하려는 
각 리전에서 별도의 전화번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축 코드를 사용하여 미국의 수신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사용할 각 AWS 리전에서 별도의 단축 코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중복성을 추가하기 위해 여러 유형의 전화번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단축번호, 10DLC 번호, 수신자 부담 번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 전화번호 유형은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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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에게 전달됩니다. 동일한 AWS 리전에 있거나 여러 AWS 리전에 분산되어 있는 여러 전화번호 유형을 
사용하면 추가 중복 계층이 제공되어 복원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주제
• 비활성화된 전화번호 처리 (p. 121)

비활성화된 전화번호 처리
비활성화된 전화번호는 모바일 가입자가 서비스를 해지했거나 전화번호를 다른 모바일 네트워크 제공업체
로 이전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비활성화된 번호는 재활용되어 새 구독자에게 재할당됩니다. 따라서 SMS 
메시지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가입자의 전화번호로 실수로 SMS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모바일 네트워크 공급자는 네트워크에서 비활성화된 전화번호의 최신 목록이 포함된 비활성화 보고서를 자
주 게시합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SMS 발신 목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게시됩니다.

Note

비활성화 보고서에 있는 대부분의 휴대폰 번호는 가입자가 다른 모바일 네트워크 공급자에게 전송
한 번호입니다. 모바일 네트워크 제공업체를 변경하려면 새 모바일 네트워크 제공업체의 옵트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사용자가 여전히 메시지를 수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활성화된 번호가 제거될 
위험이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의 전화번호가 비활성화된 경우 다른 채널 (이메일 또는 음성 통화) 을 
통해 최종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미국의 경우 FCC (연방 통신 위원회) 는 프로젝트에 동의하지 않은 구독자의 전화번호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
을 스팸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입장은 최종 사용자 및 모바일 네트워크 공급자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감사로 이어져 모바일 네트워크 공급자가 SMS 메시지 전송을 완전히 차단할 위험이 있습니다. 최
악의 시나리오에서는 FCC가 벌금을 부과하거나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Amazon Pinpoint Pinpoint를 통해 SMS 메시지를 보낼 때 보내는 각 메시지 부분에 대해 요금이 청구됩
니다. 최종 사용자 목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면 불필요한 메시지에 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
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최종 사용자 목록을 정기적으로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비활성화 보고서
의 사본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모바일 네트워크 공급자가 작성하며 매일 처리됩니다. 각 보고서에
는 이동통신사 네트워크에서 비활성화된 전화번호 목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운로드하여 기존 최종 사용
자 목록과 비교해야 합니다. 최종 사용자 목록에서 비활성화된 전화번호를 모두 삭제합니다.

기존 최종 사용자 목록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Pinpoint에서 
엔드포인트 삭제 및 옵트아웃 목록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비활성화 보고서 요청
비활성화 보고서의 사본을 받으려면 먼저 REQUESTER PAYS 버킷 옵션을 사용하여 Amazon S3 GET 
OBJECT API 요청을 통해 비활성화 보고서를 요청하여 파일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요청자 지불 버킷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사용 설명서의 요청자 지불 버킷의 객체 다운로드를 참조하십시오.

요청자 지불 옵션이 필요한 S3 버킷 및 객체에 대한 요청에 대해 요금을 지불합니다. S3 요청 비용은 요청 유
형을 기반으로 하며 요청 수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됩니다. S3 요청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요금을 참조하십시오.

Note

비활성화 보고서는 미국 전화번호만 검색합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두 가지 유형의 비활성화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사용 편의성을 위해 가장 최근
의 비활성화 보고서를 원하는 경우 최신 개체 형식을 사용하여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정 날짜에 대한 
비활성화 보고서를 원하는 경우 날짜별 객체 형식을 사용하여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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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지난 90일간의 특정 날짜별 객체만 저장합니다.

다음 템플릿 예제을 사용하여 비활성화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Bucket name format: {region}-pinpoint-sms-voice/

Latest object format: /sms-deact-reports/{iso2}/latest-deact-report.csv

Date specific object format: /sms-deact-reports/{iso2}/{YYYY}-{MM}-{DD}-deact-
report.csv

AWS 서비스에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연결하려면 엔드포인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region} 을 (를) 리전 엔드
포인트로 바꾸려고 합니다. 버킷 이름에 지원되는 Amazon Pinpoint 지역 목록은 의 Amazon Pinpoint 엔드포
인트 및 할당량을 참조하십시오 AWS 일반 참조.

다음 예제에서는AWS CLI 명령을 사용하여 최신 비활성화 보고서를 요청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aws s3api get-object --bucket us-east-1-pinpoint-sms-voice --key sms-deact-
reports/us/latest-deact-report.csv OUTFILE.csv --request-payer requester

다음 예제에서는AWS CLI 명령을 사용하여 날짜별 비활성화 보고서를 요청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aws s3api get-object --bucket us-east-1-pinpoint-sms-voice --key sms-deact-
reports/us/2022-09-28-deact-report.csv OUTFILE.csv --request-payer requester

Amazon S3 GET OBJECT API 요청이 제출되면 명령에 지정된 OUTFILE.csv 파일에 비활성화 보고서가 다
운로드됩니다.

Amazon S3 API를 사용하면 비활성화 보고서 목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장된sms-deact-reports/us/
폴더 내에서만 비활성화 보고서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사용 가능한 비활성화 보고서 목록을 가져오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aws s3api list-objects-v2 --bucket us-east-1-pinpoint-sms-voice --prefix "sms-
deact-reports/us/" --request-payer requester

Amazon Pinpoint SMS 결제 및 사용 보고서 이해
는 다음 형식의 5개 필드를 포함하는 사용 유형을Amazon Pinpoint SMS 채널 (p. 54) 생성합니다Region 
code–MessagingType–ISO–RouteType–OriginationID–MessageCount/Fee. 예를 들어 아시아 태
평양 (도쿄) 지역에서 캐나다로 전송된 SMS 메시지는 APN1—아웃바운드 SMS-CA—표준—SenderID—로
표시됩니다MessageCount.

다음 표에는 사용 유형의 필드에 사용할 수 있는 값과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SMS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Amazon Pinpoint 요금 을 참조하십시오.

필드 옵션 설명

Region code • APN1 - 아시아 태평양 (도쿄) 
리전 지원

• APN2 - 아시아 태평양 (서울) 
리전 지원

• APS1 - 아시아 태평양 
(Singapore) 리전 지원

• APS2 - 아시아 태평양 (S) 리전 
(S) 리전 지원

SMS 메시지를 보낸 위치를 나타
내는AWS 리전 접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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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옵션 설명
• APS3 - 아시아 태평양 (뭄바이) 

리전 지원
• CAN1 - 캐나다 (중부) 리전 지

원
• EUC1 - 유럽 (프랑크푸르트) 리

전 (프랑크푸르트) 리전 (프랑크
푸르트)

• EU (Europe) 리전 지원
• EUW2 - 유럽 (런던) 리전 (런던)
• UGW1 —AWSGovCloud (미국 

서부)
• USE1 (또는 접두사 없음) 리전 

(버지니아 북부) 리전 (또는 또
는 또는 또는) 리전 (버지니아 
북부) 리전 (또는 또는

• USE2 - 미국 동부 (오하이오) 
리전 (오하이오) 리전 (오하이
오)

• USW2 - 미국 서부 (오레곤) 리
전 지원

MessagingType 아웃바운드 SMS 이 필드는 전송 중인 메시지 유형
을 나열합니다. 아웃바운드 SMS
의 경우 아웃바운드 SMS를 읽습
니다.

ISO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지
원하는 ISO 국가 코드 목록은 을 
참조하십시오지원되는 국가 및 리
전(SMS 채널) (p. 90).

메시지가 전송된 2자리 ISO 국가 
코드입니다.

RouteType 표준 메시지가 전송된 경로 유형입니
다. 현재 모든 메시지는 표준 경로 
유형을 통해 전송됩니다.

OrginationID TollFree, 10DLC, 단축 코드, 긴 
코드, 보낸 사람 ID, 공유 경로

이 필드는 메시지를 보내는 데 사
용된 발신 ID를 지정합니다. 지원
되는 오리진 ID에SMS 메시지에 
대한 발신 자격 증명 (p. 58) 대
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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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옵션 설명

MessageCount/Fee MessageCount, MessageFees,
CarrierFeeCount, CarrierFees

이 필드에는 전송된 메시지 수 또
는 해당 메시지 전송과 관련된 비
용이 표시됩니다.

• MessageCount— Amazon 
Pinpoint 사용하여 보낸 메시지 
수

• CarrierFeeCount— Amazon 
Pinpoint Pinpoint를 사용하여 
전송한 메시지 중 배송사 수수
료가 부과된 메시지 수

• MessageFees— Amazon 
Pinpoint Pinpoint를 사용하여 
보낸 메시지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

• CarrierFees— Amazon 
Pinpoint Pinpoint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데 드는 배송
사 요금

아웃바운드 SMS용으로 Amazon Pinpoint Pinpoint를 통해 전송된 메시지는 ISO 국가 및 발신 ID 조합당 2~4
개의 사용 유형을 생성합니다. 다음 예를 보면 청구서에 사용 유형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
습니다.

예 1: 영국으로 메시지 보내기
USE1의 단축 코드를 사용하여 영국 (ISO 코드 GB) 에 10개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
면 청구서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용 유형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1. USE1-OutboundSMS-GB-Standard-Shortcode-MessageCount 
  2. USE1-OutboundSMS-GB-Standard-Shortcode-MessageFee

예 2: 미국으로 메시지 보내기
CAN1의 10DLC 번호를 사용하여 10개의 메시지를 미국 (ISO 코드 US) 으로 보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청구서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용 유형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1. CAN1-OutboundSMS-US-Standard-10DLC-MessageCount 
  2. CAN1-OutboundSMS-US-Standard-10DLC-MessageFee 
  3. CAN1-OutboundSMS-US-Standard-10DLC-CarrierFeeCount 
  4. CAN1-OutboundSMS-US-Standard-10DLC-CarrierFees

Amazon Pinpoint 음성 채널
음성 채널을 사용해 텍스트 스크립트에서 음성 메시지를 생성한 다음, 휴대폰을 통해 이러한 메시지를 고
객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음성 채널은 전화번호로 SMS 메시지를 받을 수 없는 고객 (예: 유선 전화 또는 
VoIP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 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Amazon Pinpoint를 사용하여 음성 메시지를 보내려면 먼저 프로젝트에서 음성 채널을 활성화하고 메시지 전
송 전용 전화번호를 임대해야 합니다. Amazon Pinpoint를 사용하여 음성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에 따라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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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정 설정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낼 수 있는 음성 메시지의 수를 늘리기 위해 프로덕
션 액세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제
• Amazon Pinpoint 음성 샌드박스 (p. 125)
• Amazon Pinpoint 음성 채널 설정 (p. 125)
• Amazon Pinpoint 음성 채널 관리 (p. 126)
• 지원되는 국가 및 리전(음성 채널) (p. 130)
• Amazon Pinpoint 핀포인트의 풀 관리 (p. 132)
• 음성 채널 모범 사례 (p. 134)

Amazon Pinpoint 음성 샌드박스
당사는 사기 및 침해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계정을 처음 만들 때 샌드박스 환경에 귀하의 계정을 배치
합니다. 샌드박스 환경은 채널을 테스트하여 평판을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계정이 샌드박스에 있지
만 Amazon Pinpoint 음성 메시지에 대한 모든 액세스 권한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 매일 20개의 메시지 한도가 있습니다.
• 24시간 동안 단일 수신자에게 최대 5개의 음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 분당 최대 5개의 통화를 보낼 수 있습니다.
• 음성 메시지 길이는 30초입니다.
• 특정 국가에만 음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음성 할당

량의Amazon Pinpoint 개발자 안내서.

계정을 음성 샌드박스에서 이동할 준비가 되면AWS Supporta 사례 (a)Service limit increase(서비스 제한 증
가)요청. 자세한 정보는 프로덕션 액세스 요청 (p. 127)을 참조하십시오.

Note

프로덕션 액세스를 요청하기 전에 Amazon Pinpoint 계정에서 음성 메시지를 하나 이상 보내야 합니
다. 테스트 메시징 (p. 225) 페이지에서 또는 SendMessages API를 사용하여 음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 음성 채널 설정
Amazon Pinpoint (Amazon Pinpoint) 를 사용하여 음성 메시지를 보내려면 먼저 새 Amazon Pinpoint 프로젝
트를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프로젝트의 음성 채널을 활성화하고 음성 메시지를 보낼 전용 전화 번호(긴 
코드라고 함)를 요청합니다. 긴 코드는 기반을 둔 국가 또는 리전에 따라 최대 15자리로 구성된 표준 전화 번
호입니다. 이 전화번호는헌신하는즉, Amazon Pinpoint 계정에서만 사용하도록 예약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 또는 리전에 기반을 둔 현지 전화 번호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Tip

기존 프로젝트에 대해 음성 채널을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SMS 및 음성Amazon 
Pinpoint 콘솔의 설정 페이지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Amazon Pinpoint 음성 채널 관리 (p. 126)을 
참조하십시오.

음성 채널에 대해 선택한 설정은 프로젝트의 SMS 채널에도 적용됩니다. 프로젝트에서 음성 메시지와 SMS 
메시지를 모두 보내려면 두 채널의 목표를 지원하는 설정을 선택합니다. SMS 채널 활성화 및 사용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SMS 채널 (p. 54)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새 프로젝트의 음성 채널을 설정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All projects(모든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Create a project(프로젝트 생성)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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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젝트 이름에 이름을 입력한 다음 생성을 선택합니다.
Note

프로젝트 이름에는 최대 64개의 영숫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이름에는 쉼표(,) 마침표(.), 
단가 기호(@), 밑줄(_), 등호(=) 및 더하기 기호(+)와 같은 문자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4. Project features(프로젝트 기능)의 SMS and voice(SMS 및 음성) 섹션에서 구성을 선택합니다.
5. Enable the SMS channel for this project(이 프로젝트에 대한 SMS 채널 활성화)를 선택합니다.
6. 를 확장합니다.고급 구성섹션을 선택한 다음전화 번호 요청.
7. 온전화 번호 정의페이지국가에서 수신자가 위치한 국가를 선택합니다. 한 번에 한 국가만 선택할 수 있

지만 나중에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국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8. 전화 번호에 대한 사용 사례를 지정합니다.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프로모션— 비즈니스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는 마케팅 메시지 또는 메시지를 보내려면 이 옵션을 선택
합니다.

• 트랜잭션— 암호 재설정 또는 트랜잭션 경고와 같이 시간에 민감한 메시지를 전송하려면 이 옵션을 선
택합니다.

일부 국가 및 지역에서는 선택한 값에 따라 보내는 각 메시지에 대해 지불하는 가격이 결정될 수 있습니
다. 트랜잭션 메시지는 높은 전달 가능성을 위해 최적화되어 많은 국가에서 더 높은 비용을 초래합니다. 
프로모션 메시지는 비용 효율성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SMS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
하십시오.Amazon Pinpoint 요금.

9. 이요약단원을 클릭하면 번호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매월 가격에서는 단일 숫자에 대한 비용을 보
여 줍니다.

10. 용양를 선택하고 구매하려는 번호의 수량을 선택합니다. 요청 하나에 최대 10개의 숫자를 구매할 수 있
습니다. 나중에 추가 번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소계구매하려는 전화번호 수량에 대한 총 월별 비용
을 표시하는 업데이트입니다.

11. (선택 사항) 추가 전화번호를 구매하려면국가 또는 지역 추가긴 코드가 필요한 모든 국가에 대한 요청을 
정의할 때까지 이전 단계를 반복합니다.

12. 전화 번호 구입을 완료했으면다음.
13. 이단원을 검토하십시오페이지에는 각 목적지 국가에 대한 번호 요청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14. 이총 비용선택한 모든 국가의 모든 숫자에 대한 총 비용이 표시됩니다.
15. 선택요청준비가 되었다면, 그렇지 않으면이전다시 돌아가서 변경하십시오. 선택한 후요청더 이상 변경

할 수 없습니다.

Amazon Pinpoint 음성 채널 관리
Amazon Pinpoint 콘솔을 사용하여 프로젝트의 음성 채널을 활성화하고 Amazon Pinpoint 계정의 음성 채널
에 적용되는 설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정에 대한 프로덕션 액세스 권한을 요청하거나 음성 메
시지 전송을 위한 전용 전화 번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제
• 음성 채널 활성화 (p. 126)
• 프로덕션 액세스 요청 (p. 127)
• 전화 번호 요청 (p. 128)
• 전화 번호 해제 (p. 129)

음성 채널 활성화
Amazon Pinpoint Pinpoint를 사용하여 음성 메시지를 보내려면 먼저 하나 이상의 프로젝트에서 음성 채널
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새 프로젝트를 만들고 음성 채널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Amazon Pinpoint 음성 채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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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p. 125)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기존 프로젝트에 대해 음성 채널을 활성화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
시오.

음성 채널에 대해 선택한 설정은 프로젝트의 SMS 채널에도 적용됩니다. 프로젝트에서 음성 메시지와 SMS 
메시지를 모두 보내려면 두 채널의 목표를 지원하는 설정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SMS 채널 (p. 54) 단원을 참조하세요.

기존 프로젝트에 대해 음성 채널을 활성화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All projects(모든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음성 채널을 활성화할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의 설정에서 SMS and voice(SMS 및 음성)를 선택합니다.
4. SMS 및 음성 페이지의 SMS 설정 옆에 있는 편집을 선택합니다.
5. Enable the SMS channel for this project(이 프로젝트에 대한 SMS 채널 활성화)를 선택합니다.
6. 변경 사항 저장(Save changes)을 선택합니다.
7. SMS 및 음성 페이지의 번호 설정에서 표를 참조하여 계정에 이미 연결된 전화 번호를 사용하여 음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있는 경우 음성 열에 음성 메시지를 보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각 전화 번호 옆에 Enabled(활성화됨)가 표시됩니다. 없는 경우 음성 채널의 전화 번호를 요
청 (p. 128)합니다.

프로덕션 액세스 요청
먼저 음성 채널부터 사용하기 시작하면 계정이 샌드박스에 있습니다.

계정에서 이러한 할당량을 제거하려면 샌드박스에서 계정을 제거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정이 샌드박
스에서 제거되면 프로덕션 액세스 권한을 갖게 됩니다.

Note

프로덕션 액세스를 요청하기 전에 Amazon Pinpoint 계정에서 하나 이상의 음성 메시지를 보내야 합
니다. 테스트 메시지 (p. 225) 페이지에서 또는 SendMessagesAPI를 사용하여 음성 메시지를 보
낼 수 있습니다.

프로덕션 액세스 권한을 요청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지원 메뉴에서 다음 이미지와 같이 지원 센터를 선택합니다.

3. Open support cases(지원 사례 열기)에서 Create case(사례 생성)를 선택합니다.
4. 서비스 한도 증가(Service Limit increase)를 선택합니다.
5. 사례 세부 정보에서 제한 유형에서 Pinpoint Voice를 선택합니다.
6. (선택 사항) 다음 정보를 완성합니다.

• 하루에 보낼 최대 음성 메시지 수는 몇 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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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는 각 통화의 평균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 mvoice 메시지를 보내려는 전화번호는 어떻게 얻나요?
•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할 전용 전화번호는 몇 개입니까? 이 번호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각 전화번호로 몇 번 전화를 걸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주/월/기타) 당 메시지 수 (1~X)
• 고객에게 음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고객이 메시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요청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7. 요청의 리전에서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데 사용할 AWS 리전을 선택합니다.
8. 제한에서 프로덕션 액세스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9. 새 한계값에는 아무 숫자나 입력하십시오. 이 필드에 입력하는 값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 Case description(사례 설명)의 Use case description(사용 사례 설명)에 다음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 음성 메시지를 전송할 회사 또는 서비스의 웹 사이트 또는 앱입니다.
• 웹 사이트 또는 앱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이 서비스에 음성 메시지가 기여하는 방법입니다.

11. Contact options(연락처 옵션)의 Preferred contact language(기본 연락처 언어)에서 이 사례에 대한 통신
을 영어 또는 일본어로 수신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12. 마쳤으면 Submit(제출)을 선택합니다.

AWS Support 팀은 24시간 이내에 요청에 대한 초기 응답을 제공합니다.

시스템이 원치 않는 콘텐츠 또는 악성 콘텐츠를 전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요청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
니다. 가능한 경우 이 24시간 이내에 요청에 대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요청을 해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정책에 맞지 않는 사용 사례인 경우, 요청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 번호 요청
Amazon Pinpoint 콘솔을 사용하여 음성 메시지 전송을 위한 전화번호를 요청하고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러한 전화번호를 발신 번호라고 합니다. 발신 번호 유형은 목적지 국가에 따라 다르며 긴 코드, 무료 전화 및 
10DLC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음성 메시지 전송을 위한 전용 긴 코드를 요청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의 설정에서 SMS and voice(SMS 및 음성)를 선택합니다.
3. 전화번호에서 전화번호 요청을 선택합니다.
4. 전화번호 정의 페이지의 국가에서 수신자가 위치한 국가를 선택합니다. 한 번에 한 국가만 선택할 수 있

지만 필요한 경우 나중에 국가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Tip

수취인이 위치한 국가의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이러한 배송은 최선을 다해 이루어지므로 배송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전화번호에 대한 사용 사례를 완성합니다.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프로모션 — 마케팅 메시지 또는 비즈니스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는 메시지를 보내려면 이 옵션을 선택
하십시오.

• 트랜잭션 — 암호 재설정이나 거래 알림과 같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메시지를 보내려면 이 옵션을 선
택합니다.

일부 국가 및 지역에서는 선택한 값에 따라 보내는 각 메시지에 대해 지불하는 가격이 결정될 수 있습니
다. 트랜잭션 메시지는 높은 전달성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어 많은 국가에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프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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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메시지는 비용 효율성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SMS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요
금 을 참조하세요.

6. 요약 섹션에는 번호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월별 가격에는 단일 번호의 비용이 표시됩니다.
7. 수량에서 구매하려는 번호의 수량을 선택합니다. 단일 요청으로 최대 10개의 번호를 구입할 수 있습니

다. 나중에 추가 번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Subtotal은 구매하려는 전화번호 수량에 대한 월별 총 요금
을 표시하도록 업데이트됩니다.

8. (선택 사항) 전화번호를 추가로 구매하려면 국가 또는 지역 추가를 선택합니다.
9. 전화번호 구매를 완료하면 다음을 선택합니다.
10. 검토 및 요청 페이지에는 각 목적지 국가의 번호 요청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11. 총 비용에는 선택한 모든 국가의 모든 번호에 대한 총 비용이 표시됩니다.
12. 준비가 되었으면 [Request] 를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전] 을 선택하여 뒤로 돌아가서 변경하십시

오. 요청을 선택하면 더 이상 변경할 수 없습니다.
13. 일반적으로 요청은 즉시 승인되며 페이지 상단에 전화번호가 성공적으로 추가되었다는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제 SMS 및 음성 페이지의 전화번호 탭에서 해당 번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요청에 오류가 있는 경우 페이지 상단에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일반적인 오류는 선택한 국가 중 하
나에 사용할 수 있는 긴 코드가 없거나 긴 코드를 입력하는 동안 오류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요청을 승인하기 전에 계정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표시되면 요청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지원 티켓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화 번호 해제
계정에 전용 전화 번호(긴 코드) 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해제하고 임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전용 긴 코드를 해제하면 다음 달 청구서에 이에 대한 비용 청구가 중단됩니다.

Important

전용 긴 코드를 해제하면 나중에 동일한 긴 코드를 다시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용 긴 코드를 해제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의 설정에서 SMS and voice(SMS 및 음성)를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의 설정에서 SMS and voice(SMS 및 음성)를 선택합니다.
4. 전화번호에서 취소하려는 긴 코드를 다음 이미지에 표시된 대로 선택합니다. 전화번호 삭제를 선택합니

다.

Note

전화번호 링크를 선택한 다음 전화번호 세부정보 페이지에서 전화번호 제거를 선택하여 전화
번호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5. 번호 제거 확인 창에서 다음을 입력하여delete 긴 코드를 취소할지 확인한 다음 삭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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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국가 및 리전(음성 채널)
음성 채널을 사용하여 전 세계의 모든 수신자에게 음성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 및 
지역에서는 Amazon Pinpoint 음성 채널을 사용하여 거는 통화와 같은 자동 통화를 하려면 지역 전화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 국가 및 리전의 현지 전화 번호(긴 코드라고도 함)를 AWS에서 직접 얻을 수 있습니
다.

현지 전화 번호를 얻을 수 있는 국가 및 리전
다음 표에는 음성 채널을 사용하기 위해 현지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는 국가가 나와 있습니다. 국가나 리전이 
이 표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에도 여전히 해당 국가 또는 리전의 수신자에게 음성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
다.

로컬 주소 필요 열의 값이 '예'일 경우 에서 케이스를 생성하여 긴 코드를 요청해야 합니다AWS Support 
Center Console.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Pinpoint를 통한 SMS 메시징을 위한 전용 긴 코드 요청을
참조하십시오. 지역 주소 필요 열의 값이 아니오인 경우 Amazon Pinpoint 콘솔을 통해 직접 지역 전화번호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리전 현지 주소가 필요합니까?

아르헨티나 예

호주 예

오스트리아 아니요

바레인 예

바베이도스 아니요

브라질 아니요

불가리아 예

부르키나 파소 아니요

캐나다 아니요

케이맨 제도 아니요

칠레 아니요

콜롬비아 아니요

캄보디아 예

크로아티아 예

사이프러스 아니요

도미니카 공화국 아니요

에콰도르 아니요

엘살바도르 아니요

핀란드 예

독일 예

그리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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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리전 현지 주소가 필요합니까?

그레나다 아니요

과테말라 아니요

헝가리 예

아이슬란드 예

인도네시아 아니요

아일랜드 예

이스라엘 아니요

이탈리아 예

자메이카 아니요

카자흐스탄 예

케냐 아니요

라트비아 예

리투아니아 아니요

룩셈부르크 예

말리 예

멕시코 예

몰도바 예

뉴질랜드 아니요

니카라과 예

노르웨이 예

파나마 예

페루 아니요

필리핀 아니요

폴란드 예

푸에르토리코 아니요

루마니아 예

슬로바키아 예

슬로베니아 예

남아프리카공화국 예

스위스 예

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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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리전 현지 주소가 필요합니까?

타지키스탄 예

태국 예

트리니다드 토바고 아니요

영국 아니요

미국 아니요

우루과이 예

베네수엘라 예

베트남 아니요

Amazon Pinpoint 핀포인트의 풀 관리
풀은 전화 번호 및 발신자 ID의 모음으로, 이름에는 영숫자를 포함합니다. 풀을 생성할 때 지정된 원본 ID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ID에는 키워드, 메시지 유형, 옵트아웃 목록, 양방향 구성 및 자체 관리형 옵트아웃 구
성이 포함됩니다.

Amazon Pinpoint를 사용하여 새 풀을 생성하려면 먼저 하나 이상의 프로젝트에서 SMS 및 음성 채널을 활성
화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Amazon Pinpoint 콘솔의 SMS 및 음성 설정 페이지로 이동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핀포인트에서 SMS 및 음성 설정 관리 (p. 338)을 참조하세요.

Note

미국 동부 (오하이오) 리전에는 풀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풀 생성
풀에는AWS 계정과 연결된 하나 이상의 전화번호와 발신자 ID가 포함됩니다.

풀을 생성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의 SMS 및 음성(SMS and voice)에서 전화번호(Phone numbers)를 선택합니다.
3. 풀 탭에서 풀 생성을 선택합니다.
4. (선택 사항) 풀 설정 섹션에서 풀 이름을 추가합니다.
5.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발신자 ID — 이 옵션을 선택한 경우 연결을 위한 발신자 ID 제공 섹션에서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발신자 ID에는 발신자 ID를 입력합니다.
• 국가에서는 국가를 선택합니다.
• 메시지 유형에서 알림 및 일회용 암호와 같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콘텐츠의 경우 트랜잭션을 선택하

고 마케팅 관련 콘텐츠의 경우 홍보를 선택합니다.
• 풀 생성(Create pool)을 선택합니다.

• 전화번호 — 이 옵션을 선택한 경우 연결에 사용할 수 있는 번호 섹션에서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풀을 생성하려면 전화번호를 선택합니다.
• 풀 생성(Create pool)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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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진 아이덴티티 연결 및 연결 해제
풀을 생성한 후 풀에 원본 ID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오리진 ID를 풀에 연결하려면

1. 풀 세부 정보 페이지의 오리진 ID 섹션에서 풀에 연결하려는 오리진 ID를 선택합니다.
2. 풀에 연결을 선택합니다.

풀에서 기존 오리진 ID를 분리하려면

1. 풀 세부 정보 페이지의 오리진 ID 섹션에서 풀과의 연결을 해제하려는 오리진 ID를 선택합니다.
2. 풀에서 연결 해제를 선택합니다.
3. 연결 해제 확인 창에서 텍스트disassociate 필드에 를 입력합니다.
4. 연결 해제를 선택합니다.

풀 설정 구성
풀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풀에 적용할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풀 설정을 구성하려면

1. 풀 설정 섹션에는 다음 설정을 구성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 양방향 SMS — 양방향 SMS를 켜면 고객으로부터 수신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삭제 방지 - 삭제 방지를 켜면 풀이 삭제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 공유 경로 — 일부 국가에서는 Amazon Pinpoint가 공유 오리진 ID 풀을 유지 관리합니다. 공유 경로를 
활성화하면 Amazon Pinpoint는 공유 ID 중 하나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미
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공유 ID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키워드 — 번호가 키워드로 시작하는 메시지를 수신하면 Amazon Pinpoint는 사용자 지정 가능한 메시
지로 응답합니다. 키워드는 최대 25자입니다.
• 키워드를 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키워드 추가를 선택합니다.
• 키워드를 삭제하려면 키워드 삭제를 선택합니다.

• 태그 — 태그는 선택적으로AWS 리소스에 적용하여 액세스 또는 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키와 값 쌍입
니다. 최대 50개의 태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태그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태그 추가 (Add new tag) 를 선택합니다.

2. 변경 작업을 마치면 변경 사항 저장을 선택합니다.

풀 삭제
Amazon Pinpoint 핀포인트에서 기존 풀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풀을 삭제하면 Amazon Pinpoint는 해당 풀에
서 모든 오리진 ID를 분리합니다.

풀을 삭제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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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색 창의 SMS 및 음성(SMS and voice)에서 전화번호(Phone numbers)를 선택합니다.
3. 풀 탭에서 삭제하려는 풀을 선택합니다.
4. 풀 삭제를 선택합니다.
5. 풀 삭제 확인 창에서 텍스트delete 필드에 를 입력합니다.
6. 삭제를 선택합니다.

음성 채널 모범 사례
이 섹션에는 Amazon Pinpoint Pinpoint를 사용한 음성 메시지 전송과 관련된 몇 가지 모범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수신자의 만족도를 보장하고 예상치 못한 요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단원의 주제:
• 법률 및 규정 준수 (p. 134)
• 적절한 시간에 전송 (p. 134)
• 크로스 채널 피로 방지 (p. 134)
• 음성 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세요 (p. 134)

법률 및 규정 준수
고객이 거주하는 지역의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면 상당한 벌금 및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을 영위하는 각 국가 및 리전의 자동 음성 통화 관련 법률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국가 
중 한 곳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발신자로서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모든 관
련 법률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부 국가 구역은 상위 국가보다 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한다는 점에 유의
하세요. 예를 들어,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음성 통화에 관한 미국 연방법보다 더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
니다. 이러한 정보는 법적 자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인 자문을 얻으려면 고객이 거주하는 각 국가 
또는 리전의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적절한 시간에 전송
각 수신자의 시간대의 정상 주간 업무 시간에만 메시지를 보내세요. 저녁 식사 시간이나 한밤중에 메시지를 
보내면 future 다시 방해받지 않기 위해 고객이 목록에서 구독을 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많은 국가 
및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자동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요일과 시간을 제한합니다. 국가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오전 9시 이전 또는 오후 8시 이후에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는 일요일과 
공휴일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법적 자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인 자문
을 얻으려면 고객이 거주하는 각 국가 또는 리전의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크로스 채널 피로 방지
여러 통신 채널 (예: 음성, 이메일, SMS, 푸시 메시지) 을 사용하는 경우 합당한 이유가 없는 한 여러 채널에 
동일한 메시지를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 채널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는 경우 고객은 이러한 행동
을 도움이 되기보다는 성가신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성 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세요
음성 통화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무단 액세스로부터AWS 계정을 보호하고 보내는 메시지의 대상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AM 역할, 정책 및 사용자를 신중하게 관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IAM 정책은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해야 합니다. 즉,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
한만 부여하면 됩니다. 소수의 사용자만 권한을 갖도록 이러한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IAM 사용 설명서의 IAM 보안 모범 사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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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용자의 암호와 액세스 키를 정기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암호와 액세스 키를 변경하는 프로세스
를 자격 증명 교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의 보안 모범 사례를 참조하세요.

어떤 국가로 보낼지 알아두세요

음성 메시지를 보낼 때 지불하는 분당 요금은 수신자의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수신자 전화번호의 국가 
코드가 수신자가 어느 국가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많은 발신
자는 미국과 캐나다 모두 동일한 국가 코드 (+1) 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23개 
국가 및 영토 (주로 태평양 및 카리브해) 에서도 이 국가 코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
습니다. 이러한 국가 중 일부에 음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다른 국가보다 훨씬 더 비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캐나다의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은 분당 0.013 USD이지만 자메이카로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은 분당 0.564 

USD입니다. (p. 135) 이 세 국가의 전화번호는 모두 +1로 시작하고 그 뒤에 10자리 숫자가 나오므로 숙련되
지 않은 사람의 눈에는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 전화번호 확인 서비스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각 전화번호의 국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로 전송을 제한하세요

특정 국가의 수신자에게만 메시지를 보내려는 경우 해당 국가에만 메시지를 보내도록 메시지 전송 애플
리케이션을 구성하십시오.

보내는 메시지 수를 단일 번호로 제한합니다.

동일한 수신자에게 매일 특정 수의 음성 메시지만 보낼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십시오.

 
1 표기된 가격은 2021년 12월 현재 기준입니다. 분당 요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요금은 Amazon 
Pinpoint 요금을 참조하십시오.

Amazon Pinpoint 인앱 메시징 채널
인앱 메시지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에게 타깃팅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인앱 메시지는 고
도로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웹사이트를 열거나 사용자를 앱의 특정 부분으로 안내하는 버튼
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경 및 텍스트 색상을 구성하고, 텍스트를 배치하고, 알림에 버튼과 이미지를 추가
할 수 있습니다. 단일 메시지를 보내거나 최대 5개의 고유 메시지를 포함하는 캐러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메일이나 SMS와 같은 다른 채널과 달리 인앱 메시지는 모든 Amazon Pinpoint 프로젝트에서 기본적으로 활
성화됩니다. 또한 인앱 메시지는 대체 변수 사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AWS AmplifyAmazon Pinpoint의 인앱 메시징 기능을 앱에 원활하게 통합할 수 있
습니다. Amplify 메시지를 가져오고, 메시지를 렌더링하고, 분석 데이터를 Amazon Pinpoint로 전송하는 프로
세스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통합은 현재 React Native 애플리케이션에서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
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인앱 메시지의Amplify 프레임워크 문서.

Amazon Pinpoint 인앱 메시지를 처리하는 방법
사용자에게 인앱 메시지를 표시하는 것은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메시지 템플릿을 만드는 것
입니다. 메시지 템플릿은 메시지의 모양과 내용을 정의합니다. 인앱 메시지는 화면에 표시되는 단일 메시지, 
전체 화면을 포함하는 메시지 또는 최대 5개의 메시지로 구성된 캐러셀일 수 있습니다. 앱 메시지에서 템플
릿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인앱 템플릿 만들기 (p. 255).

그런 다음 인앱 캠페인을 생성합니다.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 캠페인이 전송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
를 들어 사용자가 게임에서 특정 레벨에 도달하거나 온라인 스토어에서 특정 아이템을 볼 때 캠페인을 전송
하도록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Amazon Pinpoint 캠
페인 (p.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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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인앱 메시지를 수신하려면 캠페인이 타겟팅하는 엔드포인트의 엔드포인트 유형이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IN_APP.

마지막으로 앱에서 인앱 메시지를 표시하려면 앱에서GetInAppMessages메시지를 검색하는 API입니다. 응
답은 각 사용자에게 권한이 부여된 JSON 형식의 메시지 목록을 제공합니다. 사용자에게 메시지가 표시되면 
분석 이벤트를 Amazon Pinpoint로 다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앱 메시지 캠페인에 대한 지표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앱 알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앱 메시지
에서 작업하기의Amazon Pinpoint 개발자 가이드또는Amazon Pinpoint 인앱 메시지를 사용하여 제품 내 사용
자 경험을 동적으로 개인화합니다.... 에서AWS메시징 및 타겟팅 블로그.

Amazon Pinpoint 사용자 지정 채널
사용자 지정 채널을 만들어 Amazon Pinpoint 기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채널을 사용하여 타사 
서비스를 비롯해 API가 있는 모든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지
정 채널을 사용하여 WhatsApp 또는 Facebook Messenger 같은 타사 서비스를 통해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
니다.

Note

Amazon Web Services Services는 사용자 지정 채널로 메시지를 보내는 데 사용하는 타사 서비스
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타사 서비스에는 추가 약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채널
로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해당 약관을 검토해야 합니다.

Amazon Pinpoint 콘솔을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도록 캠페인을 구성할 수 있습니
다. 자세한 정보는 캠페인 (p. 153)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지정 채널 설정 및 관리
웹후크를 사용하거나 AWS Lambda 함수를 통해 서비스의 API를 호출하여 사용자 지정 채널을 만들 수 있습
니다. Lambda에서 사용자 지정 채널 함수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사용
자 지정 채널 생성의Amazon Pinpoint 개발자 안내서.

Amazon Pinpoint 의 다른 채널과 달리 사용자 지정 채널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자 지정 채
널은 모든 Amazon Pinpoint 프로젝트에서 기본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사용자 지정 채널을 사용하기 위해 프
로덕션 액세스를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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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Pinpoint 세그먼트
캠페인을 생성할 때분절해당 캠페인을 에 보냅니다. 세그먼트란 특정한 속성을 공유하는 고객 그룹을 말합니
다. 예를 들어, 세그먼트 하나에 Android 디바이스에서 2.0 버전의 앱을 사용하는 모든 고객을 넣거나 로스앤
젤레스시에 거주하는 모든 고객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 캠페인을 한 세그먼트에 보낼 수 있고, 한 캠페인
을 여러 세그먼트에 보낼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에서 생성할 수 있는 세그먼트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동적 세그먼트— 정의하는 속성을 기반으로 한 세그먼트. 동적 세그먼트는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할 수 있
습니다. 예를 들어 Amazon Pinpoint에 새 엔드포인트를 추가하거나 기존 엔드포인트를 수정 또는 삭제하
는 경우 해당 세그먼트의 엔드포인트 수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동적 세그먼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he section called “세그먼트 구축” (p. 137)를 참조하십시오.

• 가져온 세그먼트— Amazon Pinpoint 외부에서 생성되어 CSV 또는 JSON 형식으로 저장된 세그먼트. 
가져온 세그먼트를 생성할 때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에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Amazon Pinpoint 는 Amazon S3 S3에서 파일을 검색하며 해당 파일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새 엔드포인트
를 생성합니다. 가져온 세그먼트는 정적이며 변경되지 않습니다. 새 세그먼트를 생성하면 가져온 세그먼트
를 기본 세그먼트로 사용한 다음 필터를 추가하여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세그먼트 가져오기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the section called “세그먼트 가져오기” (p. 143)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세그먼트 구축
Amazon Pinpoint와 앱을 통합한 후 앱이 Amazon Pinpoint에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동적 세그먼
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동적 세그먼트를 만들 때 만들려는 세그먼트 유형을 선택하고 세그먼트 그룹을 만
든 다음 세그먼트와 해당 세그먼트를 정의하는 기준을 선택하여 해당 세그먼트 그룹을 구체화합니다. 예를 
들어 동적 세그먼트 그룹을 생성한 다음 Android 디바이스에 앱 2.0 버전을 사용하거나 최근 30일 내에 앱을 
사용한 모든 고객의 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는 앱이 새로운 고객 상호 작용을 기록할 
때 세그먼트를 지속적으로 재평가합니다. 그 결과, 각 세그먼트의 크기 및 멤버십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
합니다. Amazon Pinpoint와 앱을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애플리케이션과 
Amazon Pinpoint를 통합의Amazon Pinpoint 개발자 안내서.

세그먼트 그룹
동적 세그먼트를 생성할 때 하나 이상의 세그먼트 그룹을 생성합니다. 세그먼트 그룹은 다음과 같은 구성 요
소로 구성됩니다.

• 기본 세그먼트— 최초 사용자 집단을 정의하는 세그먼트. Amazon Pinpoint 프로젝트에서 기본 세그먼트를 
한 개, 여러 개 또는 모두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기준— 기본 세그먼트를 기반으로 하여 적용하는 대상 정보의 범주입니다. 여러 기준 그룹을 추가한 다음 
이러한 기준 간에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 필터— 필터는 세그먼트에 속하는 대상 수를 줄입니다. 필터는 세그먼트를 필요에 따라 맞춤 조정하기 위
해 원하는 만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세그먼트 그룹을 생성해야 하지만 선택적으로 두 번째 세그먼트 그룹을 생성한 다음 두 그룹 간
에 관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동적 세그먼트 생성
다음 단계에서는 세그먼트 생성 및 구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 1단계: 새 세그먼트 작성 또는 기존 세그먼트 가져오기 (p. 138)
• 2단계: 세그먼트 그룹 1 구성 (p.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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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그룹에 포함할 세그먼트 선택 (p. 139)
• 4단계: 세그먼트 기준 선택 및 구성  (p. 139)
• 5단계: 두 번째 기준 그룹 추가 (p. 141)
• 6단계: 세그먼트 그룹 2 추가 (p. 142)

1단계: 새 세그먼트 작성 또는 기존 세그먼트 가져오기
세그먼트를 구축하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후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All projects(모든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세그먼트를 추가하려는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에서 세그먼트를 선택합니다. 세그먼트 페이지가 열리고 앞서 정의한 세그먼트가 표시됩니다.
4. Create a segment(세그먼트 생성)를 선택합니다.
5. Create a segment(세그먼트 생성)에서 Build a segment(세그먼트 구축)를 선택합니다.

6. 용세그먼트 이름에서 나중에 세그먼트를 손쉽게 인식할 수 있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2단계: 세그먼트 그룹 1 구성
먼저 세그먼트 그룹에 대한 대상 세그먼트를 정의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세그먼트 그룹 1을 구성하려면

• Under세그먼트 그룹 1, 에 대한기본 세그먼트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모든 대상 포함— 둘 이상의 세그먼트를 기본 세그먼트로 사용하는 경우 새 세그먼트에는 선택하는 세
그먼트의 하나 이상에 있는 엔드포인트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동적 세그먼트
가 있을 수 있습니다.18# ##과### ##. 이 옵션을 선택할 때 대상 대상은 18세 이상의 대상입니다.또
는뉴욕시에 사는 사람.

• 모든 대상 포함— 둘 이상의 세그먼트를 기본 세그먼트로 사용하는 경우 새 세그먼트에는 선택한 모든 
세그먼트에 공통되는 엔드포인트만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동적 세그먼트가 있
을 수 있습니다.18# ##과### ##. 이 옵션을 선택할 때 타깃은 모두 18세 이상입니다.과뉴욕시에 사
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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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그룹에 포함할 세그먼트 선택
다음 단계는 그룹에 포함할 세그먼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그먼트는 세그먼트 그룹에서 타깃팅하
려는 대상으로 구성됩니다.

1. 드롭다운 목록에서 세그먼트 그룹에 포함할 세그먼트를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추가하는 각 세그먼트가 
섹션에 표시됩니다.

Note

세그먼트를 선택하면 세그먼트 드롭다운 목록이 닫히지 않습니다. 그룹에 포함시키는 각 세그
먼트별로 확인 표시와 함께 열려 있습니다. 제거할 세그먼트별로 확인 표시를 지울 수 있습니
다. 세그먼트 선택이 완료되면 드롭다운 외부의 영역을 선택하여 세그먼트를 닫습니다.

2. 세그먼트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면 세그먼트 예상 섹션이 업데이트되어 캠페인을 수신하도록 설정된 적
격 및 총 엔드포인트가 표시됩니다. 적합한 엔드포인트는 세그먼트 그룹에 대한 any/and 관계에 의해 결
정되는 엔드포인트이며, 합계는 관계 커넥터에 관계없이 모든 끝점의 합계입니다.

4단계: 세그먼트 기준 선택 및 구성
세그먼트를 선택한 후 해당 세그먼트에 속성, 연산자 및 값을 적용하여 대상 대상을 더 구체화할 수 있습니
다.

세그먼트 기준을 선택하고 구성하려면

1. 속성의 경우 다음 유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표준 속성— 기본 속성 중 하나를 기준으로 대상을 필터링합니다.
• 채널 유형— 수신자의 엔드포인트 유형에 따라 대상을 필터링합니다. 이메일, SMS, 푸시 또는 사용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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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잠재고객이 활성 또는 비활성 상태인지 여부를 필터링합니다.
• 사용자 지정 엔드포인트 속성— 엔드포인트별 속성을 기반으로 대상을 필터링합니다. 예를 들어 메일 

그룹을 옵트아웃한 고객 목록이나 메일 그룹에 가입한 고객 목록이 될 수 있습니다.
• 고객 사용자 속성— 사용자별 속성을 기준으로 대상을 필터링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

습니다.LastName또는FirstName.
• 지표— 정량적 평가를 기반으로 대상을 필터링합니다. 예를 들어, 메트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

정 위치를 방문한 잠재고객을 타겟팅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x횟수.
2. 를 선택합니다.Operator를 입력하고값. 연산자는 입력한 값에 대한 속성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값은 100

자를 초과할 수 없으며 모든 그룹, 기준 및 필터 간에 총 값을 100개 이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 가능한 연산자에 대해 설명합니다. 각 속성에는 지원되는 연산자 세트가 있습니다.

Note

채널 유형 속성은 연산자나 값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이후— 특정 날짜 이후에 대상을 필터링합니다.
• 이전— 특정 날짜 이전에 대상을 필터링합니다.
• 사이— 날짜 범위를 기준으로 대상을 필터링합니다.
• 포함— 문자열 내의 하위 문자열을 기반으로 대상을 필터링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 지표가 있는 경우ew반환###또는 뉴캐슬. 전달된 값은 대소문자를 구분하므로ew다음과 같은 다
른 결과를 반환합니다.EW.

• 사용 중— 활동 속성에만 사용됩니다. 다음 시간 프레임 중 하나를 기준으로 대상을 필터링합니다.마
지막 날,지난 7일,지난 14일또는지난 30일.

• 같음— Metrics 속성에만 사용되며 이 연산자는 결과를 숫자 값으로 필터링합니다. 예를 들어, 메트릭
이 있을 수 있습니다.##를 사용하여 위치를 방문한 고객만 결과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3타임즈.

• 초과— Metrics 속성에만 사용되며, 이 연산자는 전달된 수보다 큰 결과를 필터링합니다. 예를 들어, 
메트릭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음을 초과하는 위치를 방문한 고객만 결과를 필터링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3타임즈.

• 크거나 같음— Metrics 속성에만 사용되는 이 연산자는 전달된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결과를 필터링합니
다. 예를 들어, 메트릭이 있는 경우##이 연산자를 사용하여 위치를 방문한 고객만 결과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3여러 번 이상.

• Is— 엔드포인트별 속성을 기준으로 필터링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할 때 엔드포
인트가 얼마나 최근에 활성화되었는지 또는 얼마나 오랫동안 비활성화되었는지 지정합니다. 그 후에
는 해당 엔드포인트와 관련된 추가 속성을 선택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Is not— 전달된 값과 일치하는 결과를 필터링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특정 도시를 포함하는 결과를 필터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고객 사용자 엔드포인트 
이 연산자를 사용하고###값은 이 도시를 포함하는 모든 결과를 무시합니다.

• 미만— Metrics 속성에만 사용되며, 이 연산자는 전달된 수보다 작은 결과를 필터링합니다. 예를 들
어, 메트릭이 있을 수 있습니다.##을 (를) 사용하여 위치를 방문한 고객만 결과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
다.3타임즈.

• 작거나 같음— Metrics 속성에만 사용되는 이 연산자는 전달된 수보다 크거나 같은 결과를 필터링합니
다. 예를 들어, 메트릭이 있을 수 있습니다.##를 사용하여 위치를 방문한 고객만 결과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3시간 이하.

• :— 결과 필터링에 이 지표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메트릭이 있을 수 있습니다.OPTOUT를 사용하여 
메일 그룹을 옵트아웃한 고객만 결과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2020/11/09.

Note

Amazon Pinpoint 콘솔은 모든 시간 기반 필터에 대해 기본 시간인 00:00:00 UTC를 사용합니
다. 날짜를 입력한 경우2020-12-31콘솔은 다음과 같이 시간을 전달합니다.2020-12-31T 
12:00 Z. 따라서 날짜가 다른 2020-20-12를 통과하는 세그먼트가 여러 개 있는 경우 Amazon 
Pinpoint 콘솔은 해당 세그먼트의 날짜와 시간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2020-12-31T 
12:00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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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 사항) 추가 속성을 이 기준에 적용하려면필터 추가. 다른 세그먼트 기준 그룹을 만들려면기준 추
가. 두 번째 세그먼트 그룹을 생성하려면Add another 세그먼트 그룹 추가. 두 번째 세그먼트 그룹 추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6단계: 세그먼트 그룹 2 추가 (p. 142).

4. 이 세그먼트 설정을 마쳤으면 다음을 선택합니다.세그먼트 생성.

5단계: 두 번째 기준 그룹 추가
선택적으로 기준 그룹을 추가하여 결과를 더욱 구체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기준 그룹과 그 앞에 있는 그
룹 간에 관계를 만듭니다.

두 번째 기준 그룹을 추가하려면

1. 선택기준 추가.
2.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 그룹과 그룹 이전 그룹 간의 관계를 만듭니다.

• 과— 세그먼트에는 이 두 기준 그룹의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만이 포함됩니다.
• 또는— 세그먼트에는 이 기준 그룹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이 포함됩니다.
• 도 없습니다— 세그먼트는 기준에 맞는 대상을 결과에서 제외합니다.

3. (선택 사항) 다른 기준 그룹을 추가하려면기준 추가또는 두 번째 세그먼트 그룹을 추가하려면Add 
another 세그먼트 그룹 추가. 자세한 정보는 6단계: 세그먼트 그룹 2 추가 (p. 142)을 참조하십시오.

4. 세그먼트 그룹 설정을 마쳤으면 다음을 선택합니다.세그먼트 생성.

141



Amazon Pinpoint 사용 설명서
동적 세그먼트 생성

6단계: 세그먼트 그룹 2 추가
선택적으로 두 번째 세그먼트 그룹을 생성하고 세그먼트 그룹 1과의 관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 콘솔을 사용하여 세그먼트를 생성할 때 세그먼트에는 최대 2개 세그먼트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
다. 세그먼트에 두 번째 세그먼트 그룹을 추가할 경우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두 개의 세그먼
트 그룹의 연결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AND 로직 사용— AND 로직을 사용하여 두 개의 세그먼트 그룹을 연결하면 세그먼트에 이 두 세그먼트 그
룹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모든 엔드포인트가 포함됩니다.

• OR 로직 사용— OR 로직을 사용하여 두 개의 세그먼트 그룹을 연결하면 세그먼트에 이 세그먼트 그룹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모든 엔드포인트가 포함됩니다.

Note

가져온 세그먼트를 첫 번째 세그먼트 그룹의 기본 세그먼트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세그먼트 그룹
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세그먼트 그룹을 구성하려면

1. 선택Add another 세그먼트 그룹 추가.
2. 첫 번째 세그먼트 그룹과 관계를 생성합니다. 를 선택한 경우과에 이 세그먼트에는 이 두 세그먼트 그룹

의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만이 포함됩니다. 를 선택한 경우또는세그먼트에는 이 세그먼트 그룹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이 포함됩니다. 세그먼트 그룹 2에는 다음과 같은 세 번째 옵션이 있습니
다.대상 제외. 제외된 세그먼트는 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그먼트 그룹 2의 대상만 제외할 수 있습
니다.

3. 세그먼트 그룹 2에 포함할 세그먼트를 선택합니다. 3단계: 그룹에 포함할 세그먼트 선택 (p. 139) 섹션
을 참조하세요.

4. (선택 사항) 세그먼트를 필터링할 기준을 선택합니다. 4단계: 세그먼트 기준 선택 및 구성  (p. 139) 섹
션을 참조하세요.

5. (선택 사항) 기준 그룹을 추가합니다. 5단계: 두 번째 기준 그룹 추가 (p. 141) 섹션을 참조하세요.
6. 세그먼트 설정이 끝나면 Create segment(세그먼트 생성)을 선택합니다.

142



Amazon Pinpoint 사용 설명서
세그먼트 관리

세그먼트 관리
Amazon Pinpoint 콘솔을 사용하여 프로젝트 세그먼트에 대한 다른 관리 작업을 생성하고 보고 복사 및 수행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설정을 보기 위해 세그먼트를 여는 경우 세그먼트를 사용하는 캠페인을 빠르게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세그먼트를 관리하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후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모든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관리할 세그먼트가 들어 있는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에서 세그먼트를 선택합니다.
4. 세그먼트 목록에서 관리할 세그먼트를 선택합니다.
5. 작업 메뉴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세부 정보 보기— 이 옵션을 선택하면 세그먼트가 생성되었을 때의 날짜와 시간, 세그먼트가 최종 업
데이트되었을 때의 날짜와 시간을 포함하여 세그먼트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동적 세그먼트의 세부 정보를 볼 때, 세그먼트 기준을 충족하는 엔드포인트의 대략적인 수, 세그먼트
를 정의하는 세그먼트 그룹 및 필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져온 세그먼트의 세부 정보가 표시되면 
세그먼트에 대해 가져온 레코드 수도 표시됩니다. Amazon S3 위치에서 세그먼트를 가져온 경우 해당 
위치에 대한 세부 정보 및 해당 위치에서 세그먼트를 가져오는 데 사용된 IAM 역할의 이름도 표시됩
니다.

• Edit— 동적 세그먼트의 설정을 변경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Note

가져온 세그먼트의 속성을 편집할 수는 없습니다.
• 새 것으로 복사— 선택한 세그먼트의 사본에 해당되는 새 세그먼트를 생성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

다. 그러면 원래 세그먼트를 변경하지 않고 새 세그먼트의 모든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내보내기— 세그먼트를 컴퓨터의 파일로 내보내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세그먼트 

내보내기 (p. 151)을 참조하십시오.
• 삭제— 세그먼트를 영구 삭제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삭제한 후에는 세그먼트를 복구할 수 없습

니다.

Important

세그먼트를 삭제하는 경우 세그먼트를 사용하는 활성 캠페인이 실패하고 실행이 중지됩니
다. 마찬가지로 세그먼트를 사용하는 활성 여정은 실패하고 실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여정
이 계속 실행되면 세그먼트에 속한 참가자가 여정에서 조기에 제거될 수 있습니다. 세그먼트
를 삭제하기 전에 먼저 활성 캠페인이나 여정에서 세그먼트가 사용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
이 좋습니다.

세그먼트 가져오기
Amazon Pinpoint Pinpoint를 사용하면 세그먼트에 속한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가져와서 사
용자 세그먼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 외부에서 사용자 세그먼트를 정의하지만 Amazon 
Pinpoint 캠페인에 사용자를 참여시키려는 경우 세그먼트를 가져오는 것이 유용합니다.

콘솔에서 세그먼트 작성기를 사용하여 생성하는 동적 세그먼트와 달리 가져온 세그먼트는 변경되지 않는 엔
드포인트 또는 사용자 ID 집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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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포인트

이메일 주소, 모바일 디바이스 ID 또는 전화번호와 같이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엔드포인
트의 정의에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사용자 또는 디바이스를 설명하는 속성이 들어 있습니다. 사용자 ID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정의 목록을 가져와서 세그먼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세그먼
트를 생성하고 이전에 Amazon Pinpoint Pinpoint에 추가한 모든 엔드포인트를 새 정보로 업데이트합니
다.

사용자 ID

고객 중에서 개별 사용자를 나타내는 ID입니다. 이 ID는 하나 이상의 엔드포인트에 할당해야 합니다. 예
를 들어,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디바이스에서 앱을 사용하는 경우 앱은 그 사람의 사용자 ID를 각 디바
이스에 대한 엔드포인트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ID와 연결된 엔드포인트를 Amazon Pinpoint Pinpoint에 추가한 경우에만 사용자 ID를 가져와서 
세그먼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져온 세그먼트는 엔드포인트나 사용자 ID, 혹은 두 가지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를 사용하여 세그먼트에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잠재적 목적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져온 파일에 나열된 각 엔드포인트.
• 가져온 파일에 나열된 각 사용자 ID에 연결되어 있는 각 엔드포인트.

가져온 세그먼트를 기본 세그먼트로 사용하여 새 세그먼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기본 세그먼트
에 필터를 적용하여 필요에 따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가져온 세그먼트에 대한 고려 사항
가져온 세그먼트를 생성할 때는 다음 요인을 고려하십시오.

• 캠페인을 생성할 때 반드시 세그먼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동적 세그먼트를 선택하면 Amazon Pinpoint 
Pinpoint는 해당 세그먼트의 예상 크기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가져온 세그먼트를 선택하면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추정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 메시지를 전송하는 캠페인을 생성한 경우에는 가져온 세그먼트를 사용할 수 없습
니다. 이벤트 기반 캠페인은 동적 세그먼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적 세그먼트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세그먼트 구축 (p. 137)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세그먼트 파일
쉼표로 구분된 값(CSV) 또는 JSON 파일로 세그먼트에 속한 엔드포인트 또는 사용자 ID를 정의합니다. 그런 
다음 파일을 Amazon Pinpoint Pinpoint로 가져와 세그먼트를 생성합니다.

세그먼트를 가져올 때 다음을 명심하십시오.

• Amazon Pinpoint 압축된 파일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 가져오는 파일은 UTF-8 문자 인코딩을 사용해야 합니다.
• 새 엔드포인트를 가져오는 경우 Address 및 ChannelType 속성이 필요합니다.
• 기존 엔드포인트를 업데이트하는 경우 업데이트할 각 엔드포인트의 Id 속성이 필요합니다.
• 엔드포인트 정의에 특정 속성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목록을 보려면 지원되는 속성 (p. 148) 섹션을 참조

하세요. 또한 속성 이름은 50자 이하여야 합니다. 속성 값은 100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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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그먼트 파일의 예
이 단원의 예시 파일은 의 다음 데이터에 근거합니다.

엔드포인트 속성 값 예시

ChannelType Address Location.Country Demographic.PlatformDemographic.Make사용자. UserId

SMS +16045550182 CA Android LG example-user-
id-1

APNS 1a2b3c4d5e6f7g8h9i0j1a2b3c4d5e6fUS iOS Apple example-user-
id-2

EMAIL john.stiles@example.comUS iOS Apple example-user-
id-2

GCM 4d5e6f1a2b3c4d5e6f7g8h9i0j1a2b3cCN Android Google example-user-
id-3

EMAIL wang.xiulan@example.comCN Android OnePlus example-user-
id-3

이 표의 각 행은 개별 엔드포인트를 의미합니다. 사용자 ID example-user-id-2 및 example-user-
id-3은 각각 두 엔드포인트에 할당됩니다.

Example 엔드포인트 정의가 있는 파일

CSV

다음 예와 같이 CSV 파일로 정의된 엔드포인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ChannelType,Address,Location.Country,Demographic.Platform,Demographic.Make,User.UserId
SMS,+16045550182,CA,Android,LG,example-user-id-1
APNS,1a2b3c4d5e6f7g8h9i0j1a2b3c4d5e6f,US,iOS,Apple,example-user-id-2
EMAIL,john.stiles@example.com,US,iOS,Apple,example-user-id-2
GCM,4d5e6f1a2b3c4d5e6f7g8h9i0j1a2b3c,CN,Android,Google,example-user-id-3
EMAIL,wang.xiulan@example.com,CN,Android,OnePlus,example-user-id-3

첫 번째 줄은 엔드포인트 속성을 포함하는 헤더입니다. 가능한 속성의 전체 목록은 지원되는 속
성 (p. 148)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이어지는 줄에서 헤더 내 각 속성에 값을 제공하여 엔드포인트를 정의합니다.

값에 쉼표나 큰따옴표를 포함하려면 에서와 같이 값을 큰따옴표로 묶습니다"aaa,bbb".

CSV 파일에는 줄 바꿈이나 탭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파일에 줄 바꿈이나 탭이 있는 데이터가 포함된 경
우 파일의 데이터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가져오기 프로세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JSON

줄 바꿈으로 구분된 JSON 파일로 정의된 엔드포인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형식에서 각 줄은 다음 
예제와 같이 개별 엔드포인트 정의를 포함하는 완전한 JSON 객체입니다.

{"ChannelType":"SMS","Address":"+16045550182","Location":
{"Country":"CA"},"Demographic":{"Platform":"Android","Make":"LG"},"User":
{"UserId":"example-user-id-1"}}
{"ChannelType":"APNS","Address":"1a2b3c4d5e6f7g8h9i0j1a2b3c4d5e6f","Location":
{"Country":"US"},"Demographic":{"Platform":"iOS","Make":"Apple"},"User":
{"UserId":"example-user-i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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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Type":"EMAIL","Address":"john.stiles@example.com","Location":
{"Country":"US"},"Demographic":{"Platform":"iOS","Make":"Apple"},"User":
{"UserId":"example-user-id-2"}}
{"ChannelType":"GCM","Address":"4d5e6f1a2b3c4d5e6f7g8h9i0j1a2b3c","Location":
{"Country":"CN"},"Demographic":{"Platform":"Android","Make":"Google"},"User":
{"UserId":"example-user-id-3"}}
{"ChannelType":"EMAIL","Address":"wang.xiulan@example.com","Location":
{"Country":"CN"},"Demographic":{"Platform":"Android","Make":"OnePlus"},"User":
{"UserId":"example-user-id-3"}}

가능한 속성의 전체 목록은 지원되는 속성 (p. 148)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Example 사용자 ID가 있는 파일

CSV

CSV 파일에 나열된 사용자 ID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값에 쉼표나 큰따옴표를 포함하려면 “aaa, 
bbb”에서와 같이 값을 큰따옴표로 묶습니다.

CSV의 값 내에서는 줄 바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일 엔드포인트에 대한 여러 사용자 ID는 다음 예와 
같이 한 줄에 각 ID를 공백으로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User.UserId
example-user-id-1 example-user-id-2 example-user-id-3

첫 번째 줄은 헤더이며 User.UserId 속성만 포함해야 합니다.

다음 줄에는 세그먼트에 속한 각 사용자 ID가 나열됩니다.

예시로 나온 엔드포인트 정의에 보이듯, 사용자 ID example-user-id-1은 한 엔드포인트와 연결됩니
다. 사용자 ID example-user-id-2 및 example-user-id-3는 두 엔드포인트에 각각 연결됩니다. 
따라서 이 파일을 가져와서 생성한 세그먼트로 최대 5개의 엔드포인트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JSON

또한 다음 예와 같이 줄 바꿈으로 구분된 JSON 파일로 나열된 사용자 ID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User":{"UserId":"example-user-id-1"}}
{"User":{"UserId":"example-user-id-2"}}
{"User":{"UserId":"example-user-id-3"}}

예시로 나온 엔드포인트 정의에 보이듯, 사용자 ID example-user-id-1은 한 엔드포인트와 연결됩니
다. 사용자 ID example-user-id-2 및 example-user-id-3는 두 엔드포인트에 각각 연결됩니다. 
따라서 이 파일을 가져와서 생성한 세그먼트로 최대 5개의 엔드포인트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세그먼트 가져오기
Amazon Pinpoint Pinpoint로 세그먼트를 가져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직접 파일을 업
로드하거나 Amazon S3 버킷에 저장된 파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이 세그먼트를 더 쉽게 가져오는 방법이며 특히 사용자 컴퓨
터에 고객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더 편리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한 번에 10개의 파일만 가져올 수 있고 
1GB(기가바이트) 미만의 파일만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10개 이상의 파일을 가져와야 하거나 1GB보다 큰 파일을 업로드해야 하는 경우 Amazon S3에서 파
일을 가져와야 합니다. Amazon S3 가져오기 옵션은 고객 데이터 파일을 Amazon S3로 전송하여 저장하는 
프로세스가 이미 있는 경우에도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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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원에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세그먼트 가져오기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파일을 업로드하여 세그먼트 가져오기
최대 10개의 파일을 컴퓨터에서 바로 업로드하여 세그먼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업로드할 파일 형식은 CSV 
또는 JSON이면 되며, 형식을 조합하여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JSON 파일 한 개와 CSV 파
일 세 개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세그먼트를 가져오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All projects(모든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세그먼트를 추가하려는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에서 세그먼트를 선택합니다.
4. Create a segment(세그먼트 생성)를 선택합니다.
5. Create a segment(세그먼트 생성)에서 Import a segment(세그먼트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6. Import method(가져오기 방법)에서 Upload files from your computer(컴퓨터에서 파일 업로드)를 선택합

니다.
7. Files to import(가져올 파일)에서 Choose files(파일 선택)를 선택합니다. 가져오려는 파일을 선택합니다.

Note

컴퓨터의 파일 탐색기에서 Drop files here(여기에 파일 놓기) 영역으로 파일을 직접 끌어 놓아
도 됩니다.

8. Amazon Pinpoint Pinpoint에 파일을 업로드할 때는 가져오는 각 파일의 세그먼트 이름을 제공해야 합니
다. 아래 그림과 같이 Segment names(세그먼트 이름)에 가져올 파일별로 세그먼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Note

기본적으로 Amazon Pinpoint Pinpoint는 가져온 파일의 이름과 동일한 세그먼트 이름을 제공하
지만 파일 이름 확장자는 없습니다. 이 기본값을 원하는 이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 세그먼트에 동일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Amazon Pinpoint Pinpoint는 
각 파일에 대해 고유한 세그먼트를 생성하고 각 파일에 고유한 ID를 할당합니다. 생성일 역시 
가져오는 파일마다 약간 달라집니다. 동일한 이름의 세그먼트를 이러한 요소로 구분할 수 있습
니다.

9. 완료했으면 Create segment(세그먼트 생성)를 선택합니다.

Amazon S3에 저장된 파일에서 세그먼트 가져오기
이 절차를 사용하여 세그먼트를 가져오려면 먼저 Amazon S3 버킷을 만들고 해당 버킷에 파일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다양한 세그먼트의 파일을 별도의 폴더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세그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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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엔드포인트 또는 사용자 ID를 가져올 때 지정한 Amazon S3 위치에 속한 모든 폴더 및 하위 폴더 내의 
파일을 포함합니다.

버킷의 생성 및 객체 업로드에 대한 소개를 참조하세요.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세그먼트당 하나의 파일 형식 (CSV 또는 JSON) 만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지정한 
Amazon S3 경로에는 단일 유형의 파일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그먼트를 가져오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All projects(모든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세그먼트를 추가하려는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에서 세그먼트를 선택합니다.
4. Create a segment(세그먼트 생성)를 선택합니다.
5. Create a segment(세그먼트 생성)에서 Import a segment(세그먼트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6. Segment name(세그먼트 이름)에 나중에 알아보기 쉽도록 세그먼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7. Amazon S3 URL의 경우 세그먼트의 파일이 들어 있는 Amazon S3 버킷의 위치를 입력합니다. 버킷 주

소는 다음 형식이어야 합니다.

s3://bucket-name/folder-name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지정한 경로와 해당 경로의 모든 하위 폴더에서 파일을 가져옵니다.
8. IAM 역할의 경우 다음 단계 중 하나를 완료하십시오.

• Amazon Pinpoint S3 버킷에서 읽을 수 있는 역할을 생성하도록 하려면 자동으로 역할 생성을 선택합
니다. 그런 다음 IAM 역할에 생성 중인 역할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 Amazon Pinpoint S3 버킷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IAM 역할을 이미 생성한 경우 기존 역할 선택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IAM 역할에서 적절한 권한을 포함하는 역할을 선택합니다.

IAM 역할을 직접 생성하려면 Amazon Pinpoint 개발자 안내서의 엔드포인트 또는 세그먼트를 가져오기 
위한 IAM 역할을 참조하십시오. 역할을 생성한 후 Amazon Pinpoint 콘솔에서 지정합니다.

9. 가져올 파일 유형에서 Amazon S3에 업로드한 파일 형식에 따라 JavaScript 객체 표기법 (JSON) 또는 
쉼표로 구분된 값 (CSV) 을 선택합니다.

10. Create segment(세그먼트 생성)를 선택합니다.

지원되는 속성
이 섹션의 표는 Amazon Pinpoint Pinpoint로 가져오는 엔드포인트 정의에 지정할 수 있는 속성을 나열하고 
설명합니다. CSV 파일을 사용하여 세그먼트를 가져오는 경우 파일의 헤더는 속성 열에 표시되는 이름과 일
치해야 합니다.

JSON 파일의 경우 속성 이름의 마침표는 마침표 뒤의 이름이 마침표 앞의 값과 일치하는 이름의 상위 객체
에 중첩된 객체임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Demographic.Make 및 Demographic.Model 속성이 포함된 
JSON 파일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
"Demographic": { 
  ... 
  "Make":"Apple", 
  "Model":"iPhon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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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JSON 구조는 Amazon Pinpoint API 참조의 예제 엔드포인트 요청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세그먼트
를 가져올 때 EndpointStatus 및 EffectiveDate를 비롯한 엔드포인트 요청 스키마의 모든 속성이 지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 지정 필드가 CSV에 여러 값을 포함하려면 헤더를 복제하고 헤더당 하나의 값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
시:

...,User.UserId, User.UserAttributes.new_multi_field,User.UserAttributes.new_multi_field

...,example-user-id-2,test10,test20

custom_attribute로 표시된 속성 이름은 원하는 값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어 사용자의 이름과 성을 FirstName 및 LastName이라는 속성에 저장하려는 경우 각각
User.UserAttributes.FirstName 및 User.UserAttributes.LastName이라는 사용자 지정 속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속성 이름은 최대 50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속성 값은 최대 100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
다. 속성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JSON에서 사용자 지정 속성은 에서 형식을 지정해야"Attributes":{"Ride":["Bus"]} 합니다.

속성 설명

Address 엔드포인트로 보내는 메시지 또는 푸시 알림의 고유
한 대상 주소 (예: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또는 디바
이스 토큰).

Note

엔드포인트 주소가 전화 번호인 경우 
E.164 형식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E.164 
형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Wikipedia의 E.164를 참조하세요.

Attributes.custom_attribute 엔드포인트를 설명하는 사용자 지정 속성입니다. 이 
유형의 속성을 세그먼트를 만들 때 선택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ustom_attribute를 다른 
값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ChannelType 엔드포인트에 메시지 또는 푸시 알림을 보낼 때 사
용할 채널입니다. 예시:

• APNS— Apple 푸시 알림 서비스 (APN) 채널을 통
해 iOS 장치에서 실행 중인 앱으로 보내는 푸시 
알림을 수신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의 경우

• EMAIL— 이메일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는 엔드포
인트의 경우

• GCM— Firebase 클라우드 메시징 (FCM) 채널을 
통해 Android 기기에서 실행 중인 앱으로 보내는 
푸시 알림을 수신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의 경우입
니다.

• SMS— SMS 문자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는 엔드
포인트의 경우

Demographic.AppVersion 엔드포인트와 연결된 애플리케이션의 버전 번호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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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설명

Demographic.Locale ISO 639-1 alpha-2 코드, 밑줄(_), ISO 3166-1 
alpha-2 값 순의 형식으로 표시되는 엔드포인트의 
로캘입니다. 예를 들어, en_US는 미국의 영어 로캘
입니다.

Demographic.Make 엔드포인트 디바이스 제조업체(예: apple 또는
samsung)입니다.

Demographic.Model 엔드포인트 디바이스의 모델 이름 또는 번호(예:
iPhone 또는 SM-G900F)입니다.

Demographic.ModelVersion 엔드포인트 디바이스의 모델 버전입니다.

Demographic.Platform 엔드포인트 디바이스의 운영 체제(예: ios 또는
android)입니다.

Demographic.PlatformVersion 엔드포인트 디바이스의 운영 체제 버전입니다.

Demographic.Timezone 엔드포인트의 시간대(tz 데이터베이스 값)입니
다. 예: 태평양 표준시(북미)의 경우 America/
Los_Angeles.

EffectiveDate 엔드포인트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날짜와 
시간입니다(ISO 8601 형식). 예를 들어 2019
년 8월 23일 오전 10시 54분(UTC)인 경우
2019-08-23T10:54:35.220Z입니다.

Id 엔드포인트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Location.City 엔드포인트가 위치한 도시입니다.

Location.Country 엔드포인트가 위치한 국가 또는 리전의 2자 코드입
니다(ISO 3166-1 alpha-2 형식).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US입니다.

Location.Latitude 소수점 한 자리로 반올림된 엔드포인트 위치의 위도 
좌표입니다.

Location.Longitude 소수점 한 자리로 반올림된 엔드포인트 위치의 경도 
좌표입니다.

Location.PostalCode 엔드포인트가 위치한 지역의 우편 번호입니다.

Location.Region 엔드포인트가 있는 리전의 이름입니다(예: 시/도).

Metrics.custom_attribute 애플리케이션이 엔드포인트에 대해 Amazon 
Pinpoint Pinpoint에 보고하여 세그멘테이션 목
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 지정 숫자 지표 (예: 세
션 수 또는 카트에 남아 있는 항목 수) 입니다.
custom_attribute를 다른 값으로 대체할 수 있
습니다.

이러한 사용자 지정 값은 숫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
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이나 합계와 같은 산술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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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설명

OptOut 사용자가 메시지 및 푸시 알림 수신을 옵트아웃했는
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허용되는 값은 ALL(사용자가 
옵트아웃했고 모든 메시지 또는 푸시 알림을 수신하
고 싶지 않아 함) 또는 NONE(사용자가 옵트아웃하지 
않았고 모든 메시지 및 푸시 알림을 수신하고 싶어 
함)입니다.

RequestId 최근 엔드포인트 업데이트 요청의 고유 식별자입니
다.

User.UserAttributes.custom_attribute 사용자를 설명하는 사용자 지정 속성입니다.
custom_attribute를 FirstName 또는 Age와 
같은 다른 값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User.UserId 사용자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각 프로젝트의 엔드포인트 및 사용자에 대해 최대 250개의 사용자 지정 특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Amazon Pinpoint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Pinpoint 할당량을 참조하십시오.

Amazon Pinpoint 콘솔에서 세그먼트 내보내기
에서세그먼트Amazon Pinpoint 콘솔에서 기존 세그먼트를 컴퓨터의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 
Amazon Pinpoint는 해당 세그먼트의 엔드포인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파일로 내보냅니다.

이 기능은 Amazon Pinpoint를 사용하지 않는 조직 내 다른 사람과 세그먼트 멤버 목록을 공유할 때 유용합니
다. 그리고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세그먼트를 수정하려는 경우에도 도움이 됩니다.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All projects(모든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내보낼 세그먼트가 들어 있는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에서 세그먼트를 선택합니다.
4. 세그먼트 목록에서 내보낼 세그먼트를 선택합니다.
5. 다음 그림과 같이 페이지 맨 위에서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6. Amazon Pinpoint에서 새 내보내기 작업을 생성하면최근 수출탭세그먼트페이지

내보낸 세그먼트의 Export status(내보내기 상태) 열 값에 주의하십시오. 내보내기 작업을 처음 만들었을 
때의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몇 분 기다린 후 새로 고

침( ) 
버튼을 선택합니다. 상태가 여전히 진행 중이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또는 상태가
완료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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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세그먼트가 완료되는 데 10분 이상 걸리면 내보내기 프로세스가 시간 초과됩니다. 매우 큰 세
그먼트를 내보내야 하는 경우CreateExportJobAmazon Pinpoint API에서 작업을 수행합니다.

7. 다음 그림과 같이 다운로드를 선택하여 세그먼트를 컴퓨터에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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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Pinpoint 캠페인
캠페인은 특정 대상 세그먼트 (p. 137)와 접촉하는 메시징 이니셔티브입니다. 캠페인은 정의된 일정에 따라 
맞춤형 메시지를 보냅니다. 콘솔을 사용하여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지원하는 모든 단일 채널 (모바
일 푸시, 인앱, 이메일, SMS 또는 사용자 지정 채널) 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는 캠페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앱과 사용자 간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Amazon Pinpoint Pinpoint를 사용하여 해당 앱 사
용자에게 도달하는 푸시 알림 캠페인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은 최근에 앱을 실행한 적이 없는 
사용자를 다시 앱으로 유치하거나 최근에 구매한 적이 없는 사용자에게 특별 제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은 세그먼트의 모든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는 홀드아웃, 즉 메시지를 수신하지 
않는 사용자의 백분율을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그먼트는 Segments(세그먼트) 페이지에서 생성할 수도 있
고, 캠페인을 생성하는 동안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캠페인 일정을 설정하여 메시지를 한 번만 또는 반복적으로(예: 매주 한 번)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캠페인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새 계정을 생
성할 때나 고객이 장바구니에 항목을 추가하되 구매를 완료하지 않을 때 캠페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사용
자가 불편한 시간대에 메시지를 수신하는 일이 없도록 특정한 침묵 시간 동안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도록 캠
페인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 캠페인 전략을 실험하려면 캠페인을 A/B 테스트로 설정합니다. A/B 테스트에는 메시지 또는 일정에 대
한 처리가 2개 이상 포함됩니다. 처리는 메시지 또는 일정의 변형입니다. 사용자가 캠페인에 응답하면 캠페
인 분석을 통해 각 처리의 효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세그먼트에 접촉하거나 예약을 정의하지 않고 일회성 메시지를 보내려는 경우 캠페인을 만드는 대신 
간단히 직접 메시지를 전송 (p. 225)할 수 있습니다.

주제
• 1단계: 캠페인 생성 (p. 153)
• 2단계: 캠페인의 대상 지정 (p. 154)
• 3단계: 메시지 구성 (p. 155)
• 4단계: 캠페인 전송 시점 선택 (p. 164)
• 5단계: 캠페인 검토 후 시작 (p. 169)
• 캠페인 관리 (p. 169)

1단계: 캠페인 생성
캠페인 설정의 첫 번째 단계는 새 캠페인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새 캠페인을 생성할 때 캠페인 이름을 지정하
고 캠페인이 표준 캠페인인지 아니면 A/B 테스트 캠페인인지를 지정하고 캠페인을 전송하는 데 사용할 채널
을 선택합니다.

캠페인 생성을 시작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All projects(모든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캠페인을 생성할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에서 Campaigns(캠페인)를 선택합니다.
4. Create a campaign(캠페인 생성)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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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ampaign name(캠페인 이름)에 캠페인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설명이 포함된 이름을 사용하
면 나중에 캠페인을 쉽게 찾거나 검색할 수 있습니다.

6. Campaign type(캠페인 유형)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표준 캠페인 — 정의한 일정에 따라 세그먼트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 A/B 테스트 캠페인 — 표준 캠페인처럼 작동하지만 캠페인의 메시지 또는 일정에 대해 다양한 처리 방

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A/B 테스트 캠페인에서는 여러 메시지 버전을 생성하거나 일정을 사용하여 
성능을 비교합니다.

7. Choose a channel for this campaign(이 캠페인의 채널 선택)에서 캠페인을 보내는 데 사용할 채널을 선
택합니다.

Note

단일 채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는 채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채널은 기본적으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활성화됩니다.

8. 이전 단계에서 인앱 메시지를 선택한 경우 인앱 메시지의 우선 순위를 선택하십시오. 선택한 값에 따라 
트리거 이벤트에 대한 응답으로 표시되는 메시지가 결정됩니다.

다른 메시지 유형을 선택한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9. 다음을 선택합니다.

다음

2단계: 캠페인의 대상 지정 (p. 154)

2단계: 캠페인의 대상 지정
캠페인을 만들 때 해당 캠페인을 전송할 세그먼트를 선택합니다. 세그먼트란 특정한 속성을 공유하는 고객 
그룹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세그먼트 하나에 Android 디바이스에서 2.0 버전의 앱을 사용하는 모든 고객을 
넣거나 로스앤젤레스시에 거주하는 모든 고객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전제 조건

시작하기 전에 1단계: 캠페인 생성 (p. 153)을 완료합니다.

세그먼트를 지정하려면

1. Choose a segment(세그먼트 선택) 페이지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기존 세그먼트 사용 — 이미 세그먼트를 만들었고 해당 세그먼트로 캠페인을 전송할 준비가 되었으면 
이 옵션을 선택하세요.

• 세그먼트 만들기 — 아직 세그먼트를 만들지 않았거나 이 캠페인에 새 세그먼트를 만들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이 옵션을 선택한 경우 세그먼트 구축 (p. 137) 단원의 절차를 완료하여 세그먼트를 생
성합니다.

Note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 캠페인을 전송하고 싶으면(특정 시점에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동
적 세그먼트(가져온 세그먼트가 아니라)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그먼트 구
축 (p. 137) 단원을 참조하세요.

2. (선택 사항) 세그먼트 홀드아웃에서 이 캠페인을 수신하지 말아야 하는 세그먼트 구성원의 비율을 지정
합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적절한 수의 세그먼트 구성원을 무작위로 선택하고 캠페인에서 제
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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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능을 사용하여 홀드아웃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홀드아웃 테스트에서 무작위 수신자의 표본 
그룹을 제외한 다음 그들의 행동과 캠페인을 수신한 고객의 행동을 비교합니다(예를 들어, 구매의 수). 
이러한 방식으로 캠페인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단계: 메시지 구성 (p. 155)

3단계: 메시지 구성
캠페인의 대상 세그먼트를 지정한 후 캠페인에 대한 메시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표준 캠페인으로 만든 경우 단일 메시지를 구성합니다. 캠페인을 A/B 테스트 캠페인으로 설정한 경
우 두 개 이상의 처리를 정의합니다. 처리는 캠페인이 다양한 세그먼트 부분으로 전송하는 메시지의 변형입
니다.

전제 조건

시작하기 전에 2단계: 캠페인의 대상 지정 (p. 154)을 완료합니다.

캠페인 설정
1. 이 캠페인을 (표준 캠페인과 달리) A/B 테스트 캠페인으로 생성한 경우 각 처리를 수신해야 하는 세그먼

트 멤버의 백분율을 지정합니다. A/B 테스트 캠페인은 최대 5개 처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처리를 추가
하려면 Add another treatment(다른 처리 추가)를 선택합니다.

2. Create your message(메시지 생성) 페이지에서 캠페인 메시지를 구성합니다. 메시지 옵션은 캠페인에 
대해 선택한 채널에 따라 다릅니다.

이메일 캠페인을 만드는 경우 이메일 메시지 구성 (p. 155)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인앱 캠페인을 만드는 경우 를 참조하십시오인앱 메시지 구성 (p. 156).

SMS 캠페인을 만드는 경우 SMS 메시지 구성 (p. 159)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푸시 알림 캠페인을 만드는 경우 푸시 알림 구성 (p. 160)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지정 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는 캠페인을 만드는 경우 사용자 지정 채널 메시지 구
성 (p. 161)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이메일 메시지 구성

이메일 메시지를 구성하려면

1. 메시지 만들기 페이지의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캠페인에 대해 새 메시지를 디자인하고 작성하려면 Create a new email message(새 이메일 메시지 
작성)를 선택하십시오.

• 이메일 템플릿을 기반으로 하는 메시지를 작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1. Choose an existing email template(기존 이메일 템플릿 선택)을 선택한 다음 템플릿 선택을 선택합

니다.
2. 사용할 템플릿을 찾습니다. 목록에서 템플릿을 선택하면 Amazon Pinpoint Pinpoint는 템플릿의 활

성 버전 미리 보기를 표시합니다. (활성 버전은 일반적으로 검토를 거쳐 사용 승인을 받은 템플릿 
버전으로서 워크플로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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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하는 템플릿을 찾았으면 그 템플릿을 선택한 다음 템플릿 선택을 선택합니다.
4. 템플릿 버전에서 메시지를 전송하기 전에 템플릿에 적용할 수 있는 변경 내용을 포함하도록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메시지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이러한 옵션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메시지 템플릿 버전 관리 (p. 290)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5. 메시지에 대한 템플릿 옵션 선택을 마치면 5단계로 건너뜁니다.
2. Subject(제목)에 이메일 메시지의 제목 줄을 입력합니다.
3. Message(메시지)에 이메일 본문을 입력합니다.

Tip

이메일 본문은 HTML 또는 Design(디자인) 보기를 사용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HTML 보기에
서는 서식 및 링크와 같은 기능을 포함하여 이메일 본문의 HTML 컨텐츠를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뷰에서는 서식 도구 모음이 있는 리치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링크와 같은 
서식 지정 기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기를 전환하려면 메시지 편집기 위의 보기 선택기에서
HTML 또는 디자인을 선택합니다.

4. (선택 사항) 이메일 애플리케이션이 HTML을 표시하지 않는 수신자에게 전송되는 메시지의 본문에 표시
할 콘텐츠를 메시지 편집기 아래의 필드에 입력합니다.

5. 이 캠페인을 (표준 캠페인과 달리) A/B 테스트 캠페인으로 생성한 경우 각 처리에 대해 이 단원의 단계를 
반복합니다. 이메일 세부 정보 섹션의 상단에 있는 탭을 사용하여 처리 사이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6. 발신자 이메일 주소의 경우 이메일 채널을 설정하는 데 사용한 확인된 이메일 주소를 선택합니다.
7. 테스트 메시지를 보낼 위치를 선택합니다. 최대 10개의 이메일 주소 또는 엔드포인트 ID로 구성된 기존 

세그먼트일 수 있습니다.
8. 다음을 선택합니다.

인앱 메시지 구성

인앱 메시지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에게 대상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인앱 메시지는 고도로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웹 사이트를 열거나 사용자를 앱의 특정 부분으로 안내하는 버튼이 포
함될 수 있습니다. 배경 및 텍스트 색상을 구성하고, 텍스트를 배치하고, 알림에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
다. 단일 메시지를 보내거나 사용자가 스크롤할 수 있는 고유한 메시지를 최대 5개까지 포함하는 캐러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앱 메시지를 생성할 때 기존 템플릿에서 캠페인을 만들거나 새 메시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A/B 테스트 캠페인을 만들기로 선택한 경우 각 치료에 다른 템플릿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A/B 테스트 캠페
인에는 최대 다섯 가지 치료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Create your message(메시지 작성) 페이지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캠페인에 사용할 새 메시지를 만들려면 새 인앱 메시지 생성을 선택한 다음 2단계로 진행합니다.
• 기존 인앱 템플릿을 기반으로 메시지를 만들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기존 인앱 메시지 템플릿 선택을 선택한 다음 템플릿 선택을 선택합니다.
2. 사용할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목록에서 템플릿을 선택하면 Amazon Pinpoint Pinpoint는 템플릿의 

활성 버전 미리 보기를 표시합니다. 활성 버전 은 일반적으로 검토를 거쳐 사용 승인을 받은 템플릿 
버전입니다.

3. 사용하려는 템플릿을 찾으면 해당 템플릿을 선택한 다음 템플릿 선택을 선택합니다.
4. 템플릿 버전에서 Amazon Pinpoint Pinpoint가 메시지를 전송하기 전에 템플릿에 대한 변경 내용을 

포함하도록 메시지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이러한 옵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려면 메시지 템플릿 버전 관리 (p. 290)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5. 메시지의 템플릿 옵션 선택을 마치면 11단계로 진행합니다.
2. 인앱 메시지 세부 정보 섹션의 레이아웃에서 메시지의 레이아웃 유형을 선택합니다. 다음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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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 배너 - 페이지 상단에 배너로 표시되는 메시지입니다.
• 하단 배너 - 페이지 하단에 배너로 표시되는 메시지입니다.
• 중간 배너 - 페이지 중간에 배너로 표시되는 메시지입니다.
• 전체 화면 - 전체 화면을 덮는 메시지입니다.
• 모달 - 페이지 앞의 창에 표시되는 메시지입니다.
• 회전식 - 최대 5개 고유 메시지의 스크롤 가능한 레이아웃입니다.

3. 헤더에서 메시지 시작 부분에 나타나는 제목을 구성합니다. 캐러셀 메시지를 만든 경우 헤더가 포함된 
캐러셀의 첫 번째 메시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a. 배너에 표시할 헤더 텍스트용입니다. 최대 64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b. 헤더 텍스트 색상에서 헤더의 텍스트 색상을 선택합니다. 선택적으로 RGB 값이나 16진수 색상 코

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c. 머리글 정렬의 경우 텍스트를 왼쪽, 가운데 또는 오른쪽 균등 정렬할지 선택합니다.

4. 메시지에서 메시지의 본문을 구성합니다.

a. 메시지에 메시지 본문을 입력합니다. 메시지에는 최대 150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b. 텍스트 색상에서 메시지 본문의 텍스트 색상을 선택합니다. 선택적으로 RGB 값이나 16진수 색상 

코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c. 텍스트 정렬의 경우 텍스트를 왼쪽, 가운데 또는 오른쪽 균등 정렬할지 선택합니다.

5. (선택 사항) 메시지의 배경색을 변경합니다. 배경에서 메시지의 배경색을 선택합니다. 선택적으로 RGB 
값이나 16진수 색상 코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6. (선택 사항) 메시지에 이미지를 추가합니다. 이미지 URL 아래에 메시지에 표시할 이미지의 URL을 입력
합니다. .jpg 및.png 파일만 허용됩니다. 이미지 크기는 메시지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배너의 경우 이미지는 100픽셀 x 100픽셀 또는 가로 세로 비율이 1:1 이어야 합니다.
• 캐러셀의 경우 이미지는 300픽셀 x 200픽셀 또는 가로 세로 비율이 3:2 여야 합니다.
• 전체 화면 메시지의 경우 이미지는 300픽셀 x 200픽셀 또는 3:2 종횡비여야 합니다.

7. (선택 사항) 메시지에 버튼을 추가합니다. 기본 버튼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기본 버튼 추가를 선택합니다.
b. 버튼 텍스트에는 버튼에 표시할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최대 64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c. (선택 사항) 버튼 텍스트 색상의 경우 버튼 텍스트의 색상을 선택합니다. 선택적으로 RGB 값이나 

16진수 색상 코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d. (선택 사항) 배경색에서 버튼의 배경색을 선택합니다. 선택적으로 RGB 값이나 16진수 색상 코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e. (선택 사항) 테두리 반경에 반경 값을 입력합니다. 값이 낮을수록 모서리가 더 선명해지고 숫자가 높

을수록 모서리가 더 둥글게 표시됩니다.
f. Actions에서 사용자가 버튼을 탭할 때 발생하는 이벤트를 선택합니다.

• CLOSE - 메시지를 닫습니다.
• URL로 이동 — 웹 사이트를 엽니다.
• 딥링크로 이동 — 앱을 열거나 앱의 특정 위치를 엽니다.

장치 유형별로 버튼 동작을 다르게 하려면 기본 동작을 재정의하면 됩니다. 동작에서 탭을 사용하여 
버튼 동작을 수정할 장치 유형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iOS 장치의 버튼 동작을 수정하려면 iOS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기본 동작 재정의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액션을 지정합니다.

8. (선택 사항) 메시지에 보조 버튼을 추가합니다. 보조 버튼에서 보조 버튼 추가를 선택합니다. 이전 단계
의 절차에 따라 보조 버튼을 구성하십시오.

9. (선택 사항) 메시지에 사용자 지정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사용자 지정 데이터는 메시지와 함께 전달되는 
키-값 페어입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와 함께 프로모션 코드를 전달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캐러셀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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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내는 경우 각 캐러셀 메시지에 사용자 지정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데이터를 추
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사용자 지정 데이터에서 새 항목 추가를 선택합니다.
b. 키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을 수 PromoCode있습니다.
c. 키 값을 입력합니다. 당신은 12345# PromoCode수도 있습니다.
d. 메시지가 전송되면 메시지에 코드 12345# 포함됩니다.
e. 키-값 쌍을 더 추가하려면 새 항목 추가를 선택합니다. 메시지에 최대 10개의 키-값 페어가 추가됩

니다. 사용자 지정 데이터 추가가 완료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10. 메시지가 캐러셀인 경우 고유한 메시지를 최대 4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캐러셀에 메시지를 추가하

려면 캐러셀 개요 섹션을 확장합니다. 그런 다음 새 메시지 추가를 선택합니다. 앞의 단계를 반복하여 메
시지를 구성합니다.

캐러셀에 메시지를 추가하면 페이지 하단에 캐러셀에 포함된 메시지 수를 보여주는 아이콘이 표시되어
미리 보기 페이지가 업데이트됩니다.

다음은 메시지가 두 개 포함된 캐러셀이 표시된 이미지입니다.

11. (선택 사항) 이 캠페인을 A/B 테스트 캠페인 (표준 캠페인이 아님) 으로 만든 경우 각 처리에 대해 이 섹
션의 단계를 반복하세요. 인앱 메시지 템플릿 섹션 상단의 탭을 사용하여 치료 간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12. 다음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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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메시지 구성
Important

발신자 ID를 사용하여 인도의 수신자에게 SMS 메시지를 보내려면 추가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인도에 있는 수신자에게 SMS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특별 요구 사항 (p. 100)을 참조
하세요.

SMS 메시지를 구성하려면

1. Create your message(메시지 작성) 페이지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캠페인에 사용할 새 메시지를 디자인하고 작성하려면 새 SMS 메시지 만들기를 선택한 다음 2단계로 
진행합니다.

• SMS 템플릿을 기반으로 메시지를 만들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Choose an existing email template(기존 SMS 템플릿 선택)을 선택한 다음 템플릿 선택을 선택합니

다.
2. 사용할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목록에서 템플릿을 선택하면 Amazon Pinpoint Pinpoint는 템플릿의 

활성 버전 미리 보기를 표시합니다. 활성 버전 은 일반적으로 검토를 거쳐 사용 승인을 받은 템플릿 
버전입니다.

3. 원하는 템플릿을 찾았으면 그 템플릿을 선택한 다음 템플릿 선택을 선택합니다.
4. 템플릿 버전에서 Amazon Pinpoint Pinpoint가 메시지를 전송하기 전에 템플릿에 대한 변경 내용을 

포함하도록 메시지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이러한 옵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려면 메시지 템플릿 버전 관리 (p. 290)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5. 메시지의 템플릿 옵션 선택을 마치면 6단계로 이동합니다.
2. SMS 설정 섹션의 메시지 유형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프로모션 – 중요하지 않은 메시지입니다(예: 마케팅 메시지).
• 트랜잭션 — 다단계 인증을 위한 일회용 암호와 같이 고객 거래를 지원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Note

이 캠페인 수준 설정은 SMS 설정 페이지에서 설정한 기본 메시지 유형을 대체합니다.
3. (선택 사항) Origin 전화번호에서 메시지를 보낼 전화번호를 선택합니다. 이 목록에는 계정과 연결된 모

든 전용 전화번호가 나열됩니다. 계정에 여러 개의 전용 전화번호가 있고 발신 번호를 선택하지 않은 경
우 Amazon Pinpoint Pinpoint는 계정에서 단축 코드를 검색합니다. 짧은 코드를 찾으면 해당 단축 코드
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보냅니다. 계정에서 단축 코드를 찾을 수 없는 경우 10DLC 번호 (미국 수신자만 
해당), 무료 전화 번호 (미국 수신자만 해당), 긴 코드를 찾습니다.

4. (선택 사항) 보낸 사람 ID에 이 메시지를 보내는 데 사용할 영숫자 발신자 ID를 입력합니다.

Important

발신자 ID는 특정 국가 . 일부 국가 발신자 ID를 사용하기 전에 정부 또는 규제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발신자 ID가 수신자의 국가 지원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발신자 ID를 지정해야 
합니다. Sender ID 사용 가능 여부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지원되
는 국가 및 리전(SMS 채널) (p. 90).

5. 메시지에 메시지의 본문을 입력합니다.

Tip

SMS 메시지는 제한된 수의 문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긴 메시지는 여러 개의 메시지 부분으
로 나뉘며, 각 메시지 부분에 대해 별도로 요금이 청구됩니다. 포함할 수 있는 최대 문자 수는 
메시지에서 사용하는 문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정보는 Amazon Pinpoint SMS 문자 제
한 (p. 64)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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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택 사항) 이 캠페인을 A/B 테스트 캠페인 (표준 캠페인이 아님) 으로 만든 경우 각 처리에 대해 이 섹
션의 단계를 반복하세요. SMS 세부 정보 섹션의 상단에 있는 탭을 사용하여 처리 사이를 전환할 수 있습
니다.

7. 다음을 선택합니다.

푸시 알림 구성

푸시 알림을 구성하려면

1. Create your message(메시지 작성) 페이지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캠페인에 대한 새 메시지를 디자인하고 작성하려면 Create a new push notification(새 푸시 알림 생
성)을 선택하십시오.

• 푸시 알림 템플릿을 기반으로 하는 메시지를 작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1. Choose an existing push notification template(기존 푸시 알림 템플릿 선택)을 선택한 다음 템플릿 

선택을 선택합니다.
2. 사용할 템플릿을 찾습니다. 목록에서 템플릿을 선택하면 Amazon Pinpoint Pinpoint는 템플릿의 활

성 버전 미리 보기를 표시합니다. (활성 버전은 일반적으로 검토를 거쳐 사용 승인을 받은 템플릿 
버전으로서 워크플로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원하는 템플릿을 찾았으면 그 템플릿을 선택한 다음 템플릿 선택을 선택합니다.
4. 템플릿 버전에서 메시지를 전송하기 전에 템플릿에 적용할 수 있는 변경 내용을 포함하도록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메시지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이러한 옵션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메시지 템플릿 버전 관리 (p. 290)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5. 이 캠페인을 (표준 캠페인과 달리) A/B 테스트 캠페인으로 생성한 경우 각 처리에 대해 이 단원의 
단계를 반복합니다. 푸시 알림 세부 정보 섹션의 상단에 있는 탭을 사용하여 처리 사이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6. 마쳤으면 Next를 선택합니다.
2. 알림 유형에 보낼 메시지의 유형을 지정합니다.

• 표준 알림 — 제목, 메시지 본문, 기타 콘텐츠 및 설정이 포함된 푸시 알림입니다. 수신자가 메시지를 
수신하면 모바일 디바이스가 이를 수신자에게 알려줍니다.

• 자동 알림 — Amazon Pinpoint Pinpoint가 수신자의 디바이스에서 알림을 생성하지 않고 앱으로 전송
하는 사용자 지정 JSON 속성-값 쌍입니다. 자동 알림을 사용하여 앱이 수신 및 처리하도록 설계된 데
이터를 전송합니다. 예를 들어 앱의 구성을 업데이트하거나 인-앱 메시지 센터에 메시지를 표시하기 
위해 자동 알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원시 메시지 — 알림의 모든 콘텐츠 및 설정을 JSON 객체로 지정하는 푸시 알림입니다. 앱에 사용자 
지정 데이터를 보내 푸시 알림 서비스 대신 이 앱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 원시 메시지를 사용
하십시오.

Raw message(원시 메시지) 옵션을 선택하면 메시지 편집기에 메시지에 사용할 코드의 개요가 표시
됩니다. 메시지 편집기에서 지정하려는 선택적 설정 (예: 이미지, 사운드 및 동작) 을 포함하여 각 푸시 
알림 서비스에 사용할 콘텐츠 및 설정을 입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 중인 푸시 알림 서비스의 설
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원시 메시지 콘텐츠를 모두 입력한 후 A/B 테스트 캠페인으로 이 캠페인을 생성
한 경우 각 처리에 대해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마쳤으면 Next를 선택합니다.

표준 알림을 생성하려면

표준 알림을 생성하려면

1. 제목에 메시지 위에 표시할 제목을 입력합니다.
2. 본문에 메시지 본문을 입력합니다. 푸시 알림은 최대 200자까지 쓸 수 있습니다. 메시지에 문자를 추가

하면 필드 아래에 있는 문자 카운터가 200부터 카운트다운됩니다.
3. 작업에서 수신자가 알림을 탭하면 실행하려는 작업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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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열기 — 앱이 실행되거나 백그라운드로 전송된 경우 앱이 포그라운드 앱이 됩니다.
• URL로 이동 - 수신자 디바이스의 기본 모바일 브라우저가 시작되고 지정한 URL의 웹 페이지가 열립

니다. 예를 들어 이 작업은 사용자를 블로그 포스트로 리디렉션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 딥링크 열기 — 앱이 앱의 특정 페이지 또는 구성 요소로 열립니다. 예를 들어 이 작업은 사용자를 앱 

내 구매를 위한 특별 프로모션으로 리디렉션하는 경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4. (선택 사항) Media URLs(미디어 URL)에서 푸시 알림에 표시할 미디어 파일의 URL을 입력합니다. 

Android 또는 iOS용 푸시 알림 서비스가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 URL에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이 캠페인을 (표준 캠페인과 달리) A/B 테스트 캠페인으로 생성한 경우 각 처리에 대해 이 단원의 단계를 
반복합니다. 푸시 알림 세부 정보 섹션의 상단에 있는 탭을 사용하여 처리 사이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6. 다음을 선택합니다.

자동 알림을 생성하려면

자동 알림을 생성하려면

1. 메시지에 메시지의 내용을 JSON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정확한 메시지 내용은 사용하는 알림 서비스와 
앱에서 수신을 기대하는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이 캠페인을 (표준 캠페인과 달리) A/B 테스트 캠페인으로 생성한 경우 각 처리에 대해 이 단원의 단계를 
반복합니다. 푸시 알림 세부 정보 섹션의 상단에 있는 탭을 사용하여 처리 사이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3. 다음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지정 채널 메시지 구성

이 단원에서는 사용자 지정 채널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보내도록 캠페인을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사용
자 지정 채널을 사용하여 타사 서비스를 비롯해 API 또는 웹후크 기능이 있는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메시
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메시지 전송

API가 있는 서비스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려면 API를 호출하는 AWS Lambda 함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
한 함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개발자 안내서의 사용자 지정 채널 생성을 참
조하십시오.

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API를 호출하는 사용자 지정 채널을 구성하려면

1. 메시지 생성 페이지에서 사용자 지정 메시지 채널 유형 선택에서 Lambda 함수를 선택합니다.
2. Lambda 함수의 경우 캠페인이 실행될 때 실행할 Lambda 함수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3. 엔드포인트 옵션에서 Amazon Pinpoint Pinpoint가 사용자 지정 채널과 연결된 Lambda 함수 또는 웹후

크로 전송할 엔드포인트 유형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이 캠페인에 대해 선택한 세그먼트에 여러 엔드포인트 유형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용자 지정 
엔드포인트 유형 속성이 있는 엔드포인트에만 캠페인을 보내려면 사용자 지정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지
정 엔드포인트 유형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엔드포인트 유형 속성이 있는 엔드포
인트에만 사용자 지정 채널 캠페인을 보내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다음을 선택합니다.

웹후크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메시지 보내기

또한 세그먼트 멤버에 대한 정보를 서비스에 보내는 웹후크를 사용하는 사용자 지정 채널을 만들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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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후크를 사용하는 사용자 지정 채널을 구성하려면

1. Create your message(메시지 생성) 페이지의 Choose your custom message channel type(사용자 지정 
메시지 채널 유형 선택)에서 URL을 선택합니다.

2. Enter your custom message channel URL(사용자 지정 메시지 채널 URL 입력)에 웹후크의 URL을 입력
합니다.

지정한 URL은 “https://”로 시작해야 합니다. 영숫자 외에 하이픈(-), 마침표(.), 밑줄(_), 물결표(~), 물음
표(?), 슬래시 또는 솔리더스(/), 파운드 또는 해시 기호(#) 및 세미콜론(:)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URL은
RFC3986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엔드포인트 옵션에서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Lambda 함수로 전송할 엔드포인트 유형을 선택합
니다. 예를 들어 이 캠페인에 대해 선택한 세그먼트에 여러 엔드포인트 유형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용자 
지정 엔드포인트 유형 속성이 있는 엔드포인트에만 캠페인을 보내려면 사용자 지정을 선택합니다.

4. 다음을 선택합니다.

메시지 변수 사용
각 수신자에 대한 맞춤형 메시지를 생성하려면 메시지 변수를 사용합니다. 메시지 변수는 특정 사용자 속성
을 참조합니다. 이러한 속성에는 사용자 이름, 도시, 디바이스 또는 운영 체제와 같이 사용자에 대해 만들고 
저장하는 특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메시지를 전송할 때 변수를 수신자의 해
당 속성 값으로 대체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속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API 참조의 엔드포
인트 속성을 참조하십시오.

메시지에 변수를 포함시키려면 기존 속성의 이름을 메시지에 추가합니다. 이름은 두 세트의 중괄호로 묶고 
이름의 정확한 대소문자를 사용합니다 (예:){{Demographic.AppVersion}}.

보통 메시지 변수에 가장 유용한 속성은 사용자에 대해 만들고 저장하는 사용자 지정 속성입니다. 사용자 지
정 속성과 변수를 사용하여 각 수신자에 고유한 개인화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앱이 러너용 피트니스 앱이고 각 사용자의 이름, 선호하는 활동 및 개인 기록에 대한 사용자 지정 
속성을 포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메시지에서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Hey {{User.UserAttributes.FirstName}}, congratulations 
on your new {{User.UserAttributes.Activity}} record of 
{{User.UserAttributes.PersonalRecord}}!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이 메시지를 전송할 때 변수가 교체된 후 각 수신자마다 내용이 달라집니다. 
가능한 최종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Hi Jane Doe, congratulations on your new half marathon record of 1:42:17!

Or:

Hi John Doe, congratulations on your new 5K record of 20:52!

메시지 테스트
Amazon Pinpoint Pinpoint는 메시지 전송을 예약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메시지의 미리 보기를 표
시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및 기타 유형의 메시지의 경우 테스트 목적으로 소규모의 수신자 그룹을 대상으로 
테스트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 푸시 알림, 인앱 알림 또는 SMS와 같은 채널에서 테스트 메시
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메일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미리 보기
Amazon Pinpoint 메시지 편집기의 디자인 보기에는 웹 브라우저에서 렌더링된 것처럼 보이는 이메일 메시지
의 미리 보기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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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보기 대신 HTML 보기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메시지의 HTML 콘텐츠와 이메일 메시지 미리 보기를 
나란히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테스트를 보내기 전에 메시지가 예상대로 표시되는지 빨리 확인하고
자 할 때 유용합니다.

이 미리 보기는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에서 메시지가 어떻게 표시될 것인지 미리 보여 줄 뿐입니다. 그래도 여
러 수신자에게 테스트 이메일을 보내고 다양한 디바이스와 이메일 클라이언트를 사용해 그 테스트 메시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메일을 미리 보려면

1. 메시지 편집기의 HTML 보기 위 영역에서 미리 보기 없음을 선택한 다음 미리 보기를 선택합니다. 
Amazon Pinpoint HTML 편집기 옆에 미리 보기 창을 표시합니다.

2. (선택 사항) HTML 콘텐츠와 미리 보기를 더 큰 창에서 표시하려면 메시지 편집기 위쪽 영역에서
Fullscreen(전체 화면)을 선택합니다.

테스트 메시지 전송
고객이 메시지를 수신할 때 메시지가 올바로 나타나도록 하려면 실제 수신자에게 테스트 메시지를 발송해 보
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메시지의 테스트 버전을 전송함으로써 캠페인 상태와 무관하게 메시지의 내용과 외
관을 점차 개선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메시지를 발송할 때는 다음 요인을 고려하십시오.

• 일반 캠페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테스트 메시지 발송에도 요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테스
트 이메일 10,000건을 발송하면 그에 대한 USD $1.00의 요금이 발생합니다.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요금을 참조하세요.

• 테스트 메시지 수는 계정의 전송 할당량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4시간 주기로 이메일 10,000건을 발
송하기로 승인받은 계정에서 테스트 이메일 100건을 발송한 경우, 동일한 24시간 동안 추가로 발송할 수 
있는 이메일은 최대 9,900건입니다.

• 특정 사용자에게 테스트 메시지를 발송할 때는 최대 10개 주소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쉼표를 사용해 여
러 주소를 구분합니다.

Note

"주소"라는 단어는 (이 섹션에 사용한 것처럼) 이메일 주소, 모바일 전화번호, 엔드포인트 ID, 디바
이스 토큰 중 어느 것이나 지칭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전화번호로 테스트 SMS 메시지를 전송할 때 E.164 형식으로 전화번호를 나열해야 합니다. 즉, 더하
기 기호 (+), 앞에 0이 없는 국가 코드, 지역 번호를 포함한 전체 가입자 번호 (예: +12065550142) 를 포함
해야 합니다. E.164 형식의 번호에는 괄호, 마침표, 하이픈, 그 밖에 더하기 외의 다른 기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E.164 전화번호는 최대 15자리입니다.

• 테스트 푸시 알림을 발송할 때 주소는 반드시 엔드포인트 ID 아니면 디바이스 토큰이어야 합니다.
• 테스트 인앱 알림을 보내면 테스트 메시지는 전송한 후 30분 동안만 활성화됩니다. 또한 동일한 엔드포인

트에 여러 테스트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새 메시지가 이전 메시지를 모두 덮어씁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메시지에서 엔드포인트를 제거하면 해당 엔드포인트에서 해당 메시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세그먼트에 테스트 메시지를 발송할 때는 세그먼트를 오직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함된 엔드포
인트가 100개 이하인 세그먼트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세그먼트에 테스트 메시지를 보내면 Amazon Pinpoint Pinpoint는 해당 테스트에 대한 캠페인을 생성합니
다. 캠페인 이름에 "테스트"라는 단어가 포함되고 임의의 영숫자 4개가 붙은 다음 캠페인 이름이 붙습니
다. 이러한 캠페인은 계정에 포함할 수 있는 최대 활성 캠페인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특정 수신자에게 테스트 메시지를 보낼 때 새 캠페인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 테스트 메시지와 연결된 이벤트는 상위 캠페인의 지표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캠페인 분석 페이지의 엔
드포인트 전송 차트에는 성공적으로 전송된 테스트 메시지 수가 포함됩니다.

테스트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 세그먼트로 보내거나 지정한 주소 목록으로 보
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용 사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를 테스트하는 일반인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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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경우, 엔드포인트를 모두 포함한 세그먼트를 생성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테스트 메시지를 주기적
으로 바뀌는 테스터 집단에게 전송하거나 동적으로 생성한 주소로 전송해야 하는 경우, 수신자를 수동으로 
지정하는 것이 더 용이할 것입니다.

테스트 메시지를 세그먼트로 전송하려면

1. 메시지 편집기 아래에서 Send a test message(테스트 메시지 전송)를 선택합니다.
2. Send a test message(테스트 메시지 전송) 대화 상자의 Send a test message to(테스트 메시지 전송 대

상)에서 A segment(세그먼트)를 선택합니다.
3. 드롭다운 목록에서 테스트 메시지를 보낼 세그먼트를 선택합니다.

Note

Amazon Pinpoint Pinpoint는 100개 이상의 엔드포인트를 포함하는 모든 세그먼트를 이 목록에
서 자동으로 제외합니다.

4. 메시지 전송을 선택합니다.

테스트 메시지를 특정 수신자에게 전송하려면

1. 메시지 편집기 아래에서 Send a test message(테스트 메시지 전송)를 선택합니다.
2. Send a test message(테스트 메시지 전송) 대화 상자의 Send a test message to(테스트 메시지 전송 대

상)에서 아래 표의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전송 항목 선택 입력 항목

이메일 이메일 주소 쉼표로 구분된 유효한 이메일 주
소 목록.

인앱 메시지 엔드포인트 ID 또는 세그먼트. 쉼표로 구분된 엔드포인트 ID 목
록 또는 단일 세그먼트. 테스트
용 새 세그먼트를 만들 수도 있
습니다.

SMS 메시지 전화 번호 쉼표로 분리된 E.164 형식의 전
화번호 목록.

모바일 푸시 알림 Endpoint IDs(엔드포인트 ID) 또
는 디바이스 토큰

선택한 주소의 유형에 따라 쉼표
로 구분된 엔드포인트 ID 목록 
또는 디바이스 토큰 목록

3. 메시지 전송을 선택합니다.

다음

4단계: 캠페인 전송 시점 선택 (p. 164)

4단계: 캠페인 전송 시점 선택
메시지를 작성하고 난 후에 캠페인이 전송되는 시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시, 예약한 날짜 및 시간에, 반
복적으로, 또는 특정 이벤트 발생 시 캠페인이 전송되도록 전송 시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Tip

캠페인이 실행 중이면 캠페인이 완료되고 일시 중지됩니다. 일시 중지는 반복되는 future 예정된 캠
페인의 다음 실행을 일시 중지하거나 건너뛰기만 합니다. 즉시 예약된 캠페인은 일시 중지할 수 없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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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을 만들 때 해당 캠페인을 전송할 세그먼트를 선택합니다. 세그먼트란 특정한 속성을 공유하는 고객 
그룹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세그먼트 하나에 Android 디바이스에서 2.0 버전의 앱을 사용하는 모든 고객을 
넣거나 로스앤젤레스시에 거주하는 모든 고객을 넣을 수 있습니다.

주제
• 이메일, SMS, 음성 메시지, 푸시 또는 맞춤 캠페인 예약 (p. 165)
• 인앱 캠페인 일정 잡기 (p. 167)

전제 조건

시작하기 전에 3단계: 메시지 구성 (p. 155)을 완료합니다.

이메일, SMS, 음성 메시지, 푸시 또는 맞춤 캠페인 예약
이 단원의 주제:

• 즉시 캠페인 전송 (p. 165)
• 특정 날짜 및 시간에 캠페인 전송 (p. 165)
• 반복적으로 캠페인 전송 (p. 166)
• 이벤트 발생 시 캠페인 전송 (p. 166)
• 이벤트 기반 캠페인 사용을 위한 모범 사례 (p. 167)

생성이 완료되는 즉시 캠페인을 전송하고 싶으면 즉시 캠페인을 전송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즉시 캠페인 전송
생성이 완료되는 즉시 캠페인을 전송하고 싶으면 즉시 캠페인을 전송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즉시 실행되도
록 설정된 캠페인은 일시 중지할 수 없습니다.

즉시 캠페인을 전송하려면

1. When should the campaign be sent(캠페인 전송 시점)에서 At a specific time(특정 시점에)를 선택합니
다.

2. How often should the campaign be sent(캠페인 전송 빈도)에서 Immediately(즉시)를 선택합니다.
3. 다음을 선택하여 마지막 단계로 계속 진행합니다.

특정 날짜 및 시간에 캠페인 전송
캠페인을 딱 한 번만 전송하고 싶으면 특정 날짜 및 시간에 캠페인이 전송되도록 예약합니다.

특정 날짜 및 시간에 캠페인을 전송하려면

1. When should the campaign be sent(캠페인 전송 시점)에서 At a specific time(특정 시점에)를 선택합니
다.

2. How often should the campaign be sent(캠페인 전송 빈도)에서 Once(한 번만)를 선택합니다.
3. 시작 날짜 및 시간에서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메시지를 전송해야 하는 날짜 및 시간을 선택합니

다.
4. 시간대에서 캠페인을 예약하는 데 사용하고 싶은 시간대를 선택합니다. 선택 사항으로 Use recipient's 

local time(수신자의 현지 시간 사용)을 선택하여 각 수신자의 현지 시간대를 기준으로 배달 시간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5. 다음을 선택하여 마지막 단계로 계속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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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캠페인 전송
반복적으로 캠페인이 전송되도록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캠페인의 빈도와 시작 및 종료 날짜를 지정할 수 있
습니다.

반복적으로 캠페인을 전송하려면

1. When should the campaign be sent(캠페인 전송 시점)에서 At a specific time(특정 시점에)를 선택합니
다.

2. 캠페인 전송 빈도에서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반복 캠페인을 전송할 빈도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
어 일주일에 한 번 메시지를 전송하려면 매주를 선택합니다.

3. 시작 날짜 및 시간에서 Amazon Pinpoint Pinpoint가 반복 시리즈의 첫 번째 메시지를 전송해야 하는 날
짜 및 시간을 선택합니다.

4. 종료 날짜 및 시간에서 Amazon Pinpoint Pinpoint가 반복 메시지 전송을 중단해야 하는 날짜 및 시간을 
선택합니다.

5. 시간대에서 시작 및 종료 시간의 기준이 되는 시간대를 선택합니다. 선택 사항으로 Use recipient's local 
time(수신자의 현지 시간 사용)을 선택하여 각 수신자의 현지 시간대를 기준으로 배달 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6. 다음을 선택하여 마지막 단계로 계속 진행합니다.

이벤트 발생 시 캠페인 전송
고객이 특정 조치를 취할 때 캠페인을 전송하고 싶으면 특정 이벤트 발생 시 전송이 되도록 캠페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새 계정을 등록하거나 고객이 장바구니에 품목을 추가했지만 구매하지 않은 
경우 캠페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Amazon Pinpoint로 이벤트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
려면 Amazon Pinpoint 개발자 안내서의 애플리케이션 이벤트 보고를 참조하십시오.

Note

캠페인이 동적 세그먼트(가져온 세그먼트가 아니라)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벤트 기반 메시지만 전
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AWS 모바일 SDK를 사용하여 앱을 Amazon Pinpoint Pinpoint와 통합하는 
경우 이벤트 기반 캠페인의 메시지는 앱이AWS Mobile SDK for Android 버전 2.7.2 이상 또는AWS 
Mobile SDK for iOS 버전 2.6.30 이상을 실행하는 고객에게만 전송됩니다.

이벤트 발생 시 캠페인이 전송되도록 구성하려면

1. When should the campaign be sent(캠페인 전송 시점)에서 When an event occurs(이벤트 발생 시)를 선
택합니다.

2. 이벤트에서 캠페인을 시작하는 이벤트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3. (선택 사항) 속성 및 지표에서 캠페인을 시작하는 특정 특성을 선택합니다.

Tip

사용자로부터 이벤트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할수록 이벤트 트리거를 설정할 때 더 많은 옵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속성 및 지표는 Amazon Pinpoint Pinpoint에 해당 값을 제공한 경
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데이터 캡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Amazon Pinpoint 
개발자 안내서의 애플리케이션 이벤트 보고를 참조하십시오.

4. 캠페인 날짜에서 시작 날짜 및 시간에 대해 시작 날짜를 선택합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이전
에 지정한 이벤트가 시작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만 캠페인을 전송합니다.

Note

선택한 시작 날짜 및 시간은 최소 15분 이후여야 합니다.
5. 종료 날짜 및 시간에서 종료 날짜를 선택합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이전에 지정한 이벤트가 

종료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만 캠페인을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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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간대에서 시작 및 종료 날짜의 기준이 되는 시간대를 선택합니다.
7. 다음을 선택하여 마지막 단계로 계속 진행합니다.

이벤트 기반 캠페인 사용을 위한 모범 사례
이벤트 기반 캠페인을 생성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제약 조건과 모범 사례가 있습니다.

• 2단계 (p. 154)에서 동적 세그먼트(가져온 세그먼트가 아니라)를 선택한 경우에만 이벤트 기반 캠페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AWS모바일 SDK를 사용하여 앱을 Amazon Pinpoint Pinpoint와 통합하는 경우 이벤트 기반 캠페인에서 제
대로 작동하려면 앱에서 다음 버전의 SDK를 사용해야 합니다.
• AWS Mobile SDK for Android 버전 2.7.2 이상
• AWS Mobile SDK for iOS 버전 2.6.30 이상

이러한 제한 때문에 호환되는 버전의 SDK를 실행하는 앱 버전을 사용하는 고객만 포함하도록 세그먼트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중하게 이벤트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session.start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이벤트 기반 캠페인
을 전송하면 사용자가 메시지에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가 24시간 기준으로 단일 
엔드포인트에 보내는 메시지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일반 설정 (p. 308)을 참조하세요.

인앱 캠페인 일정 잡기
이 섹션에는 Amazon Pinpoint 콘솔을 사용하여 인앱 메시지의 매개 변수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포
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파라미터에는 다음 설정이 포함됩니다.

• 트리거 이벤트 — 트리거 이벤트는 인앱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고객이 수행하는 작업입니다. 트리거 이벤트
에는 앱 열기, 구매 또는 메뉴 열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트리거 이벤트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앱 내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 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전환 이벤트 — 전환 이벤트는 웹사이트 방문자를 고객으로 만들고 현재 고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
다. 전환 이벤트는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트리거 이벤트와 함께 사용하십시오. 전환 이벤트를 추가한 후에
는 Amazon Pinpoint 콘솔의 캠페인 분석 (p. 239) 페이지에서 해당 성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인앱 메시지를 보고 전환 이벤트에서 설정한 작업을 수행하면 분석을 위해 전환이 기록됩니다.

이 단원의 주제:
• 트리거 정의 및 캠페인 시작일 및 종료일 설정 (p. 167)
• (선택 사항) 캠페인 글로벌 설정 변경 (p. 168)

트리거 정의 및 캠페인 시작일 및 종료일 설정
트리거 이벤트 설정하기

1. 캠페인을 시작하는 트리거 이벤트를 추가합니다. 트리거 이벤트 이름을 수동으로 입력하거나 드롭다운 
목록에서 기존 트리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Purchase# #####.

이제 속성이나 전환과 같은 추가 정보를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 트리거 이벤트는 온라인 구매를 하
는 모든 사람에게 인앱 캠페인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2. (선택 사항) 이벤트 속성을 추가합니다. 이벤트 속성은 트리거를 구체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속성 이름과 
값으로 구성됩니다. ## ## Purchase ### #### ### #### ## ### #### #### ## #### ##
## ### ### # ####. 품목이 $10 USD 이상인 원예용 장갑 한 켤레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속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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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한 다음 가치에서 ### ### 선택합니다. (3단계에서 비용에 대한 이벤트 메트릭을 설정합니
다.)

인앱 메시지를 받는 사람의 범위를 더 좁히려면 새 속성 추가를 선택하고 추가 속성 및 값을 추가하십시
오. 속성에 가능한 값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각 속성과 값 쌍을 별도로 추가해야 합니다.

동일한 속성을 다른 값으로 여러 번 사용하는 경우 Amazon Pinpoint Pinpoint는 값 사이에 “또는”를 사용
하여 캠페인 속성을 처리합니다.

3. (선택 사항) 이벤트 지표를 선택합니다. 이 이벤트는 일반적으로 기간 또는 비용과 같은 다양한 수치를 
사용합니다. 이벤트를 입력한 후 다음 Operator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다음과 같습니다
• 보다 큽니다
• 보다 작습니다
• 보다 크거나 같음
• 보다 작거나 같음

연산자의 값을 입력합니다. 숫자 값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Purchase 트리거에 다음 값을 입력합니
다. [지표] 의 경우 [##] 을 선택하고 연산자의 경우 [가격] 보다 크거나 같음을 선택합니다. 값으로 10#
선택합니다. 이제 원예용 장갑을 $10 USD 이상으로 구매한 모든 사용자에게 인앱 메시지가 표시됩니
다.

Note

인앱 메시지에는 단일 지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캠페인 날짜에서 시작 날짜 및 시간에 대해 시작 날짜를 선택합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이전

에 지정한 이벤트가 시작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만 캠페인을 전송합니다.
Note

선택한 시작 날짜 및 시간은 15분 이상 future 설정해야 합니다.
5. 종료 날짜 및 시간에서 종료 날짜를 선택합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이전에 지정한 이벤트가 

종료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만 캠페인을 전송합니다.
6. 시간대에서 시작 및 종료 날짜의 기준이 되는 시간대를 선택합니다.

(선택 사항) 캠페인 글로벌 설정 변경
캠페인 글로벌 설정은 사용자에게 메시지가 표시되는 빈도를 결정합니다. 고객은 트리거 이벤트를 시작할 때
마다 동일한 인앱 메시지가 표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고객이 인앱 메시지를 보는 횟수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캠페인의 전체 설정을 변경하려면

1. 엔드포인트당 조회되는 최대 세션 메시지 수에 대해서는 세션 중에 고객에게 인앱 메시지가 표시되는 횟
수를 지정합니다. 세션은 고객이 애플리케이션과 상호 작용하는 기간으로 정의됩니다. 레벨을 0## 10#
# 설정합니다. 0# 세션 수에 제한이 없는 동안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값을 2# 입력하면 고객
은 별도의 두 세션 동안에만 인앱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고객이 세 번째 세션에서 앱과 상호 작용하는 
경우 인앱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2. 엔드포인트당 조회되는 최대 일일 메시지 수에서 기본 설정 재정의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하루 동안 
고객이 메시지를 보는 횟수를 설정합니다. 레벨을 0## 10## 설정합니다. 0# 하루 동안 메시지를 무제한
으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값을 2# 입력하면 고객은 24시간 동안 인앱 메시지를 두 번만 보게 됩니다.

3. 엔드포인트당 표시되는 최대 세션 메시지 수에서 기본 설정 재정의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고객이 볼 
수 있는 인앱 메시지 수를 설정합니다. 여러 인앱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엔드포인트에 표시되는 메시지 
수를 제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레벨을 0## 10## 설정합니다. 0# 메시지를 무제한으로 표시합니다. 예
를 들어 값을 2# 입력하면 보내는 메시지 수에 관계없이 고객에게 인앱 메시지가 두 개만 표시됩니다.

168



Amazon Pinpoint 사용 설명서
5단계: 캠페인 시작

다음

5단계: 캠페인 검토 후 시작 (p. 169)

5단계: 캠페인 검토 후 시작
그러면 대상 세그먼트에 캠페인을 전송할 준비가 거의 완료됩니다. 캠페인을 시작하려면 먼저 설정을 검토하
여 필요에 따라 변경해야 합니다.

전제 조건

시작하기 전에 4단계: 캠페인 전송 시점 선택 (p. 164)을 완료합니다.

캠페인을 검토 후 시작하려면

1. Review and launch(검토 및 시작) 페이지에서 캠페인의 설정을 검토합니다.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 창의 
왼쪽에 있는 탐색 섹션을 사용하여 편집하려는 내용이 포함된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2. 모든 설정이 올바르면 Launch campaign(캠페인 시작)을 선택합니다.

캠페인 관리
Amazon Pinpoint 콘솔에서 캠페인 설정을 업데이트하거나, 캠페인을 삭제하거나, 기존 캠페인을 새 캠페인
에 복사합니다.

Note

10DLC 캠페인은 특정 프로젝트 외부에 존재하므로 이러한 캠페인에 대한 정보는 Amazon Pinpoint 
콘솔의 SMS 및 음성 페이지에 있는 10DLC 캠페인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관리하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후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All projects(모든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캠페인을 관리할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에서 Campaigns(캠페인)를 선택합니다.
4. Campaigns(캠페인) 페이지에서 관리할 캠페인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작업 메뉴에서 다음 이미지와 

같이 수행하려는 작업을 선택합니다.

작업 메뉴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세부 정보 보기 — 선택한 캠페인의 세부 정보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캠페인에 대한 정
보(예: 캠페인 유형, 캠페인 상태 및 캠페인에서 대상으로 지정한 엔드포인트의 수)를 볼 수 있습니다.

• 분석 보기 — 선택한 캠페인의 분석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캠페인 분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캠페인 
차트 (p. 239)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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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변경 — 대상 세그먼트, 메시지 내용, 전달 시간을 비롯한 캠페인 설정을 변경합니다. 아직 전송
하지 않은 캠페인에 대해서만 이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복제 — 캠페인을 복사하여 해당 설정을 새 캠페인의 템플릿으로 사용하고 원래 설정을 변경하거나 유
지할 수 있습니다.

• 삭제 —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캠페인을 제거하고 캠페인을 통한 메시지 전송을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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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Pin여정 여정 여정 여행 여행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여정은 맞춤형 다단계 참여 경험입니다. 여정을 생성할 때는 먼저 여정에 참
여할 고객을 정의하는 세그먼트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고객이 여정에서 통과하는 활동을 추가합니다. 활
동에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고객의 속성이나 동작에 따라 고객을 그룹으로 분할하는 작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
다.

여정 활동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각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정에 이메일 보
내기 활동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이 유형의 활동에 도착하면 이메일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여정 활
동의 또 다른 유형은 다변량 분할 활동입니다. 고객이 이러한 유형의 활동에 도착하면 세그먼트 멤버십이나 
이전 여정 활동과의 상호 작용에 따라 여러 경로로 구분됩니다. 여정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정 알아보
기 (p. 171)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이 장에서는 Amazon Pinpoint에서의 여정에 대한 개념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정 생성, 관리, 테스트 및 게
시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단원의 주제:
• 여정 알아보기 (p. 171)
• 여정 생성 (p. 174)
• 여정 입력 활동 설정 (p. 177)
• 여정에 액티비티 추가 (p. 182)
• 여정 검토 및 테스트 (p. 203)
• 여정 게시 (p. 205)
• 여정 일시 중지, 재개 또는 중지 (p. 206)
• 여정 지표 보기 (p. 207)
• 여정을 위한 팁과 모범 사례 (p. 219)

여정 알아보기
여정에는 익숙하지 않은 몇 가지 새로운 개념과 용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에서는 이러한 개념에 대
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여정 용어
여정 작업 영역

활동을 추가하여 여정을 생성하는 여정 페이지의 영역입니다.
활동

여정의 한 단계입니다. 참가자가 다양한 유형의 활동에 도착할 때마다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활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전송

참가자가이메일 전송활동, Amazon Pinpoint에서 이메일을 보냅니다. 을 생성할 때이메일 전송활동, 
다음을 지정합니다.이메일 템플릿 (p. 253)를 사용하여 이메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템플
릿에는 메시지 변수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다 맞춤화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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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시 알림 전송

참가자가푸시 알림 전송활동을 수행하면 Amazon Pinpoint가 즉시 사용자의 디바이스에 푸시 알림
을 보냅니다. 을 생성할 때푸시 알림 전송활동, 다음을 선택합니다.푸시 알림 템플릿 (p. 257)사용
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알림 템플릿에는 메시지 변수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다 맞춤화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SMS 메시지 전송

참가자가SMS 메시지 전송활동을 수행하면 Amazon Pinpoint가 즉시 SMS 알림을 사용자 디바이스
로 보냅니다. 을 생성할 때SMS 알림 전송활동, 다음을 선택합니다.SMS 템플릿 (p. 260)을 사용합
니다. SMS 템플릿에는 메시지 변수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다 맞춤화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채널을 통해 전송

사용자 지정 채널 중 하나를 통해 메시지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지정 채널을 사용하여 
WhatsApp 또는 Facebook Messenger 같은 타사 서비스를 통해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는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하여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여 즉시 사용자 디바이스에 알림
을 보냅니다.AWS Lambda함수 또는 웹후크를 사용합니다. 사용자 지정 채널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
한 자세한 정보는 단원을 참조하십시오.Amazon Pinpoint 핀포인트의 사용자 지정 채널 (p. 136).

Wait

참가자가 대기 활동에 도착하면 특정 날짜까지 또는 특정 시간 동안 해당 활동에 남아 있습니다.
예/아니요 분할

사용자가 정의한 기준에 따라 두 경로 중 하나로 참가자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을 읽은 모든 
참가자를 한 경로로 보내고 다른 모든 참가자를 다른 경로로 보낼 수 있습니다.

다변량 분할

사용자가 정의한 조건에 따라 최대 4개의 경로 중 하나로 참가자를 보냅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참가자는 “Else” 경로를 진행합니다.

홀드아웃

지정된 비율의 참가자에 대한 여정을 종료합니다.
임의 분할

무작위로 참가자를 최대 5개 경로 중 하나로 보냅니다.
경로

한 활동을 다른 활동에 조인하는 커넥터입니다. 분할 활동은 여러 경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

여정의 활동을 통해 여행하는 사람입니다.

여정 인터페이스의 부분
이 단원에서는 여정 인터페이스의 구성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여정을 생성하거나 편집할 때 여정 작업 영
역이 표시됩니다. 다음 이미지는 여정 작업 영역의 예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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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에는 여정 작업 영역에서 표시되는 몇 가지 버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모양 버튼 이름 설명

Info 개별 여정 활동에 대한 추가 정보
를 보여 주는 도움말 패널을 엽니
다.

활동 삭제 강조 표시된 활동을 삭제합니다.

Undo 가장 최근 작업을 되돌립니다.

Redo Redo(재실행) 버튼을 사용하여 이
전에 실행 취소했던 작업을 복원
합니다.

Center 여정의 맨 위로 이동하고 Journey 
entry(여정 참가) 활동을 여정 작
업 영역의 가운데에 놓습니다.

축소 여정 작업 영역에서 객체의 크기
를 줄입니다.

확대 여정 작업 영역에서 객체의 크기
를 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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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 버튼 이름 설명

활동 추가 이 버튼은 여정의 다른 단계를 삽
입할 수 있는 모든 지점에 나타납
니다. 이 버튼을 선택하면 활동 유
형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
납니다.

피드백 여정 사용 경험에 대한 의견을 빠
르고 쉽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입
니다. 이 버튼을 통해 받는 모든 피
드백을 검토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정보를 위해 연락 
드릴 수 있습니다.

여정 생성
Amazon Pinpoint 콘솔을 사용하면 다음을 통해 강력한 여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easy-to-use 그래픽 편집기 
여정을 구축하는 첫 번째 단계는 여정을 생성 및 구성하는 것입니다. 여정이 즉시 시작되거나 특정 날짜 및 
시간에 시작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정 날짜 및 시간에 종료되도록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여정을 구성하려면

1. 온 더모든 프로젝트페이지에서 여정을 생성할 Amazon Pinpoint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Note

Amazon Pinpoint에서 세그먼트와 엔드포인트는 각 프로젝트에 대해 고유합니다. 선택한 프로
젝트에는 이 여정에서 참여하려는 세그먼트와 엔드포인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탐색 창에서 Journeys(여정)를 선택합니다.
3. Create journey(여정 생성)를 선택합니다. 여정 작업 영역이 나타납니다.
4. 작업 메뉴에서 설정을 선택합니다. 여정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 대화 상자의 예는 다음 이미지

에 나와 있습니다.

5. 여정 설정 대화 상자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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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Journey title(여정 제목)에 여정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b. (선택 사항) Start date and time(시작 날짜 및 시간) 및 End date and time(종료 날짜 및 시간)에 여정

이 시작되고 종료되어야 하는 날짜와 시간을 각각 입력합니다. 시작 날짜를 입력하지 않으면 실행 5
분 후에 고객이 여정에 참가합니다. 종료 날짜를 입력하지 않으면 여정은 최대 540일(약 18개월) 동
안 계속 실행됩니다.

c. (선택 사항) 표준 시간대에 시작 날짜 및 종료 날짜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표준 시간대를 선택합니
다. Amazon Pinpoint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이 목록에서 표준 시간대를 기본적으로 선택합니다. 시
작 날짜 또는 종료 날짜를 설정한 경우에만 이 단계를 완료하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수신자의 현지 시간대 사용를 사용하여 각 참가자에 대해 엔드포인트 레코드의 시간대 
값을 사용합니다.

Important

사용 하기 위해수신자의 현지 시간대 사용설정의 경우 여정의 각 끝점에는 다음 항목이 포
함되어야 합니다.Demographic.Timezone의 속성. 이 옵션을 선택하고 참가자의 엔드포
인트 레코드에 시간대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참가자가 여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Note

수신자의 현지 시간대 사용는 이벤트 트리거된 여정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d. UND여정 제한에서 메시지 처리 옵션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초당 여정 메시지 수를 변경하거나 

엔드포인트당 항목 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엔드포인트는 제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만 여정에 
다시 진입합니다.

• 엔드포인트당 최대 일일 메시지— 선택기본 설정 재를 사용하여 이 여정이 포함된 프로젝트의 최
대 일일 메시지 설정을 재정의 이 섹션에서 값을 지정하면 Amazon Pinpoint에서 각 개별 엔드포
인트로 전송되는 메시지 수가 제한됩니다.

• 엔드포인트가 이 여정에서 수신할 수 있는 최대 메시지 수— 선택기본 설정 재엔드포인트가 이 여
정에서 수신할 수 있는 최대 메시지를 재정의합니다. 기본 설정은 0이며, 이는 여정에서 엔드포인
트가 수신할 수 있는 메시지 수가 제한됩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다른 제한 (예엔드포인트당 
최대 일일 메시지) 여전히 적용됩니다.

• 초당 최대 여정 메시지— 선택기본 설정 재를 사용하여 이 여정이 포함된 프로젝트의 초당 최대 
메시지 수 설정을 재정의 이 섹션에서 값을 지정하면 Amazon Pinpoint에서 여정에서 초당 전송
할 수 있는 메시지 수가 제한됩니다. 지정하는 값은 계정의 최대 전송 속도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계정의 최대 전송 속도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메일 설정 (p. 311)를 
Amazon Pinpoint 콘솔에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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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포인트당 최대 참가— 이 여정이 포함된 프로젝트의 최대 참가 수 설정을 재정의하려면 이 설
정을 재정의하려면 이 설정을 재정의하려면 이 섹션에서 값을 지정하면 Amazon Pinpoint에서 참
가자가 여정에 참가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1보다 큰 값을 지정하면 참가자 한 
명이 여정에 참가하고 여정에서 여러 활동을 완료하고 종료 활동에 도착한 다음 여정을 다시 시작
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가 여정에 참가할 자격이 있지만 이미 최대 횟수만큼 여정에 참가한 경우 
여정에 다시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최대 엔트리 엔드포인트 제한이 다음과 같은 경우2참
가자가 이미 여정에 두 번 들어갔다가 종료한 경우 해당 여정에 다시 입장하지 않습니다.

보다 큰 값을 선택한 경우1그런 다음 기본값으로 다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엔드포인트 재진입 
간격엔드포인트가 여정에 다시 진입하기 전에 대기할 시간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에게 
전송되는 메시지의 간격을 두어 사용자가 스팸을 받지 않도록 하려면 재입력 간격을 설정할 수 있
습니다.

e. 저장(Save)을 선택합니다. 이 시점에서여정 참가 활동 (p. 177). 여정 진입 활동은 참가자가 여행
에 참가하게 하는 조건을 결정합니다.

(선택 사항) 여정 일정 설정
여정을 생성할 때 해당 여정에 대해 전송 일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구성할 수 있는 두 가지 일정 설정이 있
습니다. 첫 번째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시간을 보내지 마라.이는 Amazon Pinpoint가 여행 참가자에게 메
시지를 전송하지 않는 시간 범위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송 시간Amazon Pinpoint
가 여행 참가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 범위를 나타냅니다. 이전송 시간설정을 통해 시간 및 채널을 
보다 세부적으로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시간을 보내지 마라.. 이러한 설정은 각 엔드포인트의 시간대 
설정을 사용합니다. 여행 일정 설정을 사용하려면 여정의 각 엔드포인트에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
다.Demographic.Timezone의 속성.

Important

사용 하기 위해수신자의 현지 시간대 사용설정의 경우 여정의 각 끝점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Demographic.Timezone의 속성. 이 옵션을 선택하고 참가자의 엔드포인트 레코드에 시
간대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참가자가 여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을 선택하여 여행에 대한 일정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Schedule버튼을 눌러 여정 작업 영역 상단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스케줄 설정창에서 다음을 지정합니다.시작 시간과종료 시간...에 대한시간을 보내지 않
음. 또한 다음 설정을 활성화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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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한 시간 이후 전송 다시 시작—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Amazon Pinpoint에서 동안 전송되었을 모든 
메시지를 보관합니다.시간을 보내지 않음그런 다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전달합니다.시간을 보내지 않
음Ends. 이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전송되었을 수 있는 메시지가 대신 삭제되고 전송되지 않습니다.

• 각 요일을 정의하도록 전송 시간 구성— 요일별로 다른 전송 시간을 구성하려면 이 옵션을 활성화합니다. 
예를 들어시간을 보내지 않음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20:00) 사이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오전 8시
에서 오후 6시 (18:00) 사이에 보내는 시간을 설정하고 다른 모든 요일의 전송 시간을 오전 8시에 시작하여 
오후 8시 (20:00) 에 종료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대 네 개의 시간 범위를 추가할 수 있습니
다.

연중 특정 날짜에 대한 예외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날에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려면 12월 
31일 오후 8시에 시작하여 1월 2일 오전 8시에 끝나는 예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최대 20개의 예외를 추가
할 수 있습니다.

Note

요일 또는 예외에 대해 지정하는 시간은 여행에 대해 지정한 조용한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여행 침묵 시간을 오후 8시~오전 8시로 설정하면 월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오전 7시 30분까지 
조용한 시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이 일정을 모든 채널에 적용— 이 기능을 사용하면 각 채널의 전송 시간 설정이 자동으로시작 시간과종료 
시간다음에 대해 지정한시간을 보내지 않음설정.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채널마다 다른 전송 시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 (22:00) 까지 메시지를 보내도록 전자 메일 채널을 
구성하고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20:00) 까지 메시지를 보내도록 SMS 채널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여정 입력 활동 설정 (p. 177)

여정 입력 활동 설정
여정을 만들고 구성한 후에는 여정 입력 활동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활동은 참가자를 여정에 추가하는 방법
을 결정합니다. 여정에 참가자를 추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이벤트 발생 시 —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 참가자가 동적으로 여정에 삽입되도록 여정을 구성할 수 있습
니다. 예를 들어, 등록 워크플로를 완료할 때 이 옵션을 사용하여 참가자를 여정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정보는 활동을 수행할 때 참가자 추가 (p. 177)을 참조하세요.

• 구간 멤버십 기준 — 기존 구간의 구성원을 여정에 직접 삽입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구간을 재평가하
여 추가할 새 구간 구성원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여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세그먼트에서 
참가자 추가 (p. 179)을 참조하세요.

Note

참여자는 데이터에 따라 사용자와 해당 엔드포인트 또는 개별 엔드포인트를 의미합니다. 여정 입력 
세그먼트가 사용자 수준 데이터 (user_id) 로 구성된 경우 참여자는 사용자 및 사용자의 여정 진행과 
관련된 모든 엔드포인트가 됩니다. 여정 엔트리 세그먼트가 엔드포인트 수준 데이터 (user_id 없음) 
로 구성된 경우 참여자는 개별 엔드포인트입니다.

활동을 수행할 때 참가자 추가
이 이벤트 트리거 여정 유형은 선택한 이벤트를 기반으로 참가자를 추가합니다. 음악 다운로드와 같은 이벤
트를 선택한 다음 이벤트 속성을 선택하여 여정 이벤트를 추가로 정의합니다. 특정 아티스트의 음악을 다운
로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벤트에 설명된 활동을 수행하면 여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활동을 수행할 때 참여자를 추가하려면

1. 아직 선택하지 않은 경우 활동을 수행할 때 참여자 추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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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벤트의 경우 이벤트 목록에서 이벤트를 선택하거나 새 이벤트를 입력하여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
자가 음악 서비스에서 특정 아티스트를 다운로드할 때 여정을 트리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 이벤트
를 ####.download## 합시다. 여정에는 한 개의 이벤트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PutEvents API. Amazon Pinpoint API 참조의 이벤트를 참조하십시오.
• AWS안드로이드용 모바일 SDK: 버전 2.7.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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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iOS용 모바일 SDK: 버전 2.6.30 이상
Note

AWSMobile SDK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경우 이벤트 세트로 제한됩니다. 지원되는 이벤트 목록
은 Amazon Pinpoint 개발자 안내서에서 앱 이벤트를 참조하세요.

3. (선택 사항) 이벤트 속성은 이벤트를 구체화하는 데 사용되는 특정 정보입니다. 속성 이름과 값으로 
구성됩니다. ArtistName 속성을 추가하여 artist.download# 범위를 좁혀 보겠습니다. 속성에
대해 목록에서 속성을 선택합니다. 특정 ##### #### #### ##### ArtistName# 속성으로 선택
한 다음 값에 사용할 특정 아티스트 (예: Bruce Springsteen) 를 선택합니다. 이제 여정 이벤트에
Artist.download 이벤트의 모든 참가자가 추가되며 #### ### ### ########.

여정을 더욱 세분화하려면 추가하려는 각 속성에 대해 새 속성 추가를 선택하여 속성과 값을 추
가하십시오. 속성에 가능한 값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각 속성과 값 쌍을 별도로 추가해야 합니다.
Artist.download 이벤트의 경우 이제 ArtistName 속성인 Alicia Keys# 추가합니다. 새 속성 추
가를 선택하고 다시 ArtistName# 속성으로 선택한 다음 값으로 Alicia Keys# 선택합니다. 동일한 
속성을 다른 값으로 여러 번 사용하는 경우 Amazon Pinpoint Pinpoint는 값 사이의 “또는”를 사용하여 여
정 속성을 처리합니다. 이제 여정 이벤트에 artist.download 이벤트의 모든 참가자가 추가되며 ###
# ### ### ##### 또는 #### #####.

값이 하나뿐인 속성 외에도 여러 값을 가진 속성 조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4. (선택 사항) 이벤트 지표를 선택합니다. 이 이벤트는 일반적으로 기간 또는 비용과 같은 다양한 수치를 

사용하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를 입력한 후 운영자를 선택합니다.

• 다음과 같습니다
• 보다 큽니다
• 보다 작습니다
• 보다 크거나 같음
• 보다 작거나 같음

연산자의 값을 입력합니다. 숫자 값만 지원됩니다. 참가자는 지표, 연산자 및 값을 기반으로 추가됩
니다. artist.download 이벤트의 경우 참가자가 ### ##### ## ### ### 노래를 다운로드하고
SongLength# 500# 이상인 경우 참가자를 추가하는 SongLength 지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Note

여러 값에서 동일한 지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선택 사항) 여행에 사용할 동적 구간을 선택합니다. 여정 항목당 이전에 정의한 구간만 가질 수 있습니

다. 또한 모든 엔드포인트가 여정에 진입하려면 해당 엔드포인트가 선택한 세그먼트에 속해야 합니다. 
이 여정을 위한 새 세그먼트를 만들고 싶다면 Amazon Pinpoint 콘솔을 통해 해당 세그먼트를 만들 수 있
습니다. 세그먼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그먼트 작성을 참조하세요.

Note

가져온 세그먼트와 가져온 세그먼트를 기반으로 하는 동적 세그먼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드
롭다운 목록은 세그먼트 유형을 나타냅니다. 드롭다운 목록에 표시된 세그먼트는 동적 세그먼
트로 표시될 수 있지만 가져온 세그먼트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합니다.

6. (선택 사항) 설명에 활동을 설명하는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활동을 저장하면 이 텍스트가 레이블로 나타
납니다.

7. 저장을 선택합니다.

세그먼트에서 참가자 추가
이러한 유형의 여정에서는 여행에 참여할 구간을 선택합니다. 선택적으로 새 세그먼트 멤버를 정기적으로 검
색하여 새로운 여정 참가자를 추가하도록 Journey entry(여정 참가) 활동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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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그먼트에서 참여자를 추가하려면

1. 세그먼트에서 참가자 추가를 선택합니다.

2. 세그먼트에서 여정에 추가하려는 구간을 선택합니다.

Tip

Journey entry(여정 참가) 활동에는 하나의 세그먼트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세그먼트를 더 추
가해야 하는 경우 여정에 추가하려는 세그먼트를 모두 포함하는 새 세그먼트를 생성하면 됩니
다. 그런 다음 여정 뒷부분에서 다변량 분할 활동을 사용하여 세그먼트 멤버십에 따라 여정 참
가자를 별도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 (선택 사항) 새 세그먼트 멤버를 추가할 빈도 지정에서 세그먼트 멤버십을 평가하고 새로 고쳐야 하는 빈
도를 선택합니다. [안 함] 을 선택하거나 일정을 확인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시간마다 
한 번을 선택하면 Amazon Pinpoint Pinpoint는 12시간마다 새 세그먼트 구성원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검
사 중 하나에서 새 구간 구성원이 발견되면 해당 구성원이 여정에 추가됩니다. 기존 엔드포인트도 재평
가됩니다. 간격당 최대 항목 수가 1보다 크면 기존 엔드포인트도 여정에 다시 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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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그먼트 업데이트 시 새로 고침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세그먼트가 업데이트될 
때 여정에 새 엔드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이 기능이 예상대로 작동하려면 새로 고침 간격도 선택해야 합
니다.

다음 표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세그먼트 멤버십에 대한 변경 사항이 처리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새로 고침 간격 세그먼트 업데이트 시 새로 고침
상태 옵션

동작

안 함으로 설정 활성화됨 원래 세그먼트의 멤버였던 엔드
포인트만 처리됩니다. 여정이 시
작되기 전에 추가된 모든 엔드포
인트가 포함됩니다. 여정이 시작
된 후 세그먼트에서 추가되거나 
제거된 엔드포인트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안 함으로 설정 활성화됨 여정이 현재 엔드포인트를 처리
하고 있는 경우 세그먼트의 모든 
변경 사항이 평가됩니다. 그러나 
여정에서 엔드포인트 처리를 완
료한 경우 여정이 시작된 후 추
가되거나 제거된 모든 엔드포인
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간으로 설정 활성화됨 동적 세그먼트에 추가되거나 세
그먼트 업데이트에서 공통적으
로 사용되는 모든 엔드포인트는 
여정 한도가 허용하는 다른 엔드
포인트로 처리됩니다. 제거된 엔
드포인트는 여정에서 처리되지 
않습니다.

Note

여정에서는 여정이 처
음 시작되었을 때 제시
된 구간 기준에 따라 구
간 멤버십을 재평가합
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
는 여정을 시작한 후 해
당 구간의 기준을 수정
하면 여정에서는 구간
을 재평가할 때 새 기준
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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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고침 간격 세그먼트 업데이트 시 새로 고침
상태 옵션

동작

기간으로 설정 활성화됨 동적 세그먼트와 가져온 세그먼
트 모두에 대한 변경 사항은 새
로 고침 간격에 따라 평가 및 업
데이트됩니다. 세그먼트가 변경
될 때도 변경 내용이 평가됩니
다. 추가되거나 여러 구간 업데
이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세그먼트 엔드포인트는 다
른 여정 한도에서 허용하는 경우 
처리됩니다. 제거된 엔드포인트
는 여정에서 처리되지 않습니다.

4. (선택 사항) 설명에 활동을 설명하는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활동을 저장하면 이 텍스트가 레이블로 나타
납니다.

5. 저장을 선택합니다. 여정 입력 활동 설정을 마치면 여정에 다른 활동을 추가할 (p. 182) 수 있습니다.

다음: 여정에 액티비티 추가 (p. 182)

여정에 액티비티 추가
활동은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활동은 여정 참가자에게 적용되는 단계를 나타냅니다. 활동을 
사용하여 다양한 채널의 여정 참가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작은 그룹으로 분할하거나 일정 시간 동안 
대기할 수 있습니다. 여정에 추가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활동이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여정에 활동
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합니다. 각 활동 유형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정 활동 설
정 (p. 182)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Note

여정을 검토하고 게시하면 여정 흐름에 이탈 여정 요소가 추가됩니다.

여정 활동 설정
각 여정 활동 유형에는 구성해야 하는 개별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다음 단원에서는 각 활동 유형 설정에 대
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단원의 주제:
• 이메일 활동 설정 (p. 183)
• 푸시 알림 활동 설정 (p. 184)
• SMS 메시지 활동 설정 (p. 186)
• 컨택 센터 활동 설정 (p. 189)
• 사용자 지정 메시지 채널 활동 설정 (p. 192)
• 대기 활동 설정 (p. 194)
• 예/아니요 분할 활동 설정 (p. 195)
• 다변량 분할 활동 설정 (p. 198)
• 홀드아웃 활동 설정 (p. 201)
• 임의 분할 활동 설정 (p. 202)

182



Amazon Pinpoint 사용 설명서
여정 활동 설정

이메일 활동 설정
여정 참가자가 이메일 보내기 활동을 통해 도착하면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즉시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메일 활동을 구성하기 전에 이메일 템플릿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메일 템플릿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 템플릿 만들기 (p. 253)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이메일 활동을 설정하려면

1. 활동 추가를 선택합니다.
2. 활동 추가에서 이메일 보내기를 선택합니다.
3. 이 활동에 사용할 이메일 템플릿 선택에서 이메일 템플릿 선택을 선택한 다음 참가자가 수신할 메시

지의 이메일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템플릿 버전 동작에서 메시지를 전송하기 전에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템플릿에 적용할 수 있는 변경 사항을 포함하도록 메시지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이러한 옵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메시지 템플릿 버전 관리 (p. 290) 단원
을 참조하십시오.

Tip

Amazon Pinpoint 계정에 이메일 주소에 대한 엔드포인트 레코드가 없는 경우에도 메시지 미
리 보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를 보내려면 Send a test message(테스트 메시지 보내
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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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ender email address(발신자 이메일 주소)에서 메시지를 보낼 발신자의 이메일 주소를 선택합니다. 이 
목록에는 현재AWS 리전의 Amazon Pinpoint 계정에 대해 확인된 이메일 주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
다. 추가 이메일 주소 또는 도메인 확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 자격 증명 확인 (p. 21) 단원을 참조
하십시오.

Tip

메시지의 발신자 대화명을 표시하려면 프로젝트의 기본 이메일 주소를 선택합니다. 발신자 대
화명은 참가자의 이메일 클라이언트가 메시지를 받을 때 표시되는 이름입니다. 프로젝트의 기
본 이메일 주소 또는 해당 주소의 발신자 대화명을 변경하려면 이메일 채널에 대한 프로젝트의 
설정을 업데이트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왼쪽 탐색 창에서 설정을 선택한 후 이메일을 선택합니
다. 그런 다음 원하는 설정을 입력합니다.

5. (선택 사항) 설명에 활동의 목적을 설명하는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활동을 저장하면 이 텍스트가 레이블
로 나타납니다.

6. 마쳤으면 저장을 선택합니다.

푸시 알림 활동 설정
여정 참여자가 푸시 알림 보내기 활동에 도착하면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즉시 푸시 알림을 보냅니다. 
푸시 알림 활동을 구성하려면 먼저 푸시 알림 템플릿을 생성해야 합니다. 푸시 알림 템플릿 생성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푸시 알림 템플릿 생성 (p. 257)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Note

여정 참가자에게 푸시 알림을 보내려면 앱을AWS SDK와 통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개발자 안내서의 푸시 알림 처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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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시 알림 활동을 설정하려면

1. 활동 추가를 선택합니다.
2. 활동 추가에서 푸시 알림 보내기를 선택합니다.
3. 이 활동에 대한 푸시 알림 템플릿 선택에서 푸시 알림 템플릿 선택을 선택한 다음 참가자가 수신할 메시

지의 푸시 알림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템플릿 버전 동작에서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현재 활성으로 지정된 템플릿 버전을 사용할지 아니면 여정이 생성될 때 활성화되었던 템플릿 버전을 사
용할지 지정합니다. 이러한 옵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메시지 템플릿 버전 관리 (p. 290)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Tip

Amazon Pinpoint 계정에 지정한 엔드포인트 ID 또는 디바이스 토큰이 없는 경우에도 메시지 미
리 보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를 보내려면 Send a test message(테스트 메시지 보내
기)를 선택합니다.

4. (선택 사항) TTL(Time to live)에서 Amazon Pinpoint가 기본 TTL(Time to live) 값을 사용할지 또는 각 푸
시 알림 서비스의 사용자 지정 값을 사용할지를 지정합니다. 기본적으로 Amazon Pinpoint는 각 푸시 알
림 서비스의 최대 TTL 값을 사용합니다. 모든 푸시 알림 서비스에 대해 사용자 지정 TTL 값을 지정할 수
도 있습니다. 메시지 배달이 실패하면 푸시 알림 서비스는 이 설정에서 지정한 시간 동안 메시지를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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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고 시도합니다. 특정 유효 기간 값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API 참조의 메시지를 참
조하십시오.

5. (선택 사항) 설명에 활동의 목적을 설명하는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활동을 저장하면 이 텍스트가 레이블
로 나타납니다.

6. 마쳤으면 저장을 선택합니다.

SMS 메시지 활동 설정
여정 참가자가 SMS 메시지 보내기 활동에 도착하면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즉시 SMS 메시지를 전송
합니다. SMS 활동을 구성하려면 먼저 SMS 템플릿을 생성해야 합니다. SMS 템플릿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SMS 템플릿 만들기 (p. 260)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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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메시지 활동을 설정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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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활동 추가를 선택합니다.
2. 활동 추가에서 SMS 메시지 보내기를 선택합니다.
3. 이 활동에 사용할 SMS 메시지 템플릿 선택에서 SMS 메시지 템플릿 선택을 선택한 다음 참가자가 수

신할 메시지의 SMS 메시지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템플릿 버전 동작에서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현재 활성으로 지정된 템플릿 버전을 사용할지 아니면 여정이 생성될 때 활성화되었던 
템플릿 버전을 사용할지 지정합니다. 이러한 옵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메시지 템플릿 버전 관
리 (p. 290)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4. 이 활동을 먼저 테스트하려면 테스트 메시지 보내기를 선택합니다. 테스트 메시지는 일일 전송 한도에 
포함되지 않지만 각 메시지에 대해 요금이 청구됩니다. 테스트 메시지를 보낼 때 발신 번호를 선택하라
는 메시지가 표시되지만 대상 번호를 선택해야 합니다.

Note

계정이 SMS 샌드박스에 있는 경우 확인된 대상 번호 중 하나로만 테스트 메시지를 보낼 수 있
습니다. 대상 번호가 목록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번호 관리를 선택하여 새 번호를 추가하십시
오. 대상 번호 확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Amazon Pinpoint SMS 샌드박
스 정보 (p. 55).

5. [Message type]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프로모션 – 중요하지 않은 메시지입니다(예: 마케팅 메시지).
• 트랜잭션 — 다단계 인증을 위한 일회용 암호와 같이 고객 거래를 지원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6. (선택 사항) 필요한 경우 추가 설정 섹션을 확장하여 선택적 SMS 관련 설정을 구성합니다. 추가 설정 섹
션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탭이 있습니다.

• SMS 설정 탭에서 다음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발신 전화번호 — 메시지를 보낼 전화번호입니다. 이 목록에는 Amazon Pinpoint 계정에 있는 모든 

전용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신자 ID — SMS 메시지의 발신자를 식별하는 영숫자 ID입니다. 발신자 ID는 수신자가 발신자 ID

가 지원되는 국가 있는 경우에만 수신자의 장치에 표시됩니다. 여행 활동에 Sender ID를 지정하면 
해당 ID가 계정의 기본값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발신자 ID를 지원하는 국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지원되는 국가 및 리전(SMS 채널) (p. 90).

Note

이러한 값 중 하나만 설정하면 됩니다. 두 값을 모두 지정하면 Amazon Pinpoint Pinpoint는 
발신 전용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메시지 전송을 시도합니다.

• 규정 설정 탭에서 인도의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데 특별히 적용되는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
다. 인도의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발신자 ID와 다음 값을 모두 지정해야 합니다.
• 엔티티 ID — 발신자 ID 등록 프로세스 중에 TRAI에서 제공하는 회사 또는 브랜드와 관련된 ID입니

다.
• 템플릿 ID — 메시지 템플릿과 연결된 ID입니다. 이 값은 발신자 ID 등록 프로세스 중에 TRAI에서도 

제공됩니다.

Note

인도에 있는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거나 국제 장거리 통신사 노선을 사용하여 인도
에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는 엔티티 ID 및 템플릿 ID 값을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도로 SMS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
오인도에 있는 수신자에게 SMS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특별 요구 사항 (p. 100).

7. (선택 사항) 설명에 활동의 목적을 설명하는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활동을 저장하면 이 텍스트가 레이블
로 나타납니다.

8. 마쳤으면 저장을 선택합니다.

188



Amazon Pinpoint 사용 설명서
여정 활동 설정

컨택 센터 활동 설정
여정 참여자가 콜센터를 통해 보내기 활동을 통해 도착하면 Amazon Pinpoint는 해당 참가자를 Amazon 
Connect 아웃바운드 캠페인 (Amazon Pinpoint에서는 Amazon Connect 캠페인이라고 함) 에 참여시킵니다. 
여행 참가자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상담원과 연결하거나 음성 메시지를 재생하도록 이 활동 유형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컨택 센터 활동은 다른 유형의 여정 활동과 비교할 때 약간 다르게 작동합니다. 여정 참가자가 컨택 센터를 
통해 보내기 활동을 통해 도착하면 참가자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기 직전에 의사 결정과 관련된 모든 이전 
활동 (특히 여정 입력, 다변량 분할 및 예/아니요 분할 활동) 이 재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여정에 특정 구간의 구성원을 여정에 추가하는 진입 단계와 여정 참여자가 특정 유형의 거래를 완
료했는지 확인하는 예/아니요 분할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예/아니요 
분할의 “예” 분기 (거래를 완료한 참가자용) 는 후속 이메일을 보내는 반면, “아니요” 분기 (거래를 완료하지 
않은 참가자의 경우) 는 컨택 센터 활동으로 연결됩니다. 컨택 센터 활동에 도착한 참가자는 상담원이 전화를 
걸 수 있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상담원이 참석할 수 있게 되면 여정은 여정 입력 단계 및 예/아니
요 분할 활동의 기준과 비교하여 참가자의 속성을 재평가합니다.

이 재평가 절차의 목적은 여정 참여자가 전화를 거는 순간에도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동작은 참가자가 컨택 센터 활동에 도착한 시간과 상담원이 전화를 걸 수 있게 되는 시점 사이
에 참가자의 특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며 끌 수 없습
니다.

필수 조건

컨택 센터 활동을 여정에 추가하려면 먼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Amazon Connect 계정과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 AppIntegrationsAmazon을 사용하여 Amazon Connect 인스턴스에 대한 대용량 아웃바운드 캠페인을 활성

화하십시오.
• 아웃바운드 통화를 위해 Amazon Connect 인스턴스를 활성화합니다.
• 전용 아웃바운드 커뮤니케이션 대기열을 만들어 캠페인의 결과로 상담원에게 라우팅될 모든 연락처를 처

리하세요. 큐는 상담원의 라우팅 프로필에 할당되어야 합니다.
• 통화 진행 상황 확인 블록이 포함된 통화 흐름을 만들고 게시하세요. 이 블록을 사용하면 예를 들어 사람이 

전화를 받았는지 또는 음성 메일이 감지되었는지에 따라 분기할 수 있습니다.
• 사용하려는 Amazon Connect 대기열의 대기열에 아웃바운드 번호가 정의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IAM에서 Amazon Connect가 Amazon Pinpoint Pinpoint를 통해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 

및 역할을 생성합니다.

Note

에 ConnectCampaignExecutionRoleArn지정된 ResourceID 역할은 서비스 역할 또는 하위 경
로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즉, 요청arn:aws:iam::account:role/role-name-without-
path 파라미터:를 통해 전달된 IAM 역할 이름에는 역할 이름 뒤에 “/”로 구분된 하위 경로가 포함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시:
• 요청 파라미터의 유효한 역할 ARN:"ConnectCampaignExecutionRoleArn": 
"arn:aws:iam::123456781234:role/testuser"

• 요청 매개변수의 역할 ARN이 잘못되었습니다."ConnectCampaignExecutionRoleArn": 
"arn:aws:iam::123456781234:role/testuser/subrole"

이러한 작업을 완료하는 절차는AWS 컨택 센터 블로그의 Amazon Connect 아웃바운드를 사용한 예측 및 점
진적 통화 걸기의 1~5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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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택 센터 활동 설정

여정을 기존 Amazon Connect 아웃바운드 캠페인에 연결하거나 클릭하여 Amazon Connect 아웃바운드 캠
페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에 콜센터 활동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고려 사항에 유의하세요.

• Journey에서는 3개의 컨택 센터 활동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개 이상의 컨택 센터 활동이 필요한 경우 할
당량 증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 개발자 안내서의 할당량 증가 요청을 참조하십시오.

• 여행당 하나의 Amazon Connect 캠페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정에 여러 컨택 센터 활동이 포함된 경우 
한 활동에 대한 Amazon Connect 캠페인을 변경하면 변경 사항이 동일한 여정의 다른 모든 콜센터 활동에 
반영됩니다.

• 여러 여정에 하나의 Amazon Connect 캠페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여정을 
게시할 때 Amazon Connect 캠페인이 이미 사용 중인 경우 경고를 표시합니다.

• 고객의 전화번호는 Amazon Pinpoint에 음성 엔드포인트로 존재해야 합니다.
• 엔드포인트 전화번호는 E.164 형식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 전기 통신 연합 웹 사이트의 E.164: 

국제 공중 통신 번호 지정 계획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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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Amazon Connect 캠페인 사용

1. 활동 추가를 선택합니다.
2. 활동 추가에서 콜센터를 통해 보내기를 선택합니다.
3. 사용하려는 Amazon Connect 인스턴스를 선택합니다.
4. 드롭다운 목록에서 Amazon Connect 아웃바운드 캠페인을 선택합니다.
5. (선택 사항) Amazon Connect 아웃바운드 캠페인 구축을 선택하면 Amazon Connect 커넥트로 안내됩니

다.
6. IAM 역할의 경우 다음 단계 중 하나를 완료하십시오.

a. Amazon Pinpoint Connect에 전화번호를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생성하도록 하려면 자동으로 역할
생성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IAM 역할의 경우 생성 중인 새 역할의 고유 이름을 IAM 역할로 입력
합니다.

b. Amazon Pinpoint Connect에 전화번호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IAM 역할을 이미 생성한 경우 기존 
역할 선택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IAM 역할에서 적절한 권한이 포함된 역할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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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택 사항) 설명에서 활동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활동을 저장하면 이 텍스트가 활동 레이블로 나타납니
다.

8. 마쳤으면 저장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지정 메시지 채널 활동 설정
여정 참가자가 사용자 지정 채널을 통해 보내기 활동을 통해 도착하면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참가자에 
대한 정보를AWS Lambda 함수 또는 웹후크로 보냅니다. 사용자 지정 채널을 사용하면 비 서비스를 포함하
여 API가 있는 모든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AWS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채널 활동을 구성하려면 먼저 메시지를 보낼 때 Lambda 함수를 사용할지 웹후크 URL을 사용할
지 결정해야 합니다. 사용자 지정 메시지 채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Pinpoint에서 사용자 지정 채널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Lambda 함수를 호출하는 사용자 지정 메시지 채널 활동을 설정하려면

1. 활동 추가를 선택합니다.
2. 활동 추가에서 사용자 지정 채널을 통해 보내기를 선택합니다.
3. 메시지를 전송하는 데 사용할 방법 선택에서 Lambda 함수 실행을 선택합니다.
4. Lambda 함수에서 실행하려는 함수를 선택합니다.
5. (선택 사항) 사용자 지정 데이터는 엔드포인트가 사용자 지정 채널로 전송될 때 사용되며 사용자 지정 데

이터도 페이로드에 포함됩니다. 이 필드에는 최대 5,000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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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메시지를 수신할 엔드포인트 유형 지정에서 사용자 지정 채널이 적용되는 엔드포인트 유형을 선택합
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 지정 엔드포인트 유형만 선택됩니다. 엔드포인트 유형을 추가하려면 엔드포인
트 유형 선택을 선택합니다.

a. 람다 함수를 사용하여 세그먼트에 포함할 엔드포인트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Lambda로 세그먼트 사용자 지정하기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b. 사용자 지정 데이터는 엔드포인트가 사용자 지정 채널로 전송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 지정 
데이터도 페이로드에 포함됩니다.

Note

이 활동에 도달하는 기타 엔드포인트 유형은 이 활동을 통해 전송되지만, 지정한 엔드포인트 유
형만 Lambda 함수 또는 Webhook로 전송됩니다.

7. (선택 사항) 설명에 활동의 목적을 설명하는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활동을 저장하면 이 텍스트가 레이블
로 나타납니다.

8. 마쳤으면 저장을 선택합니다.

Webhook URL을 사용하는 사용자 지정 메시지 채널 활동을 설정하려면

1. 활동 추가를 선택합니다.
2. 활동 추가에서 사용자 지정 채널을 통해 보내기를 선택합니다.
3. 메시지를 전송하는 데 사용할 방법 선택에서 Webhook URL 지정을 선택합니다.
4. Webhook URL에 실행하려는 Webhook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웹후크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Pinpoint에서 사용자 지정 채널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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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택 사항) 사용자 지정 데이터는 엔드포인트가 사용자 지정 채널로 전송될 때 사용되며 사용자 지정 데
이터도 페이로드에 포함됩니다. 이 필드에는 최대 5,000자입니다.

6. 이 메시지를 수신할 엔드포인트 유형 지정에서 사용자 지정 채널이 적용되는 엔드포인트 유형을 선택합
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 지정 엔드포인트 유형만 선택됩니다. 엔드포인트 유형을 추가하려면 엔드포인
트 유형 선택을 선택합니다.

Note

이 활동에 도달하는 기타 엔드포인트 유형은 이 활동을 통해 전송되지만, 지정한 엔드포인트 유
형만 Lambda 함수 또는 Webhook로 전송됩니다.

7. (선택 사항) 설명에 활동의 목적을 설명하는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활동을 저장하면 이 텍스트가 레이블
로 나타납니다.

8. 마쳤으면 저장을 선택합니다.

대기 활동 설정
여정 참가자가 대기 활동에 도착하면 일정 기간 또는 특정 날짜 및 시간까지 해당 활동에 남아 있습니다. 이
러한 유형의 활동은 시간에 민감한 커뮤니케이션의 전송을 예약하거나 고객에게 여정 초반에 전송한 메시지
와 상호 작용할 시간을 제공하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대기 활동을 설정하려면

1. 활동 추가를 선택합니다.
2. 활동 추가에서 Wait를 선택합니다.
3.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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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기간 동안 — 여정 참가자가 일정 시간 동안 이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
오. 그런 다음 여정 참가자가 다음 활동을 진행하기 전에 이 활동에서 대기하도록 할 시간을 입력합니
다. 1시간부터 365일까지의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특정 날짜까지 — 여정 참가자가 특정 날짜 및 시간까지 이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
하십시오. 그런 다음 여정 참가자가 다음 활동으로 이동해야 하는 날짜와 시간을 입력합니다. 여정 종
료 날짜 이전의 날짜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선택 사항) 설명에 활동의 목적을 설명하는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활동을 저장하면 이 텍스트가 레이블
로 나타납니다.

5. 마쳤으면 저장을 선택합니다.

예/아니요 분할 활동 설정
여정 참여자가 예/아니요 분할 활동에 도착하면 속성이나 행동에 따라 두 가지 경로 중 하나로 이동합니다. 
이 유형의 분할 활동을 사용하여 세그먼트의 멤버십에 따라 여정 참가자를 별도의 경로로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여정 활동과의 상호 작용에 따라 참가자를 별도의 경로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정 초
반에 전송된 이메일을 열었는지 여부에 따라 여정 참가자를 나눌 수 있습니다.

Note

푸시 알림 이벤트(예: 열기 또는 수신됨 이벤트)를 기반으로 참가자를 다른 경로로 보내는 분할 활
동을 생성하려면 모바일 앱에서 사용자 ID 및 엔드포인트 ID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Pinpoint와 애플리케이션 통합을 참조하십시오.
Journey 세그먼트가 사용자 수준이고 데이터에 user_id가 있고 조건부 분할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
는 기준이 엔드포인트 속성인 경우,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사용자의 여러 엔드포인트에 대한 
속성 값 간의 논리적 OR을 사용하여 여정 속성을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의 사용자가 여러 엔
드포인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엔드포인트 중 하나라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와 연
결된 모든 엔드포인트가 그룹화되어 '예'로 평가되고 예/아니요 분할 활동의 '예' 분기로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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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아니요 분할 활동을 설정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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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활동 추가를 선택합니다.
2. 활동 추가에서 예/분할 없음을 선택합니다.
3. Select a condition type(조건 유형 선택)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세그먼트 — 선택한 세그먼트의 모든 구성원을 “예” 경로로 보내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Segments(세그먼트)에서 세그먼트를 선택합니다.

• 이벤트 — 이 옵션을 선택하면 이 여정의 이전 단계와의 상호 작용을 기반으로 사용자를 “예” 경로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후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1. 이벤트에서 분할하려는 메시징 활동을 선택합니다.
2. 활동 선택에서 분할을 적용할 메시지 활동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메시지 활동의 채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할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이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내기 —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메시지를 수락하고 전송을 시도합니다.
• 전달됨 - 메시지가 수신자에게 성공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 거부됨 — Amazon Pinpoint Pinpoint는 메시지에 바이러스 또는 멀웨어가 포함되어 있어 메시

지를 거부했습니다.
• 하드 바운스 — 영구적인 문제로 인해 이메일이 수신자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수신자의 이메일 주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하드 바운스를 생성하
면 Amazon Pinpoint Pinpoint는 메시지를 다시 전달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 소프트 바운스 — 일시적인 문제로 인해 이메일이 수신자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수신자의 받은 편지함이 가득 찼거나 이메일 공급자에게 일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
다. 소프트 바운스 발생 시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일정 기간 동안 메시지를 다시 전송하
려고 시도합니다. 여전히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메시지는 하드 바운스가 됩니다.

• 불만 — 수신자가 이메일을 받았지만 이메일 클라이언트의 “스팸 신고” 또는 이와 유사한 버튼
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Note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이메일 공급자의 불만 보고서를 사용하여 불만 이벤트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이메일 제공업체도 있고 드물게 
보내는 이메일 제공업체도 있습니다.

• 열기 — 수신자가 이메일을 수신하여 열었습니다.

Note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이메일 열기 이벤트를 캡처하려면 수신자의 이메일 클
라이언트가 메시지에 포함된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Microsoft Outlook과 같
은 대부분의 일반 이메일 클라이언트는 기본적으로 이메일 이미지를 다운로드하지 않
습니다.

• 클릭 — 수신자가 이메일을 수신하고 메시지 본문에 포함된 링크 중 하나를 팔로우했습니다.
• 구독 취소 — 수신자는 이메일을 수신하고 “구독 취소” 링크를 사용하여 future 메시지를 수신 

거부했습니다.
• SMS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이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송 —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메시지 전송을 시도했습니다.
• 전송됨 —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메시지가 전송되었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 실패 - 메시지를 엔드포인트 주소로 전송하는 동안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 옵트아웃 — 엔드포인트 주소와 연결된 사용자가 사용자의 메시지 수신을 거부했습니다.

• 푸시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이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송 —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메시지 전송을 시도했습니다.
• 알림 열림 —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사용자가 메시지를 열었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 수신된 포그라운드 — Amazon Pinpoint Pinpoint는 메시지가 사용자 디바이스에서 수신되어 

포그라운드에 표시되었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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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된 배경 — Amazon Pinpoint Pinpoint는 메시지가 사용자 디바이스에서 수신되어 백그라
운드에 표시되었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 컨택 센터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이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결됨 —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상담원과 통화가 연결되었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 SIT 신호음 —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응답을 받았는데 통화에서 통화 중 신호음이 울

렸습니다.
• 팩스 —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응답을 받았는데 통화에서 팩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 음성 메일 경고음 —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응답을 받았는데 통화에서 경고음과 함께 

음성 메일이 반환되었습니다.
• 음성 메일 경고음 없음 —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응답을 받았는데 통화에서 경고음 없

이 음성 메일이 반환되었습니다.
• 응답하지 않음 —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응답을 받았지만 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음성 

메일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 사용자 지정 채널 — 사용자 지정 채널 활동의 경우 분할하려는 응답 속성과 값을 정의할 수 있

습니다. 이 속성과 값이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Amazon Pinpoint 여정에 다시 전달되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이 응답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Pinpoint에서 사용자 지정 채널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3. Note

(선택 사항) 사용자 지정 채널 활동의 경우 함수 호출 또는 웹후크 응답을 기반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성하려면 다음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속성 — 평가할 속성의 이름입니다.
• 값 — 분할 방법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값입니다.

4. 상태 평가의 경우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조건을 평가해야 하는 시기를 선택하십시오. 다음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즉시 평가 — 이 옵션을 선택하면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여정 참가자가 활동에 도착하는 순간 
지정한 이벤트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평가 후 — 이 옵션을 선택하면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지정된 기간 동안 대기합니다. 지정된 기
간이 경과하면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지정한 이벤트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평가 날짜 — 이 옵션을 선택하면 Amazon Pinpoint Pinpoint는 특정 날짜 및 시간까지 기다립니다. 해
당 날짜 및 시간이 되면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지정한 이벤트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5. (선택 사항) 설명에 활동의 목적을 설명하는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활동을 저장하면 이 텍스트가 레이블
로 나타납니다.

6. 마쳤으면 저장을 선택합니다.

다변량 분할 활동 설정
여정 참가자가 다변량 분할 활동에 도착하면 자신의 속성이나 행동에 따라 여러 경로 중 하나로 전송됩니다. 
이 분할 유형은 예/아니요 분할과 유사합니다. 다변량 분할 활동을 사용하면 둘 이상의 조건을 평가할 수 있
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다변량 분할 활동에는 “Else” 경로가 포함됩니다. 다른 경로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여정 참가자는 자동으로 이 "Else" 경로로 전송됩니다.

이 유형의 분할을 사용하여 세그먼트의 멤버십에 따라 여정 참가자를 별도의 경로로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여정 활동과의 상호 작용에 따라 참가자를 별도의 경로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정 초반에 
전송된 이메일을 열었는지 여부에 따라 여정 참가자를 나눌 수 있습니다.

Note

여정 참가자가 조건부 분할에서 두 개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알파벳순으로 첫 번째 일치하는 
조건을 따라 전송됩니다. 예를 들어 참가자가 브랜치 A 및 브랜치 D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브랜치 
A에 해당하는 경로로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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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시 알림 이벤트(예: 열기 또는 수신됨 이벤트)를 기반으로 참가자를 다른 경로로 보내는 분할 활
동을 생성하려면 모바일 앱에서 사용자 ID 및 엔드포인트 ID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Pinpoint와 애플리케이션 통합을 참조하십시오.
Journey 세그먼트가 사용자 수준이고 데이터에 user_id가 있고 조건부 분할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
는 기준이 엔드포인트 속성인 경우,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사용자의 여러 엔드포인트에 대한 
속성 값 간의 논리적 OR을 사용하여 여정 속성을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의 사용자가 여러 엔
드포인트를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엔드포인트 중 하나라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와 연
결된 모든 엔드포인트가 그룹화되어 '예'로 평가되고 예/아니요 분할 활동의 '예' 분기로 내려갑니다.

다변량 분할 활동을 설정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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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활동 추가를 선택합니다.
2. 활동 추가에서 다변량 분할을 선택합니다.
3. 생성할 경로(브랜치)의 수를 결정합니다. Add another branch(다른 브랜치 추가)를 선택하여 추가 경로

를 생성합니다.
4. 각 브랜치에서 Select a condition type(조건 유형 선택)에 대해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세그먼트 — 선택한 세그먼트의 모든 멤버를 경로 아래로 보내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Segments(세그먼트)에서 세그먼트를 선택합니다.

• 이벤트 — 이 여정의 이전 단계와의 상호 작용을 기반으로 사용자를 해당 경로를 따라 이동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후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1. 이벤트에서 분할하려는 메시징 활동을 선택합니다.
2. 활동 선택에서 분할을 적용할 메시지 활동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메시지 활동의 채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할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이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내기 —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메시지를 수락하고 전송을 시도합니다.
• 전달됨 - 메시지가 수신자에게 성공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 거부됨 — Amazon Pinpoint Pinpoint는 메시지에 바이러스 또는 멀웨어가 포함되어 있어 메시

지를 거부했습니다.
• 하드 바운스 — 영구적인 문제로 인해 이메일이 수신자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수신자의 이메일 주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하드 바운스를 생성하
면 Amazon Pinpoint Pinpoint는 메시지를 다시 전달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 소프트 바운스 — 일시적인 문제로 인해 이메일이 수신자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수신자의 받은 편지함이 가득 찼거나 이메일 공급자에게 일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
다. 소프트 바운스 발생 시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일정 기간 동안 메시지를 다시 전송하
려고 시도합니다. 여전히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메시지는 하드 바운스가 됩니다.

• 불만 — 수신자가 이메일을 받았지만 이메일 클라이언트의 “스팸 신고” 또는 이와 유사한 버튼
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Note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이메일 공급자의 불만 보고서를 사용하여 불만 이벤트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이메일 제공업체도 있고 드물게 
보내는 이메일 제공업체도 있습니다.

• 열기 — 수신자가 이메일을 수신하여 열었습니다.

Note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이메일 열기 이벤트를 캡처하려면 수신자의 이메일 클
라이언트가 메시지에 포함된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Microsoft Outlook과 같
은 대부분의 일반 이메일 클라이언트는 기본적으로 이메일 이미지를 다운로드하지 않
습니다.

• 클릭 — 수신자가 이메일을 수신하고 메시지 본문에 포함된 링크 중 하나를 팔로우했습니다.
• 구독 취소 — 수신자는 이메일을 수신하고 “구독 취소” 링크를 사용하여 future 메시지를 수신 

거부했습니다.
• SMS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이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송 —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메시지 전송을 시도했습니다.
• 전송됨 —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메시지가 전송되었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 실패 - 메시지를 엔드포인트 주소로 전송하는 동안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 옵트아웃 — 엔드포인트 주소와 연결된 사용자가 사용자의 메시지 수신을 거부했습니다.

• 푸시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이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송 —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메시지 전송을 시도했습니다.
• 알림 열림 —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사용자가 메시지를 열었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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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된 포그라운드 — Amazon Pinpoint Pinpoint는 메시지가 사용자 디바이스에서 수신되어 
포그라운드에 표시되었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 수신된 배경 — Amazon Pinpoint Pinpoint는 메시지가 사용자 디바이스에서 수신되어 백그라
운드에 표시되었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 컨택 센터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이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결됨 —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상담원과 통화가 연결되었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 SIT 신호음 —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응답을 받았는데 통화에서 통화 중 신호음이 울

렸습니다.
• 팩스 —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응답을 받았는데 통화에서 팩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 음성 메일 경고음 —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응답을 받았는데 통화에서 경고음과 함께 

음성 메일이 반환되었습니다.
• 음성 메일 경고음 없음 —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응답을 받았는데 통화에서 경고음 없

이 음성 메일이 반환되었습니다.
• 응답하지 않음 —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응답을 받았지만 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음성 

메일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 사용자 지정 채널 — 사용자 지정 채널 활동의 경우 분할하려는 응답 속성과 값을 정의할 수 있

습니다. 이 속성과 값이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Amazon Pinpoint 여정에 다시 전달되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이 응답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Pinpoint에서 사용자 지정 채널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3. 여정 메시지 활동 및 이벤트 선택에서 함수 호출 또는 웹후크 응답을 선택합니다.
• 속성 — 평가할 속성의 이름입니다.
• 값 — 경로를 따라 이동할 브랜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값입니다.

활동의 각 경로에 대해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5. 상태 평가의 경우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조건을 평가해야 하는 시기를 선택하십시오. 다음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즉시 평가 — 이 옵션을 선택하면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여정 참가자가 활동에 도착하는 순간 
지정한 이벤트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평가 후 — 이 옵션을 선택하면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지정된 기간 동안 대기합니다. 지정된 기
간이 경과하면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지정한 이벤트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평가 날짜 — 이 옵션을 선택하면 Amazon Pinpoint Pinpoint는 특정 날짜 및 시간까지 기다립니다. 해
당 날짜 및 시간이 되면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지정한 이벤트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6. (선택 사항) 설명에 활동의 목적을 설명하는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활동을 저장하면 이 텍스트가 레이블
로 나타납니다.

7. 마쳤으면 저장을 선택합니다.

홀드아웃 활동 설정
여정 참가자가 홀드아웃 활동에 도착하면 참가자의 임의 선택을 위해 여정이 끝납니다. 홀드아웃되는 총 여
정 참가자의 비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홀드아웃 활동은 메시지를 받지 않는 제어 그룹을 만들어 여정의 영
향을 측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정 실행이 완료되면 여정에 참여한 사용자의 동작을 제어 그룹의 
일부였던 사용자의 동작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Note

Amazon Pinpoint Pinpoint는 확률 기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어떤 여정 참가자가 보류되는지 결정
합니다. 홀드아웃된 여정 참가자의 비율은 지정한 비율에 매우 가깝지만 완전히 같지 않을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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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 활동 설정

홀드아웃 활동을 설정하려면

1. 활동 추가를 선택합니다.
2. 활동 추가에서 보류를 선택합니다.
3. Holdout percentage(홀드아웃 비율)에 여정에서 다음 활동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할 여정 참가자의 비

율을 입력합니다.
4. (선택 사항) 설명에 활동의 목적을 설명하는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활동을 저장하면 이 텍스트가 레이블

로 나타납니다.
5. 마쳤으면 저장을 선택합니다.

임의 분할 활동 설정
여정 참가자가 임의 분할 활동에 도착하면 최대 5개의 경로 중 하나로 임의 전송됩니다. 이 활동 유형에 대해 
2~5개의 개별 경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활동은 서로 다른 메시지 변형의 효과를 측정하려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Note

Amazon Pinpoint Pinpoint는 확률 기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무작위로 분할된 활동에서 각 경로로 
이동할 여정 참가자를 결정합니다. 각 경로로 전송되는 여정 참가자의 비율은 지정하는 비율에 매우 
가깝지만 완전히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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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 검토 및 테스트

임의 분할 활동을 설정하려면

1. 활동 추가를 선택합니다.
2. 활동 추가에서 무작위 분할을 선택합니다.
3. 생성할 경로(브랜치)의 수를 결정합니다. Add another branch(다른 브랜치 추가)를 선택하여 추가 브랜

치를 생성합니다.
4. 각 브랜치 옆에 있는 필드에 해당 브랜치로 전송되어야 하는 여정 참가자의 비율을 입력합니다. 지정

한 값은 양수여야 하며 소수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모든 브랜치에 대해 입력하는 값의 합계는 정확히 
100%여야 합니다.

5. (선택 사항) 설명에 활동의 목적을 설명하는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활동을 저장하면 이 텍스트가 레이블
로 나타납니다.

6. 마쳤으면 저장을 선택합니다.

다음: 여정 검토 및 테스트 (p. 203)

여정 검토 및 테스트
여정을 게시하려면 먼저 여정을 검토하여 포함된 모든 활동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한 여정을 게시하기 전에 테스트 사용자를 여정 복사본에 등록하여 예상한 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원에는 여정 검토 및 테스트와 관련된 정보와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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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 검토

여정 검토
검토 기능은 여정의 구성 오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몇 가지 권장 사항도 제공합니다.

여정을 검토하려면

1. 여정 작업 영역의 오른쪽 위 모서리에서 검토를 선택합니다. 여정 작업 영역에 Review your journey(여
정 검토) 창이 나타납니다. 다음 이미지는 Review your journey(여정 검토) 창이 열려 있는 여정 작업 영
역을 보여줍니다.

2. Review your journey(여정 검토) 창의 첫 페이지에 표시되는 오류 메시지를 검토합니다. 이 페이지에 표
시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여정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여정에 문제가 없으면 여정에 오류가 없다
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계속 진행할 준비가 되면 다음을 선택합니다.

Tip

오류를 선택하여 해당 경고가 적용되는 활동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Review your journey(여정 검토) 창의 두 번째 페이지에는 여정과 관련된 권장 사항 및 모범 사례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표시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할 준비가 
되면 Mark as reviewed(검토됨으로 표시)를 선택합니다.

4. Review your journey(여정 검토) 창의 세 번째 페이지에 여정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여정에 참가
할 준비가 되었으면 게시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먼저 여정을 테스트하려면 Review your journey(여정 검
토) 창을 닫은 다음 여정 테스트 (p. 204)의 단계를 완료합니다.

여정 테스트
여정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여정에는 
여정을 통해 테스트 참가자 그룹을 쉽게 보낼 수 있는 테스트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참가자가 
대기 또는 다변량 분할 활동에 소비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 여정
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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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 게시

여정을 테스트하려면

1. 테스트 여정에 참가하려는 테스트 참가자만 포함하는 새 세그먼트를 만듭니다. 또는 이미 테스트 참가자 
세그먼트가 있는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세그먼트 만들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그먼트 구축 (p. 137)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Tip

테스트 세그먼트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스프레드시트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세
한 정보는 세그먼트 가져오기 (p. 143)을 참조하십시오.

2. 작업 메뉴에서 테스트를 선택합니다.
3. Test segment(테스트 세그먼트)에서 테스트 참가자가 포함된 세그먼트를 선택합니다.
4. 여정 지연을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모든 대기 및 지연 건너뛰기— 중간 지연 없이 한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진행하도록 하려면 이 옵션
을 선택합니다.

• 사용자 지정 대기 시간— 테스트 참가자가 각 활동에서 지연이 포함된 미리 정의된 시간 동안 대기하
도록 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은 여정에 대기 활동이나 고객 상호 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예/아니요 분할 또는 다변량 분할 활동이 포함된 경우 유용합니다.

5. 선택테스트 보내기. Amazon Pinpoint 새로운 여정을 만듭니다.Test-여정 이름의 시작 부분에 를 추가
했습니다. 테스트 참가자가 여정에 추가됩니다.

6. 테스트를 마치면 Stop journey(여정 중지)를 선택하여 테스트 여정을 영구적으로 종료합니다.

Tip

테스트 과정에서 원래 여정(즉, 테스트 여정이 기반으로 하는 여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 여정 페
이지로 돌아갑니다. 여정 목록에서 원래 여정을 선택하고 변경합니다. 테스트 여정에 대한 변경 
사항은 테스트의 기반이 되는 여정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정 테스트를 위한 모범 사례
• 여정을 테스트하는 데 사용하는 세그먼트에 여러 테스트 참가자를 포함합니다.
• 이메일 주소가 사용자 도메인이 아닌 다른 도메인에 있는 테스트 참가자를 포함합니다.
• 다양한 이메일 클라이언트와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여정에서 전송되는 메시지를 테스트합니다.
• 여정에 이메일과의 상호 작용에 기반한 예/아니오 분할 또는 다변량 분할 활동이 포함된 경우 이러한 상호 

작용을 테스트합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이 열려 있는지 확인하는 분할 활동이 있는 경우 일부 테스트 참가
자가 이메일을 열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여정 지표 창에서 올바른 사용자 수가 각 경로를 진행 중인지 확
인합니다.

• 이메일 템플릿에 엔드포인트 속성을 참조하는 메시지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테스트 참가자가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템플릿이 User.UserAttributes.FirstName 속
성을 참조하는 경우 테스트 세그먼트의 엔드포인트에도 해당 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여정 게시 (p. 205)

여정 게시
여정 테스트가 완료 (p. 204)되고 고객이 참가할 준비가 되면 여정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게시 프로세스를 
수행하려면 검토 프로세스를 한 번 더 완료해야 합니다.

205



Amazon Pinpoint 사용 설명서
여정 일시 중지, 재개 또는 중지

여정을 게시하려면

1. 여정 작업 영역의 오른쪽 위 모서리에서 검토를 선택합니다. 여정 작업 영역에 Review your journey(여
정 검토) 창이 나타납니다.

2. Review your journey(여정 검토) 창의 첫 페이지에 표시되는 오류 메시지를 검토합니다. 이 페이지에 표
시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여정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여정에 문제가 없으면 여정에 오류가 없다
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계속 진행할 준비가 되면 다음을 선택합니다.

3. Review your journey(여정 검토) 창의 두 번째 페이지에는 여정과 관련된 권장 사항 및 모범 사례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표시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할 준비가 
되면 Mark as reviewed(검토됨으로 표시)를 선택합니다.

4. Review your journey(여정 검토) 창의 세 번째 페이지에서 게시를 선택합니다.
Note

여정을 즉시 시작하도록 구성하더라도 참가자가 실제로 여정에 참가하기까지 5분의 지연 시간
이 발생합니다. 이 시간 동안 Amazon Pinpoint 모든 세그먼트 멤버를 계산하고 분석 데이터 캡
처를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또한 이 지연은 필요한 경우 여정을 중단할 수 있는 최종 기회를 제
공합니다.

5. 여정을 검토하고 게시하면 여정 흐름에 출국 여정 요소가 추가되어 여정이 성공적으로 검토되고 게시되
었음을 나타냅니다.

다음: 여정 일시 중지, 재개 또는 중지 (p. 206)

여정 일시 중지, 재개 또는 중지
여정 일시 중지
여정을 게시한 후에는 해당 여정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일시 중지된 여정 중에는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
고 분석 데이터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여정을 일시 중지하거나 변경 사항에 대해 여정 자체를 
다시 평가해야 하는 경우 여정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일시 중지 전에 여정에 들어간 모든 엔드포인트는 
완료된 후 일시 중지됩니다. 여정에 진입하기 위해 대기하는 엔드포인트는 일시 중지 중에 여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정이Wait활동, 타이머Wait활동이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여정이 재개된 후Wait활동이 일시 중지
된 시점부터 계속됩니다. 여정 일시 중지는 편집할 수 없습니다.

여정 일시 중지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후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용모든 프로젝트기존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에서 Journeys(여정)를 선택합니다.
4. 현재 게시된 여정을 선택합니다.
5. 여정 작업 영역의 오른쪽 위 모서리에서 다음을 선택합니다.작업.
6. 선택Pause(일시 중지).
7. 여정 일시 중지 확인 메시지가 나타나면 를 선택합니다.Pause(일시 중지).

일시 중지된 여정은 다시 시작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일시 중지됩니다.

여정 검토
일시 중지된 여정은 5분 경과한 후에만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일시 중지된 여정을 재개하면 참가자는 여정이 
일시 중지된 시점부터 여행을 다시 시작합니다. 여행이 있다면Wait활동Wait활동 카운트다운은 여정이 일시 
중지된 시점부터 재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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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 재개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후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용모든 프로젝트기존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에서 Journeys(여정)를 선택합니다.
4. 현재 일시 중지된 여정을 선택합니다.
5. 여정 작업 영역의 오른쪽 위 모서리에서 다음을 선택합니다.작업.
6. 선택Resume.
7. 여정 재개 확인 메시지가 나타나면 를 선택합니다.Resume.

여정이 다시 시작됩니다.

여정 중지
여행을 영구적으로 중지하면 여정 및 이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 종료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활동은 종료
됩니다. 그러나 분석 데이터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Tip

여정을 중지할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대신 일시 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지된 여정은 영구적으로 
중지되므로 다시 사용하려면 여정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여정 중단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후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용모든 프로젝트기존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에서 Journeys(여정)를 선택합니다.
4. 현재 게시된 여정을 선택합니다.
5. 여정 작업 영역의 오른쪽 위 모서리에서 다음을 선택합니다.작업.
6. 중지를 선택합니다.
7. 여정 중지를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를 선택합니다.여정 중지.

여행은 영구적으로 중지됩니다.

다음: 여정 지표 보기 (p. 207)

여정 지표 보기
여정을 게시하면 여정 작업 영역에 여정 지표 패널이 나타나고 Amazon Pinpoint가 여정과 관련된 지표를 캡
처하기 시작합니다.

주제
• 여정 수준 실행 지표 (p. 208)
• 활동 수준 실행 지표 (p. 210)
• 여정 수준 참여 지표 (p. 212)
• 활동 수준 참여 지표 (p.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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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 수준 실행 지표
여정 수준 실행 지표에는 여정에 참가하거나 참가가 금지된 엔드포인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참여 지
표를 보려면 여정 지표 패널에서 참여 지표를 선택합니다.

이러한 지표는 여러 섹션으로 나뉘며, 다음 단원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참가 지표
여정 실행 지표 목록의 첫 번째 섹션에는 여정에 참가한 참가자 수가 표시됩니다. 이 섹션의 예는 다음 이미
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섹션에는 다음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 현재 여행 중 — 여정 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참가자 수.
• 완료된 여정 — 여정에서 종료 활동에 도달한 참가자 수입니다.
• 평생 여행 항목 — 여정 시작일 이후 여정에 참여한 참가자 수입니다. 또한 이 섹션에는 여정을 완료한 참

가자의 비율(파란색)과 아직 여정에 참가 중인 참가자의 비율(주황색)을 보여주는 차트가 포함되어 있습니
다.

여정 새로 고침 지표
이 섹션은 여정의 새로고침 지표를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새로 고쳐진 세그먼트 수, 세그먼트가 새로 고쳐진 
횟수, 업데이트 시 세그먼트가 새로 고쳐지도록 설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섹션의 예
는 다음 이미지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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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섹션에는 다음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 총 여정 입력 수 — 여정 입력 합계 수입니다.
• 다음 항목 그룹 - 추정치 — 다음 업데이트에서 추가될 엔드포인트 수입니다. 세그먼트 새로 고침 간격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추가할 엔드포인트가 없습니다. 값은 N/A로 표시됩니다.
• 구간 업데이트 시 새로 고침하지 않음/업데이트 시 새로 고침 — 여정 입력 활동에 엔드포인트를 추가할 때 

구간 업데이트 시 새로 고침을 선택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 입력 구간이 새로 고쳐지는 횟수 — 여행 중에 해당 구간이 새로 고쳐지는 최대 횟수입니다.
• 시작 이후 입력 구간이 새로 고쳐진 횟수 - 여정이 시작된 이후 해당 구간이 새로 고쳐진 현재 횟수입니다.
• 재평가로 인해 제거됨 - 참가자가 Send 컨택 센터 활동에 도달했을 때 발생하는 재평가 프로세스의 결과로 

여정에서 제거된 엔드포인트 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컨택 센터 활동 설정 (p. 189)을 참조하세요.

전송되지 않은 메시지 지표
여정 실행 지표 목록의 다음 섹션에는 여정 참가자에게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
어 있습니다. 이 섹션의 예는 다음 이미지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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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섹션에는 다음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 엔드포인트당 최대 항목 수/엔드포인트당 최대 항목 수 초과 - 엔드포인트당 최대 항목 수 및 단일 항목의 
최대 횟수를 초과했을 수 있으므로 여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참가자 수를 표시합니다.엔드포인트는 여정
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엔드포인트당 최대 일일 메시지 수/엔드포인트당 일일 최대 메시지 수 초과 - 엔드포인트당 최대 일일 메시
지 수 및 메시지를 전송하여 전송되지 않은 메시지 수를 표시합니다. 한 명의 참가자가 보낼 수 있는 최대 
메시지 수를 초과했을 수 있습니다.24시간 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조용한 시간/조용한 시간 동안 전송되지 않음 - 여정에 설정된 현재 침묵 시간 및 수신자 시간대의 침묵 시
간에 전송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전송되지 않은 메시지 수를 표시합니다.

활동 수준 실행 지표
활동 수준 실행 지표에는 활동에 참가하거나 참가가 금지된 엔드포인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실행 지
표를 볼 개별 작업을 선택합니다. 참여 지표를 보려면 여정 지표 패널에서 참여 지표를 선택합니다.

Important

여정의 각 활동을 통해 이동하는 엔드포인트 수는 각 활동 모달의 오른쪽 위 모서리에 표시됩니다.

이러한 지표는 여러 섹션으로 나뉘며, 다음 단원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전송된 메시지 지표
활동 실행 지표 목록의 첫 번째 섹션에는 활동에 참가한 엔드포인트 수가 표시됩니다. 이 섹션의 예는 다음 
이미지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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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섹션에는 다음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 전송된 메시지 — 전송된 메시지 수입니다.
•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음 - 전송되지 않은 메시지 수입니다.

전송되지 않은 메시지 지표
여정의 각 활동에는 시스템 문제, Amazon Pinpoint 계정 구성 또는 최종 사용자 기본 설정(예: 옵트아웃) 때
문에 전송할 수 없는 메시지 수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실행 지표 목록이 포함됩니다. 이 섹션의 예는 다음 
이미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섹션에는 다음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 조용한 시간에 전송되지 않음 - 수신자 시간대의 조용한 시간에 전송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전송되지 않은 
메시지의 수입니다.

• 엔드포인트 메시지 제한 초과 - 메시지를 보내면서 전송되지 않은 메시지 수가 한 명의 참가자가 24시간 동
안 받을 수 있는 최대 메시지 수를 초과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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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 — 메시지를 전송하여 전송되지 않은 메시지 수가 Amazon Pinpoint 계정의 전송 할당량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일시적 오류 - 일시적인 오류로 인해 전송되지 않은 메시지 수입니다.
• 서비스 장애 - Amazon Pinpoint 서비스 문제로 인해 전송되지 않은 메시지 수입니다.
• 영구 오류 - 영구 오류로 인해 전송되지 않은 메시지 수입니다.
• 지원되지 않는 채널 - 엔드포인트가 활동 유형과 일치하지 않아 활동을 통해 전송되지 않은 엔드포인트의 

수입니다.
• 알 수 없는 오류 -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전송되지 않은 메시지 수입니다.
• 사용자 지정 전송 실패 - Lambda 함수 또는 웹후크 오류로 인해 전송되지 않은 메시지 수입니다.

Note

이 지표는 사용자 지정 채널 활동을 통한 전송에만 표시됩니다.
• 다이얼 실패 - 문제로 인해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없어서 컨택 센터를 통해 보내기 활동을 통해 전달

할 수 없었던 메시지 수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실패는 권한 문제로 인해 호출을 할 수 없는 경우, Amazon 
Connect 서비스 할당량이 초과된 경우 또는 일시적인 서비스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평가로 인해 제거됨 — 참가자가 컨택 센터 활동을 통해 보내기에 도달했을 때 발생하는 재평가 프로세
스의 결과로 여정에서 제거된 엔드포인트 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컨택 센터 활동 설정 (p. 189)을 참조
하세요.

Note

다이얼 실패 및 재평가 지표로 인한 제거는 컨택 센터를 통한 전송 활동에만 나타납니다.

여정 수준 참여 지표
여정 수준 참여 지표에는 여정 참가자가 여정에서 전송된 메시지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정보가 포함
됩니다.

이러한 지표는 여러 섹션으로 나뉘며, 다음 단원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Important

참여 지표 중 몇 가지는 수신자의 이메일 공급자나 휴대폰 통신사 또는 푸시 알림 서비스(예: Apple 
푸시 알림 서비스 또는 Firebase 클라우드 메시징)로부터 수신한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소스에서 이 데이터를 수신한 후, 수신 지표를 처리하는 동안 최대 2시간까지 지연이 발생합니다.

메시지 활동 수
각 여정의 참여 지표는 해당 여정의 메시지 활동 수를 제공합니다.

여정에 여러 활동 유형이 있는 경우 아래 이미지와 같이 참여 지표가 유형별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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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수준 참여 지표
활동 수준 참여 지표에는 여정 참가자가 여정에서 전송된 메시지와 상호 작용한 방식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
니다.

이러한 지표는 여러 섹션으로 나뉘며, 다음 단원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메일 활동

이메일 활동은 다음과 같은 참여 지표를 제공합니다.

응답 지표

이러한 지표는 이메일 메시지 활동에서 전송된 메시지와 참가자의 상호 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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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섹션에는 다음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 보낸 총 메시지 수 - 메시지가 수신자의 받은 편지함에 성공적으로 전달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활동
에서 보낸 이메일 수입니다.

• 총 전송 수 — 수신자의 이메일 공급자에게 전달된 메시지 수입니다.
• 총 열린 횟수 - 수신자가 연 메시지 수입니다.

Note

Amazon Pinpoint에서 이메일 열기 이벤트를 집계하려면 수신자가 메시지에 이미지를 로드해야 
합니다. 일부 버전의 Microsoft Outlook과 같은 일부 이메일 클라이언트에서는 이미지가 기본적으
로 로드되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한 번 열거나 같은 시간 내에 여러 번 열면 한 번 열린 것으로 계산됩니다. 다른 시간에 
여러 번 열면 개별 등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오전 8시 30분과 오전 8시 45분에 열린 메시
지는 하나의 열린 것으로 간주되지만 메시지가 오전 8시 30분과 오전 9시 5분에 열리면 시간이 변
경되었으므로 두 번 열린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드물지만 열린 메시지 수가 전송하거
나 배달한 메시지 수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총 클릭수 - 수신자가 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한 횟수입니다.

Note

메시지 수신자가 메시지의 여러 링크를 클릭하거나 동일한 링크를 두 번 이상 클릭하는 경우 같은 
시간 내에 발생한 클릭은 한 번의 클릭으로 계산됩니다. 다른 시간에 발생한 여러 번의 클릭은 개
별 클릭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오전 8시 30분과 오전 8시 45분에 링크를 클릭하면 클릭 한 
번으로 계산되지만, 오전 8시 30분과 오전 9시 5분에 링크를 클릭하면 시간이 변경되었으므로 두 
번의 클릭으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클릭 수가 열거나 배달된 메시지 수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시지 참여 지표

참여 지표 목록의 마지막 섹션에서는 추가 이메일 응답 지표를 제공합니다. 이 섹션의 예는 다음 이미지에 나
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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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섹션에는 다음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 이메일 소프트 바운스 — 소프트 바운스로 이어진 메시지 수입니다. 소프트 바운스는 일시적인 문제로 인
해 메시지를 배달할 수 없는 경우(예: 수신자의 받은 편지함이 가득 찬 경우) 발생합니다.

Note

Amazon Pinpoint는 일정 기간 동안 소프트 바운스로 이어진 메시지를 다시 전송하려고 시도합니
다. 다시 배달하려고 시도하는 동안 메시지가 배달되면 메시지는 Total deliveries(배달된 총 메시
지 수) 지표에서 계산되고 Emails Soft bounces(소프트 바운스된 이메일) 지표에서 제거됩니다.

• 하드 바운스 메일 발생률 — 하드 바운스로 이어진 이메일 수입니다. 하드 바운스는 영구적인 문제로 인해 
메시지를 배달할 수 없는 경우(예: 대상 이메일 주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발생합니다.

Note

일정 기간 동안 배달할 수 없는 소프트 바운스는 하드 바운스로 변환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프
트 바운스 수가 감소하고 하드 바운스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구독 취소된 이메일 — 수신자에게 구독 취소를 요청한 메시지 수입니다.

Note

Amazon Pinpoint에서 구독 취소 이벤트를 집계하려면 이메일의 구독 취소 링
크에 특수 링크 태그 (다음 예와 같이 라는unsubscribeLinkTag 태그<a 
ses:tags="unsubscribeLinkTag:click;" href="http://www.example.com/
unsubscribe">) 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태그가 포함된 링크만 구독 취소로 계산됩니다.

• 수신 거부 이메일 — 수신자가 요청하지 않은 메일로 신고한 메시지 수입니다.

Note

이 지표는 수신자의 이메일 공급자로부터 수신한 수신 거부 보고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일
부 이메일 공급자는 즉시 수신 거부 데이터를 보내지만 주간 또는 월간 다이제스트를 보내는 이메
일 공급자도 있습니다.

• 거부된 이메일 — 거부되어 전송되지 않은 메시지 수입니다. Amazon Pinpoint에서 메시지에 맬웨어가 포
함되어 있다고 판단하면 메시지가 거부됩니다. Amazon Pinpoint 거부된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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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메시지 활동

SMS 메시지 활동은 다음과 같은 참여 지표를 제공합니다.

배달 지표

이러한 지표는 SMS 메시지 활동에서 전송된 메시지와 참가자의 상호 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섹션에는 다음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 보낸 총 메시지 수 - 메시지가 수신자의 장치에 성공적으로 전달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활동에서 보
낸 SMS 메시지 수입니다.

• 총 전송 수 — 공급자가 수신자의 장치로 전송한 SMS 메시지 수입니다.
• 총 실패 수 - 수신자에게 전송하지 못한 SMS 메시지 수입니다.
• 총 SMS 활동 지출 — 이 활동을 통해 SMS 메시지를 보내는 데 사용한 예상 금액입니다.

푸시 알림 활동

푸시 알림 활동은 다음과 같은 참여 지표를 제공합니다.

응답 지표

이러한 지표는 푸시 알림 활동에서 전송된 메시지와 참가자의 상호 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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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섹션에는 다음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 전송된 총 메시지 수 - 메시지가 수신자의 장치에 성공적으로 전달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활동에서 
전송된 푸시 알림 수입니다.

• 총 전송 수 — 푸시 알림 서비스에서 수신자의 장치로 전달된 푸시 알림 수입니다. 이 지표는 앱이 수신자 
디바이스의 포그라운드 또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 중일 때 수행되는 배달만 반영합니다. 모바일 운영 체제
가 백그라운드 알림의 우선 순위를 지정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푸시 알림 배달은 보장되지 않습
니다.

• 총 오픈 수 — 수신자가 연 푸시 알림 수입니다.

TTL(Time to Live) 지표

푸시 알림 참여 지표는 푸시 알림 활동에 대한 TTL(Time to Live) 값도 제공합니다. TTL은 Amazon Pinpoint
에서 메시지를 배달할 수 있는 시간(초)입니다. 이 시간이 경과하면 Amazon Pinpoint는 메시지를 삭제하고 
메시지를 다시 배달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기본 TTL 값을 사용하면 지표에 “-”가 표시됩니다. 사용자 지정 TTL 값의 경우 지표에 사용자가 선택한 정확
한 수와 시간 단위가 표시됩니다.

사용자 지정 채널 활동

사용자 지정 채널 활동은 다음과 같은 참여 지표를 제공합니다.

호출 성공 지표

이러한 지표는 사용자 지정 채널 활동에서 전송된 메시지와 참가자의 상호 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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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섹션에는 다음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 함수 또는 웹후크 호출 성공 - 이 활동의 결과로 Lambda 함수 또는 웹훅이 성공적으로 호출된 횟수입니다.
Note

이 정보는 메시지가 대상에 배달되었음을 나타내지 않으며, Lambda 함수 또는 Webhook가 호출
되었음을 나타낼 뿐입니다.

• 웹후크 또는 함수 호출 실패 - 이 활동의 결과로 Lambda 함수 또는 웹후크가 성공적으로 호출되지 않은 횟
수입니다.

고객 응대 센터 활동
컨택 센터 활동 지표를 사용하여 참가자와 통화 간의 상호 작용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고객 응대 센터 지표

사용할 수 있는 콜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성공한 총 다이얼 수 — 성공적으로 다이얼된 총 통화 수입니다.
• 연결됨 - 상담원에 연결된 통화 수입니다.
• SIT 신호음 — 통화 중 신호음을 받은 통화 수입니다.
• 팩스 — 팩스 신호음을 받은 통화 수입니다.
• 음성 메일 경고음 — 경고음과 함께 음성 메일에 도달한 통화 수입니다.
• 음성 메일 경고음 없음 — 경고음 없이 음성 메일에 도달한 통화 수입니다.
• 응답하지 않음 - 응답을 받았지만 음성 메일에 도달하지 않고 통화 벨이 계속 울린 통화 수입니다.
• 연결 오류 - 응답을 받았지만 통화가 음성 메일에 도달할 수 없었던 통화 수입니다.
• 연결 속도 - 성공한 모든 다이얼과 비교하여 상담원에 성공적으로 연결된 통화의 비율입니다.
• 총 실패 다이얼 수 — 시스템 문제, 통신 문제 또는 권한 오류로 인해 실패한 통화 수입니다.
• 만료된 총 다이얼 수 - 다이얼러에 오류가 발생했거나 상담원이 없어서 만료된 통화 수입니다.

활동 지표
채널별 활동 유형(이메일, SMS, 푸시 및 사용자 지정 채널)에 대한 지표를 보는 것 외에도 대기 활동, 예/아니
오 분할 활동, 다변량 분할 활동 및 임의 분할 활동을 포함한 기타 활동 유형에 대한 지표도 볼 수 있습니다.

대기 활동 지표
대기 활동에 대한 여정 지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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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완료 — 활동을 완료한 여정 참가자 수입니다.
• 대기 날짜 통과 — 대기 날짜가 과거에 발생했기 때문에 활동에 도착하여 즉시 다음 활동으로 이동한 여정 

참가자 수입니다.
• 현재 대기 중 — 활동에서 현재 대기 중인 참가자 수입니다.

예/아니요 분할 활동 지표

예/아니요 분할 활동에 대한 여정 지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 전체 참가자 — 활동을 통과한 여정 참가자 수입니다.
• 경로 세부 정보 — 활동의 각 경로를 따라 전송된 여정 참가자 수입니다.

다변량 분할 작업 지표

다변량 분할 활동에 대한 여정 지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 총 참가자 — 활동을 통과한 여정 참가자 수입니다.
• 경로 세부 정보 — 활동의 각 경로를 따라 전송된 여정 참가자 수입니다.

홀드아웃 활동 지표

홀드아웃 활동에 대한 여정 지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 입력된 합계 — 활동을 통과한 여정 참가자 수입니다.
• 참가 대기 참가자 — 활동으로 인해 보류된 결과 여정을 떠난 참가자 수입니다.

임의 분할 활동 지표

임의 분할 활동에 대한 여정 지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 전체 참가자 — 활동을 통과한 여정 참가자 수입니다.
• 경로 세부 정보 — 활동의 각 경로를 따라 전송된 여정 참가자 수입니다.

여정을 위한 팁과 모범 사례
여정은 유연하고 완벽하게 사용자 지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여정을 계획, 설계 및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기본 전략과 사례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여정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음 팁과 
모범 사례를 고려하십시오.

주제
• 범위 및 설정 (p. 220)
• 세그먼트 (p. 221)
• 활동 (p. 222)
• 이메일 메시지 (p. 222)
• 검토 및 테스트 (p. 223)
• 분석 (p. 223)
• 수명 주기 관리 (p.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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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및 설정
여정은 다양하며 상호 연관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여정에 대해 잘 정의된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 좋
습니다. 또한 시나리오와 목표를 지원하는 여정 설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정 설정을 사용하여 여정에서 참
가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타이밍, 볼륨 및 빈도를 결정하는 제약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정의할 때는 범위를 더 큰 고객 경험의 작은 측면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Amazon Pinpoint
는 광범위한 워크플로우가 있는 대규모 여정을 지원하지만 일련의 관련 여정에 포함되도록 여정을 설계하면 
고객의 경험을 모니터링, 구체화 및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신규 고객을 환영하고 첫 7일 동안 권장되는 몇 가지 첫 단계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여정을 설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정 동안 각 고객의 행동에 따라 초기 참여 수준에 맞게 조정된 후속 여정에 해당 고
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의 후속 여정에서는 첫 번째 여정에 대한 참여도가 높은 고객에게 다음 단계
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후속 여정에서는 첫 번째 여정에 대한 참여도가 덜한 고객에게 다른 제품
이나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일련의 소규모 여정을 생성함으로써 고객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고객 경
험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정의한 후 시나리오의 목표를 지원하는 여정 설정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설정은 여정의 어느 부
분에서나 참가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타이밍, 볼륨 및 빈도를 정의합니다. 이러한 설정을 선택하려면 여
정을 만들거나 여십시오. 그런 다음 선택설정( 사용)작업메뉴를 클릭하고고급 설정섹션

몇 가지 주요 목표 및 관련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가자의 현지 시간대 저장 및 사용

시작 및 종료 시간이 예약된 여정에서 참가자 참여를 최적화하려면 각 참가자의 현지 시간대를 사용하도
록 여정을 구성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참가자가 해당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을 때 여정 활동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정의 유용성은 참가자의 엔드포인트 정의에 현지 시간대 값을 저장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설정을 사용하고 참가자의 엔드포인트 정의에 시간대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Amazon 
Pinpoint는 여정에 참가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방지하려면 Timezone 속성을 사용하여 참
가자의 시간대 정보를 저장하십시오. 이것은 Amazon Pinpoint가 제공하는 표준 속성입니다.

대기 시간 충돌 해결

여정에 대한 대기 시간 설정과 충돌하는 시점에 메시지를 보내도록 활동을 구성하면 Amazon Pinpoint에
서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조용한 시간이 끝나면 새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조용한 시간이 끝난 후 
메시지 전송을 재개하기로 선택한 경우 조용한 시간 동안 보관된 모든 메시지도 전송됩니다. 그렇지 않
은 경우 해당 메시지가 보관된 메시지가 삭제됩니다.

참가자가 받을 수 있는 메시지 수 제한

참가자가 여정이나 프로젝트에서 보낸 메시지를 너무 많이 받지 않게 하려면 24시간 동안 참가자에게 
보낼 수 있는 메시지 수를 제한하십시오. 이는 여정에서 캠페인이나 다른 여정에서도 사용하는 세그먼트
를 사용하는 경우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여정에서만 사용하도록 명시적으로 설계된 세그먼트를 
만들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송할 수 있는 메시지 수 최적화

여정에 참가자가 많고 많은 수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Amazon Pinpoint가 이 모든 메시지를 처리하고 
전송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십시오.

예를 들어 1,000,000명의 참가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여정 활동이 있고 Amazon Pinpoint 계정의 최대 
전송 속도가 초당 200개의 메시지인 경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부 참가자는 활동이 시작된 후 약 80
분이 지나도 메시지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정에 이메일 활동에 이어지는 대기 활동이 포함된 경우 특
히 그렇습니다. Amazon Pinpoint에서 대기 활동이 종료될 때까지 가 모든 메시지 전송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참가자는 메시지를 받기 전에 대기 활동을 따르는 활동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려면 여정에서 초당 보낼 수 있는 최대 메시지 수를 늘리되 가능한 한 계정에 대한 
최대 전송 속도까지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정에 대한 전송 할당량을 늘리는 것 (p. 27)도 고려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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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그먼트

참가자가 여정에 들어갈 수 있는 횟수 제한

여정의 성격과 설계에 따라 한 명의 참가자가 동일한 여정에 들어갈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십시오. 이 제
한을 설정하지 않으면 참가자는 여정에 들어가서 여정의 여러 활동을 완료하고 종료 활동에 도착한 다
음,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각 참가자가 한 번만 여정을 시작하고 완료하도록 하는 것을 사용
자가 선호할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에서는 참가자가 이미 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는 참가자가 여정에 들어
가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참가자가 여정을 시작한 이후, 참가자를 세그먼트 (세그먼트 기준
에 따라) 또는 여정 (활동 조건에 따라) 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참가자의 엔드포인
트 정의를 업데이트하면 는 참가자를 새 참가자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참가자가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 극대화

여정의 첫 번째 활동인 여정 진입 활동은 여정에 새 참가자가 추가되는 빈도를 결정합니다. 신규 고객이
나 기존 고객은 언제든지 참가자가 될 수 있으므로 새 멤버를 세그먼트에 자주 추가하도록 진입 활동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사용자 속성이나 이벤트에 근거하여 새 참가자를 자동으로 추가하도록 세
그먼트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세그먼트를 구성하는 방법의 예는 단원을 참조하십시
오.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첫 번째 여정 구축에AWS메시징 및 타겟팅 블로그.

세그먼트
세그먼트가 관건입니다. 세그먼트는 전체 여정과 특정 여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결정합니다. 여정
에 대한 세그먼트를 생성할 때는 다음 모범 사례를 고려하십시오.

전용 테스트 세그먼트 생성

여정과 메시지를 테스트하는 사람들의 일반 그룹이 있는 경우 해당 엔드포인트만 포함된 세그먼트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 해당 세그먼트를 일관된 테스트 프레임워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Amazon 
Pinpoint에서 제공하는 여정 테스트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이 세그먼트를 구성하는 방
법에 대한 팁은 여정 검토 및 테스트 (p. 203)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다중 세그먼트 사용

여정 진입 활동에 대해 하나의 세그먼트만 선택할 수 있지만 해당 세그먼트에는 여러 개의 작은 세그먼
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여정 뒷부분에서 다변량 분할 활동을 사용하여 세그먼트 멤버십에 
따라 참가자를 별도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각 참가자에게 더 맞춤화된 경험
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더 정밀하게 지정된 더 작은 규모의 대상에
게 메시지를 보내므로 이메일 활동의 처리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참가자가 명시적으로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는 작업에 근거하여 참가자를 분할하는 것이 좋습니
다. 분할 활동을 사용하여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아니오 분할 활동을 사용하여 참
가자가 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하면 Yes 경로, 그렇지 않은 경우 No 경로로 참가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작업이 없으면 후속 활동을 통해 참가자를 다시 참여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그먼트 및 엔드포인트 삭제 금지

활성 여정의 일부인 세그먼트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활성 여정에서 사용 중인 세그먼트를 
삭제하면 여정이 실패하고 실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여정이 계속 실행되면 세그먼트에 속한 참가자가 
여정에서 조기에 제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참가자는 자신이 속한 마지막 활동에 대한 분석 데이터
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고됩니다. 이렇게 하면 분석 데이터의 유용성이 저하됩니다. 여정을 독립적으로 
떠난 참가자와 삭제한 참가자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지정 속성 활용

여정 참가자를 더 쉽게 식별하고 세그먼트에 추가하려면 애플리케이션에서 엔드포인트를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엔드포인트에 사용자 지정 여정별 속성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이 속성을 
사용하여 사용자나 엔드포인트를 여정에 참여해야 하는 사람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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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활동
활동은 모든 여정의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따라서 각 활동의 유형 및 설정, 활동 간의 관계를 선택할 때 다음 
지침을 고려하십시오.

진입 활동 최적화

여정의 첫 번째 활동인 진입 활동은 여정에 새 참가자가 추가되는 빈도를 결정합니다. 활동을 기반으로 
참여자를 추가하거나 (예: 특정 음악을 다운로드하는 사용자 추가) 또는 기존 세그먼트에서 참가자를 추
가할 수 있습니다. 신규 고객이나 기존 고객은 언제든지 참가자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세그먼트를 자주 
업데이트(참가자를 추가)하도록 진입 활동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가자가 여정을 시
작할 수 있는 기회가 극대화됩니다.

세그먼트 및 참가자 데이터 변경 준비

활동의 세그먼트 조건 평가는 세그먼트의 각 참가자(엔드포인트)에 대한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이 데이터는 시간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활동을 시작할 때 참가자가 좋아하는 음식
이 피자일 수 있습니다. 이 참가자는 이후에 핫도그로 선호 음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후속 활동
에서는 참가자 피자가 아닌 핫도그를 선호한다는 것에 근거하여 참가자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변
경에 대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변경 사항을 예측하고 적절한 경로로 참가자를 보내는 분할 활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Else 경로 이용

다변량 분할 활동에는 Else 경로와 함께 4개의 경로(각각 고유한 기준이 있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lse 경로는 다른 경로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참가자를 위한 경로입니다. 따라서 여정 설계 시 고려하
지 않았을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또는 비정상적인 사례를 처리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벤트 데이터 수신 지연 고려

이메일 열기와 같은 일부 이벤트 데이터는 참가자의 이메일 공급자에게서 받는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일부 공급자는 즉시 이 정보를 보내지만 그렇지 않은 공급자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연은 참가자의 경험
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가 이벤트를 활동의 조건으로 평가하면 참가자를아니요참가
자에 대한 이벤트 데이터가 없는 경우 경로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려면 이메일 활동을 즉시 따르
는 활동의 평가 일정에 버퍼 시간을 추가하십시오.

연속 이메일 활동 방지

둘 이상의 이메일 활동 사이에 대기 또는 다른 유형의 활동을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Amazon Pinpoint가 메시지를 처리하고 보내는 데 필요한 시간과 메시지를 받는 참가자의 지연을 고려하
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입력 간격 사용

엔드포인트가 여정에 다시 진입할 때 재진입 간격을 설정합니다. 재입력 간격을 설정하면 사용자가 메시
지를 받는 시점 사이의 시간을 절약하고 사용자 참여도를 높일 수 있으며 메시지가 스팸으로 처리될 가
능성이 줄어듭니다.

이메일 메시지
여정을 만들기 전에 이메일 전송에 대한 일반적인 팁과 모범 사례 (p. 50) 외에도 다음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용 “보낸 사람” 주소 만들기

여정에서 보내는 모든 메시지에 전용 이메일 주소 또는 도메인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가자가 여정에서 수신하는 모든 메시지에 걸쳐 일관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참가자는 
여정의 모든 메시지가 받은 편지함에 도착하도록 이메일 애플리케이션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
러 배달 가능성 대시보드를 (p. 38)를 구독하는 경우 전용 주소 또는 도메인을 사용하면 특정 여정의 고
급 분석 데이터에 더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전용 주소 또는 도메인을 설정하
는 방법은 the section called “이메일 자격 증명 확인” (p. 21)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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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테스트

이메일 채널을 올바르게 설정했는지 확인

여정을 게시하기 전에 Amazon Pinpoint 계정에 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이메일에 대한 프로덕션 액세
스 (p. 20). 그렇지 않은 경우 계정이 샌드박스 환경에 있으므로 참가자가 여정에서 메시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샌드박스 환경에서는 제한된 수의 메시지만 보낼 수 있으며 특정 이메일 주소로만 메시지
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정의 전송 할당량 및 전송 속도가 여정에서 전송하려는 메시지의 수를 지
원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계정의 전송 할당량 및 요금을 확인하려면 다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메일 설정Amazon Pinpoint 콘솔에 있는 페이지입니다.

관련 메시지 템플릿 모음 설계

계획 프로세스의 초기 단계에서 여정에 포함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 이메일 활동에 대한 메시지 템플릿을 
설계하고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메시지의 설계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메시지가 여정의 해당 단계에 맞게 최적화되도록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 고객을 맞이하는 여정
에는 3개의 이메일 템플릿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개 정보가 포함된 템플릿, 첫 번째 메시지에서 링크를 
클릭한 사용자를 위한 중간 정보가 포함된 템플릿, 첫 번째 메시지에서 링크를 클릭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해 수정된 소개 정보가 있는 템플릿이 있습니다.

검토 및 테스트
Amazon Pinpoint에는 여정의 구성 오류를 확인하고 경고하는 검토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류를 
찾고 수정하는 프로세스를 단순화합니다. 오류가 있는 활동 또는 설정을 찾으려면 오류 설명을 클릭하십시
오.

오류를 수정하려면 Review your journey(여정 검토) 창에 제공된 권장 사항을 따르십시오. 여정을 게시하기 
전에 이 기능을 사용하여 오류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정을 게시하기 전에 이 검토 프로
세스를 여러 번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Amazon Pinpoint에는 테스트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테스트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정에 대한 
검토 프로세스를 완료한 후 이 기능을 사용하여 여정 내내 테스트 참가자 그룹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참가자만 해당 여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기능이 포함된 전용 테스트 세그먼트를 생성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신속하게 수행하려면 이 기능을 구성하여 활동의 대기 시간과 활동 간 대기 시간을 줄
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여정을 게시하기 전에 이 기능을 사용하여 여정에서 보내는 각 메시지를 포함한 여
정의 모든 측면을 테스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정 검토 및 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he section called “여정 검토 및 테스트” (p. 203) 단원을 참조하
십시오.

분석
여정을 게시하면 Amazon Pinpoint는 전체 여정 및 개별 여정 활동에 적용되는 여러 유형의 표준 지표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집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지표를 정기적으로 자주 검토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지표는 Amazon Pinpoint가 활동을 평가하거나 수행하려고 할 때 발생했을 수 있는 실패 
및 오류와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핵심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지표를 통해 여정에
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더 효과적인 여정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지표와 이를 보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he section called “여정 
지표 보기” (p. 207)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mazon Pinpoint는 90일 동안 분석 데이터를 자동으로 저장합니다. 여정의 예상 기간이나 조직의 장기 스토
리지 및 보고 요구에 따라 90일 이상 기본 이벤트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Amazon Kinesis Data Streams나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로 데이터를 내보내도록 Amazon 
Pinpoints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Amazon Kinesis Kinesis로 데이터를 내보내는 경우 다른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더 심층적인 분석 또는 보고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이벤트 데이터 스트리밍” (p. 250)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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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주기 관리
개발 및 실행의 다양한 단계를 거쳐 여정을 진행할 때 여정 수명 주기의 각 단계에 대해 다음 사항을 염두에 
두십시오. 또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여정을 중지(취소)할 수 있습니다.

Phase(단계) 설명

초안 이 여정은 개발 중이며 아직 게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여정의 세그먼트, 활동 및 설정을 포
함하여 여정의 모든 측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한 Amazon Pinpoint 기능을 활용하여 여정을 검토
하고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검토 및 테스트 프로세
스를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할 수 있습니다.

활성 상태 이 여정은 개발, 검토, 테스트 및 게시되었습니다. 여
정의 일정에 따라 여정이 현재 실행 중이거나 나중
에 실행을 시작하도록 예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여정에(서) 활동을 추가,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Closed 이 여정은 개발, 검토, 테스트 및 게시되었습니다. 이 
여정은 실행이 시작되어 새로운 참가자에게 닫혀 있
습니다.

여정의 일정 및 설정에 따라 예정된 종료 시간이 경
과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정이 예정된 시작 시
간을 경과했을 수 있으며 새로운 세그먼트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도록 설정된 진입 활동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새 참가자를 여정에 추가할 수 없으
며 이때 비로소 기존 참가자가 여정에 들어갈 수 없
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활동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기존 참가자는 여정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중지됨 이 여정은 개발, 검토, 테스트 및 게시된 후 중지되었
습니다. 여정을 중지한 후에는 다시 시작할 수 없습
니다. 여정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여정을 중지할 경우 Amazon Pinpoint는 해당 활동
이 완료될 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활동을 계속 수행
합니다. 또한 Amazon Pinpoint는 활동이 완료될 때
까지 해당 활동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
고 집계합니다. 또한 여행을 중지했을 때 완료된 모
든 활동에 대해서도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여정에(서) 활동을 추가,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또한 Amazon Pinpoint는 여정 
평가를 중지하고 시작하지 않은 활동은 수행하지 않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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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Pinpoint 핀포인트로 테스트 
메시지 전송

Amazon Pinpoint Pinpoint를 사용하면 특정 수신자에게 직접 보내는 일회성 메시지인 테스트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테스트 메시지 전송은 메시지의 배달 가능성을 테스트하거나 메시지가 수신자에게 어떻게 보일
지 테스트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가 지원하는 모든 채널을 사용하여 테스트 메
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전송하는 각 테스트 메시지에 대해 요금이 청구됩니다. 그러나 테스트 메시지를 보낼 때는 월별 목표 대상
(MTA)을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요금을 참조하십시오.

Amazon Pinpoint 콘솔을 사용하여 테스트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메시지 유형에 따라 최대 15명의 수신자에
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테스트 메시지는 세그먼트로 보낼 수 없으며 개별 사용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또한 Amazon Pinpoint Pinpoint는 테스트 메시지를 즉시 전송합니다. 테스트 메시지 배달은 예약할 수 없습
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메시지는 메시징 지표(예: 열어본 비율, 클릭 비율 또는 반송률)를 생성하지 않습니
다. 메시지를 세그먼트에 보내거나, 메시지 배달을 예약하거나, 메시지에 대한 지표 데이터를 얻으려면 테스
트 메시지를 보내는 대신에 캠페인을 생성 (p. 153)해야 합니다.

Amazon Pinpoint 콘솔에서 테스트 메시지를 보내려면 콘솔의 테스트 메시지 페이지를 사용하십시오.

테스트 메시징 페이지를 열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모든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테스트 메시지를 보낼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에서 Test messaging(테스트 메시징)을 선택합니다.

테스트 이메일 메시지 전송
테스트 이메일 메시지를 보내려면 이메일 채널이 활성화된 프로젝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새 프로젝트를 만들
고 이메일 채널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Amazon Pinpoint 이메일 채널 설정 (p. 20)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기존 
프로젝트에 대해 이메일 채널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Amazon Pinpoint 이메일 채널 관리 (p. 26) 단원을 참조
하십시오.

테스트 이메일 메시지를 전송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모든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테스트 메시지를 보낼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에서 Test messaging(테스트 메시징)을 선택합니다.
4. Test messaging(테스트 메시징) 페이지의 채널에서 이메일을 선택합니다.
5. Destination type(대상 유형)에서 다음 메시지 대상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이메일 주소 — 각 대상은 수신자의 이메일 주소입니다.
• 엔드포인트 ID — 각 대상은 프로젝트의 엔드포인트에 할당되는 고유한 ID입니다.

6. 선택한 Destination type(대상 유형)에 따라 Endpoint IDs(엔드포인트 ID) 또는 이메일 주소를 하나 이상 
입력합니다. 값을 최대 15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쉼표를 사용해 여러 값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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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essage content(메시지 콘텐츠)에서 Create a new message(새 메시지 작성) 또는 Use an existing 
template(기존 템플릿 사용)을 선택합니다.

기존 템플릿을 사용하려면 템플릿 목록에서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템플릿을 선택하면 Amazon Pinpoint 
Pinpoint가 템플릿의 활성 버전 미리보기를 표시합니다. 활성 버전은 일반적으로 검토를 거쳐 사용 승인
을 받은 템플릿 버전으로서 워크플로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 메시지 작성을 선택하려면 제목 필드에 제목을 지정하고 메시지 필드에 메시지 본문을 지정합니다.

Tip

메시지 본문은 HTML 또는 Design(디자인) 보기를 사용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HTML 보기에
서는 서식, 링크 및 메시지에 포함시킬 기타 특성 등 메시지 본문의 HTML 콘텐츠를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Design(디자인) 보기에서 서식 있는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메시지 본
문의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서식 도구 모음을 사용하여 서식을 적용하고, 메시지 본문에 
링크와 기타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기를 전환하려면 메시지 편집기 위의 보기 선택기에
서 HTML 또는 디자인을 선택합니다.

이메일 애플리케이션이 HTML 콘텐츠를 표시하지 않는 수신자에게 전송되는 메시지의 본문에 표시할 
콘텐츠를 메시지 편집기 아래의 필드에 선택적으로 입력합니다.

8. 마쳤으면 메시지 전송을 선택합니다.

테스트 푸시 알림 전송
테스트 푸시 알림을 전송하려면 하나 이상의 푸시 알림 채널이 활성화된 프로젝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새 프
로젝트를 만들고 푸시 알림 채널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Amazon Pinpoint 모바일 푸시 채널 설정 (p. 16) 단원
을 참조하십시오. 기존 프로젝트에 대해 푸시 알림 채널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Amazon Pinpoint를 사용하여 
모바일 푸시 채널 관리 (p. 17)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프로젝트에 대해 하나 이상의 푸시 알림 채널을 활성화하고 나면 해당 채널을 통해 테스트 푸시 알림을 전송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푸시 알림을 보내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모든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테스트 메시지를 보낼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에서 Test messaging(테스트 메시징)을 선택합니다.
4. Test messaging(테스트 메시징) 페이지의 채널에서 푸시 알림을 선택합니다.
5. Destination type(대상 유형)에서 다음 메시지 대상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엔드포인트 ID — 각 대상은 프로젝트의 엔드포인트에 할당되는 고유한 ID입니다.
• 기기 토큰 — 각 대상은 메시지를 보내는 앱 인스턴스에 할당된 토큰입니다. 예를 들어 이 값은 Apple 

푸시 알림 서비스 (APN) 에서 할당하는 기기 토큰이거나 Firebase 클라우드 메시징 (FCM) 에서 할당
한 등록 토큰일 수 있습니다.

6. 선택한 [Destination type]에 따라 [Endpoint IDs] 또는 [Device tokens]를 하나 이상 입력합니다. 값을 최
대 15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쉼표를 사용해 여러 값을 구분합니다.

디바이스 토큰을 대상 유형으로 사용하는 경우 단일 푸시 알림 서비스와 연결된 토큰만 지정해야 합니
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한 번에 하나의 푸시 알림 서비스만 통해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ID를 대상 유형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푸시 알림 서비스를 사용
하는 엔드포인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7. 푸시 알림 서비스의 경우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할 푸시 알림 서비스를 지정합니다. 엔드포인트 ID를 대
상 유형으로 사용하는 경우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서비스를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8. 알림 유형에 대해 전송하려는 테스트 메시지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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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메시지 — 제목, 메시지 본문, 기타 콘텐츠 및 설정이 포함된 푸시 알림입니다. 수신자가 메시지
를 수신하면 모바일 디바이스가 이를 수신자에게 알려줍니다.

• 원시 메시지 — 알림의 모든 콘텐츠 및 설정을 JSON 객체로 지정하는 푸시 알림입니다. 이러한 유형
의 알림은 앱에 사용자 지정 데이터를 보내 푸시 알림 서비스 대신 해당 앱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메시지에 사용할 코드의 개요가 메시지 편집기에 표
시됩니다. 메시지 편집기에서 각 푸시 알림 서비스에 사용할 설정을 입력합니다. 지정할 옵션 설정(예: 
이미지, 사운드 및 작업)을 포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 중인 푸시 알림 서비스의 설명서를 참조하
십시오. 원시 메시지 콘텐츠를 모두 입력했으면 12단계로 건너뜁니다.

9. 메시지 아래의 메시지 내용에서 Create a new message(새 메시지 작성) 또는 Use an existing 
template(기존 템플릿 사용)을 선택합니다.

기존 템플릿을 사용하려면 템플릿 목록에서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목록에서 템플릿을 선택하면 
Amazon Pinpoint Pinpoint가 템플릿의 활성 버전 미리 보기를 표시합니다. (활성 버전은 일반적으로 검
토를 거쳐 사용 승인을 받은 템플릿 버전으로서 워크플로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템플릿 선택을 마쳤으
면 12단계로 건너뜁니다.

새 메시지 작성을 선택하려면 메시지의 제목과 본문을 지정합니다.
10. 작업에서 수신자가 알림을 탭하면 실행하려는 작업을 선택합니다.

• 앱 열기 — 앱이 실행되거나 백그라운드로 전송된 경우 앱이 포그라운드 앱이 됩니다.
• URL로 이동 - 수신자 디바이스의 기본 모바일 브라우저가 시작되고 지정한 URL의 웹 페이지가 열립

니다. 이 작업은 예를 들어 사용자를 블로그 포스팅으로 보낼 때 유용합니다.
• 딥링크 열기 - 앱이 열리고 지정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앱에 표시됩니다. 딥 링크는 iOS 및 Android 

기능입니다. 이 작업은 예를 들어 사용자를 앱 내 구매를 위한 특별 프로모션으로 리디렉션할 때 유용
합니다.

11. (선택 사항) Media URLs(미디어 URL) 섹션에서 메시지에 표시할 미디어 파일을 가리키는 URL을 제공
합니다. 푸시 알림 서비스가 파일을 검색할 수 있도록 URL에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 마쳤으면 메시지 전송을 선택합니다.

테스트 SMS 메시지 전송
테스트 SMS 메시지를 보내려면 SMS 채널이 활성화된 프로젝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새 프로젝트를 만들고 
SMS 채널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the section called “설정” (p. 57)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기존 프로젝트에 대
해 SMS 채널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Amazon Pinpoint SMS 채널 관리 (p. 82)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테스트 SMS 메시지를 전송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모든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테스트 메시지를 보낼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에서 Test messaging(테스트 메시징)을 선택합니다.
4. Test messaging(테스트 메시징) 페이지의 채널에서 SMS를 선택합니다.
5. Destination type(대상 유형)에서 다음 메시지 대상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전화번호 - 각 목적지는 수신자의 전화 번호입니다.
• 엔드포인트 ID — 각 대상은 프로젝트의 엔드포인트에 할당되는 고유한 ID입니다.

6. 선택한 [Destination type]에 따라 [Endpoint IDs] 또는 [Phone numbers]를 하나 이상 입력합니다. 값을 
최대 15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쉼표를 사용해 여러 값을 구분합니다.

대상 유형으로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번호를 E.164 형식으로 지정하십시오. E.164는 국제 
통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구조의 표준입니다. 이 형식의 전화번호는 일반적으로 최대 15자리까지 가
능하며, 더하기 문자(+) 및 국가 코드가 접두사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E.164 형식의 미국 전화번호는 
+12065550100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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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택 사항) Origin 전화번호에서 메시지를 보낼 전화번호를 선택합니다. 이 목록에는 계정과 연결된 모
든 전용 전화번호가 나열됩니다. 계정에 여러 개의 전용 전화번호가 있고 발신 번호를 선택하지 않은 경
우 Amazon Pinpoint Pinpoint는 계정에서 단축 코드를 검색합니다. 짧은 코드를 찾으면 해당 단축 코드
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보냅니다. 계정에서 단축 코드를 찾을 수 없는 경우 10DLC 번호 (미국 수신자만 
해당), 무료 전화 번호 (미국 수신자만 해당), 긴 코드를 찾습니다.

8. [Message type]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프로모션 – 중요하지 않은 메시지입니다(예: 마케팅 메시지). 이 옵션을 선택하면 Amazon Pinpoint 
Pinpoint가 최소 비용이 발생하도록 메시지 전송을 최적화합니다.

• 트랜잭션 — 다단계 인증을 위한 일회용 암호와 같이 고객 거래를 지원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Amazon Pinpoint Pinpoint가 최고의 안정성을 달성하도록 메시지 전송을 최적화합
니다.

Note

이 메시지 수준 설정이 프로젝트의 설정 페이지에서 선택한 기본 메시지 유형보다 우선 적용됩
니다.

9. 메시지 아래의 메시지 내용에서 Create a new message(새 메시지 작성) 또는 Use an existing 
template(기존 템플릿 사용)을 선택합니다.

기존 템플릿을 사용하려면 템플릿 목록에서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목록에서 템플릿을 선택하면 
Amazon Pinpoint Pinpoint가 템플릿의 활성 버전 미리 보기를 표시합니다. (활성 버전은 일반적으로 검
토를 거쳐 사용 승인을 받은 템플릿 버전으로서 워크플로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템플릿 선택을 마치면 
10단계로 건너뜁니다.

새 메시지 작성을 선택하려면 메시지 필드에서 메시지 내용을 지정합니다.
10. (선택 사항) 발신자 ID에 공백 없이 최소 1개의 문자를 포함해 최대 11자의 영숫자로 이루어진 사용자 지

정 ID를 입력합니다. 발신자 ID는 수신자의 디바이스에 메시지 발신자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 브
랜드를 사용하여 메시지 소스를 더 인식하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발신자 ID에 대한 지원은 국가 및/또는 리전별로 다릅니다. 자세한 정보는 지원되는 국가 및 리전(SMS 
채널) (p. 90)을 참조하세요.

이 메시지 수준의 발신자 ID가 프로젝트의 설정 페이지에서 선택한 기본 발신자 ID보다 우선 적용됩니
다.

11. 마쳤으면 메시지 전송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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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Pinpoint 분석
Amazon Pinpoint 제공하는 분석을 사용하면 사용자 참여, 캠페인 홍보, 수익 등과 관련된 추세를 확인하여 
사용자 기반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프로젝트와 상호 작용할 때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이러한 상호 작용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의 참여 수준 (p. 233), 구매 활동 (p. 236) 및 인구 통
계 (p. 238)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앱이 있는 경우 매일 앱을 여는 사용자 수, 사용자가 
앱을 여는 시간, 앱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보여 주는 차트 및 지표를 볼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속성에 대한 차트를 보고 앱이 설치된 플랫폼 및 디바이스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앱
에 대한 이러한 지표 및 기타 지표를 보고하려면 지원되는AWS 모바일 SDK 중 하나를 통해 앱을 Amazon 
Pinpoint Pinpoint와 통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Pinpoint와
앱 통합을 참조하십시오.

캠페인 분석 (p. 239)을 모니터링하여 캠페인의 성과를 종합적 및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송한 총 메시지 수나 푸시 알림 수, 사용자가 열어본 메시지 또는 푸시 알림의 비율, 옵트아웃 비율 및 
기타 정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A/B 테스트를 포함하는 캠페인을 생성한 경우 분석을 사용하여 캠페인 처
리의 효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종류의 캠페인 메시지를 수신한 사용자가 모바일 앱을 열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몇 명의 사용자가 전환 프로세스 내 각 단계를 완료(예: 항목을 구매하거나 앱을 업그레이드)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퍼널 (p. 249)을 생성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 외부에서 분석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저장하려면 Amazon Kinesis로 데이터를 스트리밍하
거나 Amazon Athena로 데이터를 스트리밍하도록 Amazon (p. 250) Pinpoint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주제
• Amazon Pinpoint 분석을 위한 차트 참조 (p. 229)
• Amazon Pinpoint Pinpoint로 퍼널 차트 생성 (p. 249)
• Amazon Pinpoint Pinpoint를 통한 스트리밍 (p. 250)

Amazon Pinpoint 분석을 위한 차트 참조
Amazon Pinpoint 콘솔의 애널리틱스 페이지에서는 주요 지표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캠페인, 인구 통계, 
퍼널, 사용량, 수익 등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대시보드도 제공합니다. 추가 분석을 위해 이러한 대시
보드 대부분을 날짜별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또는 채널 속성과 같은 다른 속성을 기준으로 이러한 
대시보드 중 일부를 필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주제
• Amazon Pinpoint 분석의 엔드포인트 및 사용자 (p. 230)
• 대시보드 내보내기 (p. 230)
• 개요 차트 (p. 230)
• 사용량 차트 (p. 233)
• 수익 차트 (p. 236)
• 이벤트 차트 (p. 237)
• 인구 통계 차트 (p. 238)
• 캠페인 차트 (p. 239)
• 트랜잭션 메시징 차트 (p.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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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Pinpoint 분석의 엔드포인트 및 사용자
이러한 대시보드의 일부 차트 및 지표는 엔드포인트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다른 차트 및 지표는 사용
자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엔드포인트는 사용자의 모바일 디바이스, 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같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대상입
니다. 엔드포인트에 대한 데이터를 보려면 먼저 애플리케이션에서 Amazon Pinpoint에 엔드포인트를 등록하
거나 엔드포인트 정의를 Amazon Pinpoint로 가져와야 합니다.

사용자는 고유한 사용자 ID를 가진 개인입니다. 이 ID는 하나 이상의 엔드포인트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디바이스에서 앱을 사용하는 경우 앱은 그 사람의 사용자 ID를 각 디바이스에 
대한 엔드포인트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보려면 먼저 애플리케이션이 엔드포인트에 
사용자 ID를 할당하거나, 직접 사용자 ID가 포함된 엔드포인트 정의를 가져와야 합니다.

모바일 앱 내에서 엔드포인트를 등록하고 사용자 ID를 할당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개발자 안내서의 애플리케이션에 엔드포인트 등록을 참조하십시오. 엔드포인트를 등록하고 다른 
유형의 애플리케이션에 사용자 ID를 할당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Pinpoint에 엔드포인트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엔드포인트 정의 가져오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그
먼트 가져오기 (p. 143)를 참조하십시오.

대시보드 내보내기
Amazon Pinpoint 콘솔의 애널리틱스 페이지에 나타나는 대시보드에서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대시보
드에서 데이터를 내보내면 Amazon Pinpoint Pinpoint는 대시보드의 각 섹션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된 쉼표로 
구분된 값 (.csv) 파일이 포함된.zip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 .csv 파일은 최신 스프레드시트 또는 데이터 분석 
애플리케이션에서 열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에서 데이터를 내보내려면 해당 데이터에 대한 날짜 범위(및 해당하는 경우 기타 속성)를 선택한 후
CSV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개요 차트
Analytics overview(분석 개요) 페이지에는 프로젝트의 엔드포인트, 사용량 및 캠페인 응답에 대한 개요를 제
공하는 여러 가지 차트와 지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트랜잭션 이메일 메시지를 전송한 경
우 이 페이지는 해당 메시지에 대한 응답 정보도 제공합니다.

분석 개요 차트 보기
Amazon Pinpoint 콘솔의 애널리틱스 개요 페이지에서 차트와 지표를 보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날
짜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분석 개요 차트 및 지표를 확인하고 필터링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All projects(모든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분석 데이터를 확인할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에서 분석을 선택합니다.
4. (선택 사항) 특정 날짜 또는 날짜 범위의 데이터를 표시하는 필터를 적용하려면 페이지 상단의 날짜 선택

기를 사용하여 원하는 기간의 날짜를 선택합니다. 새 날짜를 선택하면 페이지가 업데이트되어 선택한 기
간의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차트 설명
Analytics overview(분석 개요) 페이지에는 앱 분석 (p. 231), 캠페인 분석 (p. 231) 및 트랜잭션 이메
일 (p. 232) 섹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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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분석

App analytics(앱 분석) 섹션에는 앱 또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가장 흔히 사용하는 지표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Daily active endpoints(일별 활성 엔드포인트)

선택한 기간의 각 날짜별로 24시간 동안 최소 1회 앱을 열어본 엔드포인트의 수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 
차트에서는 전체 기간 동안 각 날짜별로 활성화된 엔드포인트의 평균 개수, 해당 기간 처음부터 끝까지 
각 날짜별로 활성화된 엔드포인트의 개수 변화(백분율)도 보여줍니다. 앱 또는 프로젝트에 많은 수의 엔
드포인트가 포함된 경우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이 데이터를 표시하는 데 최대 6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Monthly active endpoints(월별 활성 엔드포인트)

선택한 기간의 각 날짜별로 이전 30일 동안 최소 1회 앱을 열어본 엔드포인트의 수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 차트에서는 전체 기간 동안 월별로 활성화된 엔드포인트의 평균 개수, 해당 기간 처음부터 끝까지 월
별로 활성화된 엔드포인트의 개수 변화(백분율)도 보여줍니다. 앱 또는 프로젝트에 많은 수의 엔드포인
트가 포함된 경우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이 데이터를 표시하는 데 최대 6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
니다.

새로운 엔드포인트

선택한 기간 동안 매일 Amazon Pinpoint Pinpoint에 처음으로 등록된 엔드포인트 수를 보여 줍니다. 또
한 이 차트에서는 전체 기간 동안 새 엔드포인트의 평균 개수, 해당 기간 처음부터 끝까지 새 엔드포인트
의 개수 변화(백분율)도 보여줍니다.

7-day retention rate(7일 보존율)

앱을 연 지 8일 미만인 사용자가 앱을 연 다음 7일 중 특정 시점에 다시 연 사용자의 비율을 표시합니다. 
이 차트는 또한 전체 기간의 평균 7일 보존 비율, 해당 기간의 평균 일일 보존 비율 및 해당 기간의 시작
부터 종료까지의 비율 변화율을 제공합니다.

세션

선택한 기간의 각 날짜별로 앱을 연 총 횟수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 차트에서는 전체 기간 동안 세션의 
하루 평균 개수, 해당 기간 처음부터 끝까지 세션 개수 변화(백분율)도 보여줍니다.

Revenue(수익)

선택한 기간의 각 날짜별로 앱에서 보고한 수익(단위: USD)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차트에서는 전체 기
간 동안의 총 수익, 해당 기간 처음부터 끝까지 수익 금액의 변화율도 보여줍니다.

캠페인 분석

Campaign analytics(캠페인 분석) 섹션에는 캠페인 성공 여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지표가 몇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섹션의 지표에서는 현재 프로젝트의 모든 캠페인에 대해 집계한 지표를 제공합
니다.

Active targetable endpoints(활성화된 대상 지정 가능 엔드포인트)

현재 프로젝트에 대해 활성 상태이고 하나 이상의 채널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선택
한 엔드포인트의 수와 각 채널의 대상 지정 가능한 활성 엔드포인트 수 (예: 푸시 알림, 이메일, SMS) 를 
표시합니다.

캠페인

선택한 기간 동안 활성화된 캠페인에 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이 섹션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활성 캠페인

현재 활성화된 캠페인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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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s delivered(배달된 메시지)

대상 수신자에게 배달된 메시지 수입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 수에
서 반송된 메시지 수를 빼서 이 수를 계산합니다.

Delivery rate(전송률)

사용자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한 대상 엔드포인트의 비율입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대상 
수신자에게 전송된 메시지 수를 사용자가 보낸 총 메시지 수로 나누어 이 비율을 계산합니다.

Opt-out rate(옵트아웃 비율)

귀하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후 수신을 거부한 사용자의 비율입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메
시지를 수신하고 수신을 거부한 수신자 수를 결정하고 이 수를 선택한 기간 동안 활성 상태인 수신
자 수로 나누어 이 비율을 계산합니다. (수신자는 이메일에 있는 구독 취소 링크를 클릭하거나 키워
드가 포함된 SMS 메시지에 회신하여 수신을 거부했을 수 있습니다.STOP) 한 명의 수신자가 여러 
번 옵트아웃한 경우 수신자는 한 번만 계산됩니다.

Email open rate(이메일 오픈율)

내가 보낸 메시지를 연 수신자의 비율입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수신자가 보내고 연 이메
일 메시지 수를 수신자가 수신한 메시지 수로 나누어 이 비율을 계산합니다.

Push open rate(푸시 오픈율)

수신자가 연 푸시 알림의 비율입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사용자의 푸시 알림을 연 수신자 
수를 수신자가 수신한 푸시 알림 수로 나누어 이 비율을 계산합니다.

Endpoint deliveries(엔드포인트 배달)

선택한 기간의 각 날짜별로 메시지를 수신한 고유 엔드포인트의 평균 수입니다. 차트는 선택한 기간
의 각 날짜별로 메시지를 수신한 고유 엔드포인트의 평균 수를 보여줍니다.

트랜잭션 이메일

Transactional email(트랜잭션 이메일) 섹션에는 선택한 기간 동안 전송한 모든 트랜잭션 이메일 메시지에 대
한 응답 정보를 제공하는 차트와 지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섹션에는 캠페인에서 전송한 메시지나 다른 
유형의 채널을 사용하여 전송한 트랜잭션 메시지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섹션에 새 데이
터가 표시되기까지 최대 2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보냄

전송한 트랜잭션 메시지의 수입니다.
• 평균 — 선택한 기간 동안 매일 전송된 평균 메시지 수입니다.
• 합계 — 선택한 기간 동안 전송된 총 메시지 수입니다.
• 변경 기간 — 선택한 기간의 첫 번째 날과 마지막 날에 전송된 메시지 수 간의 변경 비율입니다. 이 값

이 em 대시 (—) 인 경우 해당 기간의 첫 번째 날에는 트랜잭션 전자 메일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은 것
입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해당 기간의 첫날 값이 0 (0) 일 경우 변경률을 계산할 수 없습니
다.

Delivered(배달됨)

의도한 수신자에게 배달된 트랜잭션 메시지의 수입니다.
• 평균 — 선택한 기간 동안 매일 전송된 평균 메시지 수입니다.
• 합계 — 선택한 기간 동안 전달된 총 메시지 수입니다.
• 변경 기간 — 선택한 기간의 첫 번째 날과 마지막 날에 전달된 메시지 수 간의 변경 비율입니다. 이 

값이 em 대시 (—) 인 경우 해당 기간의 첫날에 트랜잭션 이메일 메시지가 배달되지 않은 것입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해당 기간의 첫날 값이 0 (0) 일 경우 변경률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Opened(열어봄)

수신자가 열어본 트랜잭션 메시지의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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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 선택한 기간 동안 매일 열린 평균 메시지 수입니다.
• 합계 — 선택한 기간 동안 열린 메시지의 총 수입니다.
• 기간별 변경 — 선택한 기간의 첫 번째 날과 마지막 날에 열린 메시지 수 간의 변경 비율입니다. 이 값

이 em 대시 (—) 인 경우 해당 기간의 첫 번째 날에는 트랜잭션 전자 메일 메시지가 열리지 않은 것입
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해당 기간의 첫날 값이 0 (0) 일 경우 변경률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Clicked(클릭함)

수신자가 트랜잭션 메시지에서 링크를 클릭한 횟수입니다.
• 평균 — 선택한 기간 동안 매일 발생한 평균 클릭 수입니다.
• 합계 — 선택한 기간 동안 발생한 총 클릭 수입니다.
• 변경 기간 — 선택한 기간의 첫 날과 마지막 날에 발생한 클릭 수 간의 변경 비율입니다. 이 값이 전각 

대시 (—) 일 경우 해당 기간의 첫날에는 클릭이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해당 기간의 첫날 값이 0 (0) 일 경우 변경률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메시지 수신자가 메시지에서 여러 링크를 클릭하거나 동일한 링크를 두 번 이상 클릭하는 경우 해당 클
릭이 같은 시간 내에 발생한 경우 해당 클릭은 한 번의 클릭으로 계산됩니다. 서로 다른 시간에 발생한 
여러 번의 클릭은 개별 클릭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오전 8시 30분과 오전 8시 45분에 링크를 클릭
하면 한 번의 클릭으로 계산되지만, 오전 8시 30분과 오전 9시 5분에 링크를 클릭하면 시간이 변경되었
으므로 두 번의 클릭으로 계산됩니다.

사용량 차트
사용량 페이지에는 앱이 사용되는 빈도와 시간 경과에 따라 사용자 관심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유지되었는지 
보여주는 차트 및 지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Note

사용량 페이지의 차트 및 지표는 엔드포인트 또는 사용자를 참조합니다. 사용자와 엔드포인트 간의 
차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분석의 엔드포인트 및 사용자 (p. 230) 단원을 참조
하십시오.

사용량 차트 보기
Amazon Pinpoint 콘솔에서 사용 차트 및 지표를 보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날짜 및 엔드포인트 속성
별로 데이터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사용량 차트 및 지표를 확인하고 필터링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All projects(모든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사용량 데이터를 확인할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의 분석에서 사용량을 선택합니다.
4. (선택 사항) 특정 날짜 또는 날짜 범위의 데이터를 표시하는 필터를 적용하려면 페이지 상단의 날짜 선택

기를 사용하여 원하는 기간의 날짜를 선택합니다. 새 날짜를 선택하면 페이지가 업데이트되어 선택한 기
간의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5. (선택 사항) 특정 속성이 있는 사용자 또는 엔드포인트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표시하는 필터를 적용하려
면 필터 섹션을 확장합니다. 엔드포인트 특성 목록에서 속성을 선택합니다. 속성을 선택한 후 Endpoint 
Attribute Values(엔드포인트 속성 값) 목록에서 속성 값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View charts(차트 보
기)를 선택하여 업데이트된 지표를 확인합니다.

Note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90일 동안 사용하지 않은 필터는 숨겨집니다.
필터 섹션에 필터를 사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추가 정보를 선택한 다음 Enable 
filters(필터 사용)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현재 AWS 리전에서 계정에 대한 필터가 복원됩니다. 
계정과 연결된 데이터 양에 따라 이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데 최대 72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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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추가로 필터링하려면 데이터를 필터링하려는 추가 속성 및 속성 값마다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차트 설명
사용량 페이지에는 세 가지 섹션, 즉 사용자 지표 (p. 234) 세션 지표 (p. 235) 및 인증 지표 (p. 235)가 포
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지표

Users metrics(사용자 지표) 섹션에서는 사용자와 엔드포인트가 애플리케이션과 어떻게 상호 작용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차트와 지표를 통해 사용자 유지, 즉 과거에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고객이 
나중에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사용할 가능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Note

다음 지표는 엔드포인트에 영향을 미치는 API 작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일 활성 엔드포
인트, 월간 활성 엔드포인트, 일일 활성 사용자, 월간 활성 사용자. 예를 들어,UpdateEndpoint 또
는PutEvents API 작업을 사용하여 엔드포인트를 수정하는 경우 일일 활성 사용자 수와 같은 지표
는 일일 세션보다 더 많은 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엔드포인트 간의 차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분석의 엔드포인트 및 사용
자 (p. 230)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Daily active endpoints(일별 활성 엔드포인트)

선택한 기간 동안 매일 애플리케이션을 연 엔드포인트 수를 보여 줍니다. 또한 이 차트에서는 전체 기간 
동안 각 날짜별로 활성화된 엔드포인트의 평균 개수, 해당 기간 처음부터 끝까지 각 날짜별로 활성화된 
엔드포인트의 개수 변화(백분율)도 보여줍니다. 앱 또는 프로젝트에 많은 수의 엔드포인트가 포함된 경
우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이 데이터를 표시하는 데 최대 6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Monthly active endpoints(월별 활성 엔드포인트)

선택한 기간의 각 날짜에 대해 이전 30일 중 특정 시점에 애플리케이션을 연 엔드포인트 수를 표시합니
다. 또한 이 차트에서는 전체 기간 동안 월별로 활성화된 엔드포인트의 평균 개수, 해당 기간 처음부터 
끝까지 월별로 활성화된 엔드포인트의 개수 변화(백분율)도 보여줍니다. 앱 또는 프로젝트에 많은 수의 
엔드포인트가 포함된 경우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이 데이터를 표시하는 데 최대 6시간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엔드포인트

선택한 기간 동안 매일 Amazon Pinpoint Pinpoint에 처음으로 등록된 엔드포인트 수를 보여 줍니다. 또
한 이 차트에서는 전체 기간 동안 새 엔드포인트의 평균 개수, 해당 기간 처음부터 끝까지 새 엔드포인트
의 개수 변화(백분율)도 보여줍니다.

Daily active users(일별 활성 사용자)

선택한 기간 동안 매일 애플리케이션을 연 사용자 수를 보여 줍니다. 이 차트는 또한 전체 기간의 일일 
평균 활성 사용자 수와 해당 기간의 시작부터 끝까지 일일 활성 사용자 수의 변화율을 제공합니다.

Monthly active users(월별 활성 사용자)

선택한 기간의 각 날짜에 대해 이전 30일 중 특정 시점에 애플리케이션을 연 사용자 수를 표시합니다. 이 
차트는 또한 전체 기간의 월간 평균 활성 사용자 수와 해당 기간의 시작부터 끝까지 월간 활성 사용자 수
의 변화율을 제공합니다.

신규 사용자

선택한 기간 동안 매일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생성된 새 사용자 ID의 수를 보여 줍니다. 이 차트
는 또한 전체 기간의 평균 신규 사용자 수와 해당 기간의 시작부터 끝까지 신규 사용자 수의 백분율 변화
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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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day retention rate(7일 보존율)

앱을 연 지 8일 미만인 사용자가 앱을 연 다음 7일 중 특정 시점에 다시 연 사용자의 비율을 표시합니다. 
이 차트는 또한 전체 기간의 평균 일일 보존 비율, 해당 기간의 평균 일일 보존 비율 및 해당 기간의 시작
부터 종료까지의 비율 변화율을 제공합니다.

Sticky factor(고정 계수)

선택한 기간의 각 날짜에 활성 상태였던 월별 활성 엔드포인트의 비율을 보여 줍니다. 예를 들어 고정 계
수 0.25는 이전 30일간의 활성 엔드포인트 중 25% 가 선택한 날에 활성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차트
는 또한 전체 기간의 평균 고정 요인과 기간 시작부터 끝까지 고정 요인 비율의 백분율 변화를 보여줍니
다. 앱 또는 프로젝트에 많은 수의 엔드포인트가 포함된 경우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이 데이터
를 표시하는 데 최대 6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세션 지표
Sessions metrics(세션 지표) 섹션에서는 앱을 얼마나 자주 열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표
를 통해 개별 고객이 앱을 사용하는 빈도뿐 아니라 앱을 사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날짜와 시간을 더 잘 파
악할 수 있습니다.

세션

선택한 기간 동안 매일 앱을 연 횟수를 표시합니다. 이 차트는 또한 전체 기간의 평균 세션 수와 해당 기
간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세션 수 변화율을 제공합니다.

Sessions per endpoint(엔드포인트당 세션)

각 엔드포인트의 세션 수를 보여 줍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해당 기간의 세션 수를 해당 기간
에 앱을 연 고유 엔드포인트 수로 나누어 이 수를 계산합니다. 이 차트는 또한 전체 기간의 엔드포인트당 
평균 세션 수와 해당 기간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엔드포인트당 세션 수 변화율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당 세션

각 사용자의 세션 수를 표시합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해당 기간의 세션 수를 해당 기간에 앱
을 연 고유 사용자 수로 나누어 이 수를 계산합니다. 또한 이 차트는 전체 기간의 사용자당 평균 세션 수
와 해당 기간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용자당 세션 수의 변화율을 제공합니다.

Session heat map(세션 히트 맵)

엔드포인트에서 앱을 연 날짜와 시간을 표시합니다. 이 차트의 시간은 각 엔드포인트의 현지 시간을 반
영합니다. 이 차트에서 더 어두운 사각형은 앱을 여는 엔드포인트의 수가 많음을 나타냅니다.

인증 지표
Authentication metrics(인증 지표) 섹션에서는 기존 사용자가 앱에 로그인하는 빈도와 신규 사용자가 앱에 가
입하는 빈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차트는 예를 들어 사용자 확보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 또는 무
관심해진 사용자를 앱으로 다시 유인하려는 캠페인의 성공 여부를 추적하는 데 유용합니다.

Sign-ins(로그인 횟수)

선택한 기간 동안 사용자가 매일 앱에 로그인한 횟수를 표시합니다. 이 차트는 또한 전체 기간의 평균 로
그인 수와 해당 기간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로그인 수 변화율을 제공합니다.

Sign-ups(가입 횟수)

선택한 기간 동안 사용자가 매일 앱에 새 계정을 만든 횟수를 보여 줍니다. 이 차트는 또한 전체 기간의 
평균 가입 수와 해당 기간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등록 수 변화율을 제공합니다.

Authentication failures(인증 실패 횟수)

선택한 기간 동안 각 날짜에 대해 사용자가 로그인을 시도했지만 로그인하지 못한 횟수를 보여 줍니다. 
이 차트는 또한 전체 기간의 평균 인증 실패 횟수와 해당 기간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인증 실패 횟수 변
화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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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차트
Revenue(수익) 페이지의 차트 및 지표는 사용자 구매 활동과 앱에서 발생한 수익에 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
니다.

Note

Revenue(수익) 페이지의 차트 및 지표는 엔드포인트 또는 사용자를 참조합니다. 사용자와 엔드포
인트 간의 차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분석의 엔드포인트 및 사용자 (p. 230) 단
원을 참조하십시오.

수익 차트 보기
Amazon Pinpoint 콘솔에서 수익 차트 및 지표를 보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날짜 및 엔드포인트 속성
별로 데이터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수익 차트 및 지표를 확인하고 필터링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All projects(모든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수익 데이터를 확인할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의 분석에서 Revenue(수익)를 선택합니다.
4. (선택 사항) 특정 날짜 또는 날짜 범위의 데이터를 표시하는 필터를 적용하려면 페이지 상단의 날짜 선택

기를 사용하여 원하는 기간의 날짜를 선택합니다. 새 날짜를 선택하면 페이지가 업데이트되어 선택한 기
간의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5. (선택 사항) 특정 속성이 있는 엔드포인트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표시하는 필터를 적용하려면 필터 섹
션을 확장합니다. 엔드포인트 특성 목록에서 속성을 선택합니다. 속성을 선택한 후 Endpoint Attribute 
Values(엔드포인트 속성 값) 목록에서 속성 값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View charts(차트 보기)를 선택
하여 업데이트된 지표를 확인합니다.

Note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90일 동안 사용하지 않은 필터는 숨겨집니다.
필터 섹션에 필터를 사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추가 정보를 선택한 다음 Enable 
filters(필터 사용)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현재 AWS 리전에서 계정에 대한 필터가 복원됩니다. 
계정과 연결된 데이터 양에 따라 이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데 최대 72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추가로 필터링하려면 데이터를 필터링하려는 추가 속성 및 속성 값마다 이 단계를 반복합니다.

차트 설명
Revenue(수익) 페이지에는 다음 섹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Revenue(수익)

선택한 기간 동안 매일 모든 사용자가 앱에서 사용한 금액을 USD로 표시합니다. 이 차트는 또한 전체 기
간 동안 앱에서 발생한 평균 수익 금액과 해당 기간의 시작부터 끝까지 발생한 수익 금액의 백분율 변화
를 보여줍니다.

Revenue per endpoint(엔드포인트당 수익)

선택한 기간 동안 각 엔드포인트에서 매일 앱 내에서 지출한 평균 금액을 표시합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선택한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금액을 해당 기간에 앱을 연 사용자 수로 나누어 이 수치를 계
산합니다. 이 차트는 또한 전체 기간의 엔드포인트당 평균 수익 금액과 해당 기간의 시작부터 끝까지 엔
드포인트당 수익 금액의 백분율 변화를 보여줍니다.

Paying users(유료 사용자)

선택한 기간 동안 매일 한 번 이상 구매한 순 사용자 수를 보여 줍니다. 이 차트는 또한 총 유료 사용자 
수, 평균 유료 사용자 수, 기간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유료 사용자 수 변화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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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nue per paying user(유료 사용자당 수익)

각 유료 사용자가 지출한 금액을 표시합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선택한 기간 동안 매일 발생
한 수익 금액을 해당 날짜에 한 번 이상 구매한 고유 사용자 수로 나누어 이 수치를 계산합니다. 이 차트
는 또한 전체 기간 동안 유료 사용자당 평균 수익 금액과 해당 기간의 시작부터 끝까지 유료 사용자당 수
익 금액의 백분율 변화를 보여줍니다.

Units sold(판매된 제품 수)

선택한 기간 동안 매일 앱에서 구매한 총 품목 수를 보여 줍니다. 이 차트에는 총 판매 상품 수, 일일 평균 
판매 상품 수, 분석 기간의 시작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판매 상품 수 변화율도 나와 있습니다.

Units sold per endpoint(엔드포인트당 판매 개수)

각 엔드포인트에서 구매한 일별 평균 항목 수를 보여 줍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매일 판매된 
상품 수를 선택한 기간 동안 활성화된 엔드포인트 수로 나누어 이 수를 계산합니다. 이 차트는 또한 전체 
기간 동안 엔드포인트당 판매된 평균 유닛 수와 분석 기간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엔드포인트당 판매된 
유닛 수의 백분율 변화를 제공합니다.

Purchases(구매)

선택한 기간 동안 매일 앱에서 이루어진 구매 수를 보여 줍니다. 이 차트는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이루어
진 총 구매 수와 분석 기간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구매 수 변화율을 제공합니다.

Purchases per endpoint(엔드포인트당 구매)

선택한 기간의 각 날짜에 대한 엔드포인트당 일일 평균 구매 수를 보여 줍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구매 수를 분석 기간 중 매일 구매한 엔드포인트 수로 나누어 이 수를 계산합니다. 이 차트는 
또한 전체 기간의 엔드포인트당 평균 구매 수와 분석 기간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엔드포인트당 판매된 
유닛 수 변화율을 제공합니다.

이벤트 차트
이벤트 페이지의 차트 및 지표를 통해 하나 이상의 이벤트 유형과 이벤트 속성에 관한 데이터를 표시하여 추
세를 볼 수 있습니다. 페이지의 데이터를 필터링하여 애플리케이션이 Amazon Pinpoint Pinpoint에 보고하는 
모든 이벤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차트 보기
Amazon Pinpoint 콘솔에서 이벤트 차트 및 지표를 보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날짜, 이벤트 및 엔드
포인트 속성별로 데이터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차트 및 지표를 확인하고 필터링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All projects(모든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이벤트 데이터를 확인할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의 분석에서 이벤트를 선택합니다.
4. (선택 사항) 특정 날짜 또는 날짜 범위의 데이터를 표시하는 필터를 적용하려면 페이지 상단의 날짜 선택

기를 사용하여 원하는 기간의 날짜를 선택합니다. 새 날짜를 선택하면 페이지가 업데이트되어 선택한 기
간의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5. (선택 사항) 추가 필터를 적용하려면 필터 섹션을 확장하십시오.
Note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90일 동안 사용하지 않은 필터는 숨겨집니다.
필터 섹션에 필터를 사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추가 정보를 선택한 다음 Enable 
filters(필터 사용)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현재 AWS 리전에서 계정에 대한 필터가 복원됩니다. 
계정과 연결된 데이터 양에 따라 이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데 최대 72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추가 필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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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유형의 이벤트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표시하는 필터를 적용하려면 이벤트 목록에서 이벤트 유형
을 선택합니다. 이벤트 유형을 선택한 후 Event Attributes and Metrics(이벤트 속성 및 지표)와 Event 
Attribute Values(이벤트 속성 값)에서 이벤트 속성 또는 지표와 값을 선택합니다.

이벤트 목록에는 지난 14일 동안 앱이 보고한 이벤트의 유형이 표시됩니다. 앱에서 해당 기간 동안 이
벤트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모든 이벤트 유형 옵션만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 이벤트 유형별로 데이터
를 필터링할 수는 없습니다.

• 특정 특성을 가진 엔드포인트에 대한 데이터만 표시하는 필터를 적용하려면 엔드포인트 특성 목록에
서 속성을 선택합니다. 속성을 선택한 후 Endpoint Attribute Values(엔드포인트 속성 값) 목록에서 속
성 값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View charts(차트 보기)를 선택하여 업데이트된 지표를 확인합니다.

데이터를 추가로 필터링하려면 데이터를 필터링하려는 추가 이벤트 또는 속성마다 이 단계를 반복하십
시오.

Note

앱 또는 프로젝트에 많은 수의 엔드포인트가 포함된 경우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이 데
이터를 표시하는 데 최대 6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차트 설명
이벤트 페이지에는 다음 섹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개수

이 차트는 선택한 기간의 각 날짜에 대해 앱에서 보고한 이벤트 수를 표시합니다. 이 차트는 또한 일일 
평균 이벤트 수, 해당 기간의 총 이벤트 수, 기간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이벤트 수 변화율을 제공합니다.

엔드포인트 개수

이 차트는 선택한 기간의 각 날짜에 대해 선택한 이벤트를 보고한 엔드포인트 수를 표시합니다. 또한 이 
차트는 매일 이벤트를 보고한 평균 엔드포인트 수, 매일 이벤트를 보고한 총 엔드포인트 수, 기간 시작부
터 끝까지 이벤트를 보고한 엔드포인트 수의 백분율 변화도 제공합니다.

세션당 이벤트

이 차트는 선택한 기간 동안 매일 각 앱 세션에서 발생한 평균 이벤트 수를 표시합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선택한 이벤트가 매일 발생한 횟수를 해당 날짜에 발생한 세션 수로 나누어 이 지표
를 계산합니다.

이 차트는 또한 전체 기간의 세션당 평균 이벤트 수와 해당 기간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세션당 이벤트 
수 변화율을 제공합니다.

인구 통계 차트
Demographics(인구 통계) 페이지의 차트는 고객의 특성 및 고객이 앱에 액세스할 때 사용하는 디바이스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에 사용자 지정 지표를 보고하도록 앱을 구성
한 경우 이 페이지에는 해당 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인구 통계 차트 보기
Amazon Pinpoint 콘솔에서 인구 통계 차트를 보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데이터를 채널별로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인구 통계 차트를 확인하고 필터링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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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ll projects(모든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인구 통계 데이터를 확인할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의 분석에서 Demographics(인구 통계)를 선택합니다.
4. (선택 사항) 특정 채널의 데이터만 표시되도록 필터를 적용하려면 All channels(모든 채널)를 선택한 후 

채널을 선택합니다.

차트 설명
Demographics(인구 통계) 페이지에는 다음 섹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플랫폼

다양한 플랫폼에서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App versions(앱 버전)

다양한 버전의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Device model(디바이스 모델)

iPhone 또는 Galaxy S9와 같은 다양한 기기 모델에서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Device make(디바이스 설정)

Apple 또는 Samsung과 같은 다양한 기기 제조사에서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User location(사용자 위치)

앱 사용자가 위치한 국가를 표시합니다.
사용자 지정 속성

앱에서 보고한 각 사용자 지정 속성의 값을 표시합니다.

캠페인 차트
Campaigns(캠페인) 페이지의 차트 및 지표는 프로젝트의 모든 캠페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특정 
캠페인을 선택하여 해당 캠페인의 추가 배달 및 참여 지표를 볼 수 있습니다.

캠페인 차트 보기
Amazon Pinpoint 콘솔에서 캠페인 차트 및 지표를 보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날짜를 기준으로 데이
터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 차트 및 지표를 확인하고 필터링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All projects(모든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캠페인 데이터를 확인할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의 분석에서 Campaigns(캠페인)를 선택합니다.
4. (선택 사항) 특정 날짜 또는 날짜 범위의 데이터를 표시하는 필터를 적용하려면 페이지 상단의 날짜 선택

기를 사용하여 원하는 기간의 날짜를 선택합니다. 새 날짜를 선택하면 페이지가 업데이트되어 선택한 기
간의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차트 설명
Campaigns(캠페인) 페이지에는 선택한 기간 동안 활성화된 모든 캠페인에 관해 집계한 차트 및 지표를 제공
하는 섹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캠페인이 나열된 테이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에서 특정 
캠페인을 선택하면 해당 캠페인과 관련된 데이터의 새로운 차트 및 지표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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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된 캠페인 지표

Campaigns(캠페인) 페이지에는 선택한 기간 동안 활성화된 캠페인 전체에 대해 집계한 다음과 같은 차트 및 
지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ctive targetable endpoints(활성화된 대상 지정 가능 엔드포인트)

대상 지정 가능 엔드포인트의 총 개수를 보여줍니다. 타깃팅 가능한 엔드포인트는 현재 프로젝트에 대
해 활성 상태이며 하나 이상의 채널을 통해 사용자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선택한 엔드포인트입니
다. 이 섹션에는 모든 채널의 총 활성 대상 가능 엔드포인트 수와 각 채널의 활성 대상 가능 엔드포인트 
수 (예: 푸시 알림, 이메일, SMS) 가 표시됩니다.

캠페인

현재 활성화된 총 캠페인 수를 나타냅니다. 선택한 기간 동안 이 섹션에는 사용자로부터 메시지를 수신
한 엔드포인트 수와, 해당 메시지의 배달, 열기 및 옵트아웃 비율도 표시됩니다. Endpoint deliveries(엔
드포인트 배달) 영역에는 캠페인에서 메시지를 수신한 고유 엔드포인트의 수가 표시됩니다.

개별 캠페인에 대한 지표

캠페인 표에서 캠페인 하나를 선택하면 해당 캠페인에 한정된 차트 및 지표가 표시됩니다. 표시되는 차트와 
지표는 캠페인에서 사용한 채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Note

A/B 테스트 캠페인을 선택하면 각 처리에 대해 다음 섹션에 나열된 차트 및 지표가 표시됩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캠페인에 대한 다양한 처리 간 효율성 차이를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캠페인

이메일 채널을 사용하는 표준 캠페인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차트 및 지표가 표시됩니다.

Delivery count metrics(배달 개수 지표)

이 섹션에서는 이 캠페인에 대해 전송한 메시지 중 배달된 메시지 수와 관련된 다음 차트와 지표를 제공
합니다.
Messages sent(전송한 메시지)

전송한 메시지의 수입니다.
Messages delivered(배달된 메시지)

대상 수신자에게 배달된 메시지 수입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전송된 메시지 수에서 하드 
바운싱된 메시지 수를 빼서 이 수를 계산합니다.

Links clicked(클릭한 링크)

메시지 수신자가 메시지에서 여러 링크를 클릭하거나 동일한 링크를 두 번 이상 클릭하는 경우 해당 
클릭이 같은 시간 내에 발생한 경우 해당 클릭은 한 번의 클릭으로 계산됩니다. 서로 다른 시간에 발
생한 여러 번의 클릭은 개별 클릭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오전 8시 30분과 오전 8시 45분에 링
크를 클릭하면 한 번의 클릭으로 계산되지만, 오전 8시 30분과 오전 9시 5분에 링크를 클릭하면 시
간이 변경되었으므로 두 번의 클릭으로 계산됩니다.

Endpoint deliveries(엔드포인트 배달)

메시지가 각 날짜에 배달된 고유 이메일 엔드포인트의 평균 개수입니다. 차트는 선택한 기간의 각 
날짜별로 메시지가 배달된 고유 이메일 엔드포인트 수를 보여줍니다.

Delivery rate metrics(배달율 지표)

이 섹션에서는 이 캠페인에서 메시지의 배달과 관련해 다음 지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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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very rate(전송률)

대상 수신자에게 전달된 메시지의 비율입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전송된 메시지 수를 전
송된 메시지 수로 나누어 이 비율을 계산합니다.

Email open rate(이메일 오픈율)

의도한 수신자가 연 메시지의 비율입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열린 메시지 수를 전송된 메
시지 수로 나누어 이 비율을 계산합니다.

반송률

의도한 수신자에게 배달할 수 없는 메시지의 비율입니다. 이 지표는 하드 바운스, 즉 수신자의 이
메일 주소에 영구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메시지가 전달되지 못한 메시지만을 측정합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반송된 메시지 수를 전송된 메시지 수로 나누어 이 비율을 계산합니다.

Campaign runs(캠페인 실행)

이 섹션에서는 이 캠페인이 실행될 때마다 메시지 전송 시점 및 배달과 관련해 다음 지표를 제공합니다.
Run date(실행 날짜)

캠페인 실행을 전송한 날짜와 시간입니다.
Endpoints targeted(대상으로 지정된 엔드포인트)

이 캠페인 실행의 일환으로 메시지의 전송을 시도한 대상인 고유 엔드포인트의 수입니다.
Messages sent(전송한 메시지)

이 캠페인이 실행되는 동안 전송된 메시지의 수입니다. 이 수는 대상으로 지정된 세그먼트에 형식이 
잘못 지정되거나 하드 바운스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이메일 주소가 포함된 경우, 대상으로 지
정된 엔드포인트의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수는 옵트아웃한 엔드포인트는 뺀 것입니다.

Messages delivered(배달된 메시지)

이 캠페인이 실행되는 동안 전송한 메시지 중에서 의도한 수신자에게 배달된 메시지의 수입니다.
Delivery rate(전송률)

캠페인 실행에서 전송되어 의도한 수신자에게 전달된 메시지의 비율입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전송된 메시지를 전송된 메시지로 나누어 이 비율을 계산합니다.

Total email opened(총 열어본 이메일)

이 캠페인이 실행되는 동안 전송한 메시지 중에서 의도한 수신자가 열어본 메시지의 수입니다. 기술
적 제한으로 인해 이 값에는 이미지를 지원하는 이메일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연 수신자
만 포함됩니다.

Email open rate(이메일 오픈율)

캠페인 실행에서 발송되고 대상 수신자가 연 메시지의 비율입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열
린 전체 이메일을 전송된 메시지로 나누어 이 비율을 계산합니다.

반송률

이 캠페인이 실행되는 동안 전송한 메시지 중에서 의도한 수신자에게 배달할 수 없는 메시지의 비율
입니다. 이 지표는 하드 바운스만 측정합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캠페인 실행 중에 반송
된 메시지 수를 전송된 메시지로 나누어 이 비율을 계산합니다.

푸시 알림 캠페인

푸시 알림을 전송하는 표준 캠페인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차트 및 지표가 표시됩니다.

Campaign delivery counts(캠페인 배달 개수)

이 섹션에서는 이 캠페인에 대해 전송한 푸시 알림 중 배달된 푸시 알림 수와 관련된 다음 차트와 지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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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s sent(전송한 메시지)

전송한 푸시 알림 수입니다.
Messages delivered(배달된 메시지)

대상 수신자에게 전달된 푸시 알림의 수입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전송한 총 알림 수에서 
전송되지 못한 알림 수를 빼서 이 수를 계산합니다.

Endpoint deliveries(엔드포인트 배달)

메시지가 각 날짜에 배달된 고유 푸시 알림 엔드포인트의 평균 개수입니다. 차트는 선택한 기간의 
각 날짜별로 메시지가 배달된 고유 푸시 알림 엔드포인트의 수를 보여줍니다.

Campaign engagement rates(캠페인 참여율)

이 섹션에서는 이 캠페인에서 전송한 푸시 알림에 대한 배달 및 참여율과 관련된 다음 차트 및 지표를 제
공합니다.
Delivery rate(전송률)

의도한 수신자에게 전달된 푸시 알림의 비율입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전송된 푸시 알림 
수를 전송된 푸시 알림 수로 나누어 이 비율을 계산합니다.

Push open rate(푸시 오픈율)

의도한 수신자가 연 푸시 알림의 비율입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사용자의 푸시 알림을 연 
수신자 수를 대상 수신자에게 전송된 푸시 알림 수로 나누어 이 비율을 계산합니다.

Campaign sessions(캠페인 세션)

이 섹션에서는 이 캠페인에서 푸시 알림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고유 엔드포인트에서 앱을 연 횟수와 
관련된 다음 차트와 지표를 제공합니다.
Total sessions(총 세션)

선택한 기간 중 엔드포인트에서 앱을 연 횟수입니다.
Sessions per endpoint(엔드포인트당 세션)

선택한 기간의 각 날짜별로 캠페인에서 푸시 알림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고유 엔드포인트에서 
앱을 연 횟수를 표시합니다.

Campaign session heat map(캠페인 세션 열 지도)

캠페인에서 푸시 알림을 수신한 후 사용자가 앱을 연 날짜 및 시간을 표시합니다. 짙게 표시된 사각
형은 사용자 수가 더 많음을 나타냅니다. 시간은 각 사용자의 현지 시간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Campaign units sold(판매된 캠페인 단위)

이 섹션에서는 이 캠페인에서 푸시 알림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고유 엔드포인트에서 구매한 단위 수
와 관련된 다음 차트와 지표를 제공합니다.
Total units sold(판매된 총 단위)

선택한 기간 중 엔드포인트에서 구매한 단위 수입니다.
Units sold per endpoint(엔드포인트당 판매 개수)

분석 기간 중 각 날짜별로 캠페인에서 푸시 알림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고유 엔드포인트에서 구
매한 수를 표시합니다.

Campaign runs(캠페인 실행)

이 섹션에서는 이 캠페인이 실행될 때마다 푸시 알림 전송 시점 및 배달과 관련해 다음 지표를 제공합니
다.
Run date(실행 날짜)

캠페인 실행을 전송한 날짜와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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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points targeted(대상으로 지정된 엔드포인트)

이 캠페인 실행의 일환으로 푸시 알림의 전송을 시도한 대상인 고유 엔드포인트의 수입니다.
Messages sent(전송한 메시지)

이 캠페인이 실행되는 동안 전송한 푸시 알림의 수입니다. 이 수는 대상으로 지정된 세그먼트에 유
효하지 않은 토큰이나 옵트아웃한 엔드포인트가 포함된 경우, 대상으로 지정된 엔드포인트의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Messages delivered(배달된 메시지)

이 캠페인이 실행되는 동안 전송한 푸시 알림 중 의도한 수신자에게 배달된 푸시 알림의 수입니다.
Delivery rate(전송률)

캠페인 실행에서 전송되어 대상 수신자에게 전달된 푸시 알림의 비율입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전송된 메시지를 전송된 메시지로 나누어 이 비율을 계산합니다.

Total push opened(열어본 총 푸시 알림)

이 캠페인이 실행되는 동안 전송한 푸시 알림 중 의도한 수신자가 열어본 푸시 알림의 수입니다.
Push open rate(푸시 오픈율)

캠페인 실행에서 전송되고 대상 수신자가 연 푸시 알림의 비율입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열린 총 푸시 수를 전송된 메시지로 나누어 이 비율을 계산합니다.

SMS 캠페인

SMS 채널을 사용하는 표준 캠페인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차트 및 지표가 표시됩니다.

Delivery metrics(배달 지표)

이 섹션에서는 이 캠페인에서 메시지의 배달과 관련해 다음 지표를 제공합니다.
Messages sent(전송한 메시지)

전송한 메시지의 수입니다.
Messages delivered(배달된 메시지)

대상 수신자에게 배달된 메시지 수입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전송된 메시지 수에서 전송
되지 못한 메시지 수를 빼서 이 수를 계산합니다.

Delivery rate(전송률)

대상 수신자에게 전달된 메시지의 비율입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전송된 메시지 수를 전
송된 메시지 수로 나누어 이 비율을 계산합니다.

Endpoint deliveries(엔드포인트 배달)

메시지가 각 날짜에 배달된 고유 SMS 엔드포인트의 평균 개수입니다. 차트는 선택한 기간의 각 날
짜별로 메시지가 배달된 고유 SMS 엔드포인트 수를 보여줍니다.

SMS 비용

이 섹션에는 선택한 기간 동안 캠페인에 대해 전송한 SMS 메시지 부분의 총 개수가 표시됩니다. 또한 메
시지 파트를 보내는 데 사용한 총 금액과 평균 금액 (USD) 도 표시됩니다.

메시지 부분은 SMS 메시지의 일부입니다. SMS 메시지에 휴대폰 통신사에서 허용하는 최대 문자 수보
다 많은 문자가 포함된 경우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자동으로 메시지를 여러 메시지 부분으로 분할
하고 각 메시지 부분을 수신자에게 보냅니다.

Campaign runs(캠페인 실행)

이 섹션에서는 이 캠페인이 실행될 때마다 메시지 전송 시점 및 배달과 관련해 다음 지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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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 date(실행 날짜)

캠페인 실행을 전송한 날짜와 시간입니다.
Endpoints targeted(대상으로 지정된 엔드포인트)

이 캠페인 실행의 일환으로 메시지의 전송을 시도한 대상인 고유 엔드포인트의 수입니다.
Messages sent(전송한 메시지)

이 캠페인이 실행되는 동안 전송된 메시지의 수입니다. 이 수는 대상으로 지정된 세그먼트에 잘못된 
전화 번호나 옵트아웃한 엔드포인트가 포함된 경우, 대상으로 지정된 엔드포인트의 수와 다를 수 있
습니다.

메시지 파트가 전송됨

캠페인 실행 중에 전송된 메시지 부분의 수입니다. 이 수는 전송된 메시지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캠페인 메시지에 휴대폰 통신사에서 허용하는 최대 문자 수보다 많은 문자가 포함된 경우가 이에 해
당합니다.

Messages delivered(배달된 메시지)

이 캠페인이 실행되는 동안 전송한 메시지 중에서 의도한 수신자에게 배달된 메시지의 수입니다.
Delivery rate(전송률)

캠페인 실행에서 전송되어 의도한 수신자에게 전달된 메시지의 비율입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전송된 메시지를 전송된 메시지로 나누어 이 비율을 계산합니다.

트랜잭션 메시징 차트
Transactional messaging(트랜잭션 메시징) 페이지는 전송한 트랜잭션 메시지의 수를 표시하는 차트 및 지표
를 제공하며, 이러한 메시지에 대한 수신자의 응답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페이지에는 
배달, 열기, 클릭 또는 반송되거나 스팸으로 보고된 트랜잭션 이메일 메시지 수가 표시됩니다.

Note

이 페이지의 데이터에는 트랜잭션 메시지에 대한 정보만 포함됩니다. 캠페인을 사용해 전송한 
메시지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캠페인에서 전송한 메시지의 데이터를 보려면
Campaigns(캠페인) 차트 (p. 239)를 사용하십시오. 또한 이 페이지에 새 데이터가 표시되기까지 
최대 2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Important

KPI 계산은 이벤트 볼륨으로 인해 시간별 분할된 데이터에 대해 수행됩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한 시
간의 시작 또는 종료에 가까운 이벤트를 이전 시간 또는 다음 시간 파티션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로 인해 KPI가 약 1% 정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 메시징 차트 보기
Amazon Pinpoint 콘솔에서 트랜잭션 메시징 차트 및 지표를 보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채널 및 날짜
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 메시징 차트 및 지표를 확인하고 필터링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All Projects(모든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트랜잭션 메시징 데이터를 확인할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의 분석에서 Transactional messaging(트랜잭션 메시징)을 선택합니다.
4. 다음 이미지와 같이 페이지 상단의 메뉴를 사용하여 트랜잭션 이메일의 데이터를 표시할지 아니면 트랜

잭션 SMS 메시지의 데이터를 표시할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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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택 사항) 특정 날짜 또는 날짜 범위의 데이터를 표시하는 필터를 적용하려면 페이지 상단의 날짜 선택
기를 사용하여 원하는 기간의 날짜를 선택합니다. 새 날짜를 선택하면 페이지가 업데이트되어 선택한 기
간의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차트 설명
Transactional messaging(트랜잭션 메시징) 페이지에는 수신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전송한 트랜잭션 이메일 
및 SMS 메시지에 어떻게 응답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몇 가지 차트 및 지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MS 메시지의 경우 이 페이지에서는 전송한 메시지 부분의 수와 가격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메시지 부
분은 SMS 메시지의 일부입니다. SMS 메시지에 휴대폰 통신사에서 허용하는 최대 문자 수를 초과하는 문자
가 포함된 경우 Amazon Pinpoint Pinpoint는 메시지를 여러 메시지 부분으로 자동 분할합니다. 각 메시지 부
분에는 이전에 온 메시지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추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수신자의 기기는 이러한 방식으로 
분리된 메시지를 수신하면 이 추가 정보를 사용하여 수신 메시지 부분을 하나의 메시지로 결합합니다.

트랜잭션 SMS 차트

채널 선택기를 사용하여 트랜잭션 SMS 메시지의 데이터를 표시하면 다음 차트와 지표가 표시됩니다.

Messages sent(전송한 메시지)

전송한 메시지의 수가 표시됩니다.
• 평균 — 선택한 기간 동안 매일 전송된 평균 메시지 수입니다.
• 합계 — 선택한 기간 동안 전송된 총 메시지 수입니다.
• 변경 기간 — 선택한 기간의 첫 번째 날과 마지막 날에 전송된 메시지 수 간의 변경 비율입니다. 이 값

이 em 대시 (—) 인 경우 해당 기간의 첫날에는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은 것입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해당 기간의 첫날 값이 0 (0) 일 경우 변경률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차트는 선택한 기간의 각 날짜별로 전송한 총 메시지 수를 보여줍니다.
메시지 파트가 전송됨

보낸 메시지 부분의 수를 보여 줍니다.
• 평균 — 선택한 기간 동안 매일 전송된 메시지 부분의 평균 수입니다.
• 합계 — 선택한 기간 동안 전송된 메시지 부분의 총 수입니다.
• 변경 기간 — 선택한 기간의 첫 번째 날과 마지막 날에 전송된 메시지 부분 수 간의 변경 비율입니

다. 이 값이 em 대시 (—) 인 경우 해당 기간의 첫 번째 날에는 메시지 부분이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해당 기간의 첫날 값이 0 (0) 일 경우 변경률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차트는 선택한 기간의 각 날짜에 전송된 메시지 부분의 총 수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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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수신자에게 배달된 메시지의 수를 표시합니다.
• 평균 — 선택한 기간 동안 매일 전송된 평균 메시지 수입니다.
• 합계 — 선택한 기간 동안 전달된 총 메시지 수입니다.
• 변경 기간 — 선택한 기간의 첫 번째 날과 마지막 날에 전달된 메시지 수 간의 변경 비율입니다. 이 값

이 em 대시 (—) 인 경우 해당 기간의 첫날에는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은 것입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해당 기간의 첫날 값이 0 (0) 일 경우 변경률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차트는 선택한 기간의 각 날짜별로 배달된 총 메시지 수를 보여줍니다.

몇 가지 요인 때문에 전송한 메시지의 평균 및 총 개수와 이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없는 전화
번호로 SMS 메시지를 전송하면 전송된 것으로 계산이 되지만 배달된 것으로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Delivery rate(전송률)

선택한 기간 동안 수신자에게 전송 및 전달된 메시지의 평균 백분율을 보여 줍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먼저 해당 기간의 각 날짜에 대한 일일 배송료를 계산하여 평균 배송료를 계산합니다. (일
일 전송률은 특정 날짜에 배달된 메시지 수를 해당 날짜에 전송된 메시지 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면 
Amazon Pinpoint Pinpoint가 일일 배송료 합계를 계산하고 그 합계를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눕니다.

또한 이 섹션에는 선택한 기간의 처음과 마지막 날의 일별 배달율 간의 변화율이 표시됩니다. 이 값
이 em 대시 (—) 인 경우 해당 기간의 첫날에는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은 것입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해당 기간의 첫날 값이 0퍼센트 (0%) 일 경우 변경률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차트는 선택한 기간의 각 날짜별 배달율을 보여줍니다.
국가 또는 리전별 메시지

선택한 기간 동안 메시지를 전송한 모든 국가를 나열합니다. 각 국가별로 이 표에는 해당 국가의 수신자
에게 보낸 메시지 수 (보낸 메시지), 해당 국가의 수신자에게 보낸 메시지 부분의 수 (메시지 부분이 전송
됨), 해당 국가의 수신자에게 전송된 메시지 수 (메시지 전달됨), 해당 국가의 수신자에게 보낸 각 메시지 
부분에 대해 지불한 평균 가격 (부분당 평균 가격) 이 표시됩니다.

메시지 전달 오류

선택한 기간 동안 전송한 메시지의 결과로 발생한 오류 수를 표시합니다. 발생한 모든 오류 유형의 목록
을 보려면 Show all SMS errors(모든 SMS 오류 표시) 섹션을 확장합니다. 이 섹션에는 오류별로 선택
한 기간 동안 오류가 발생한 횟수(Total over period(기간별 합계)), 각 일자에 오류가 발생한 평균 횟수
(Average over period(기간별 평균)), 기간의 처음과 마지막 날에 발생한 오류 수 간의 변화율(Change 
over period(기간별 변화))이 나와 있습니다.

트랜잭션 이메일 차트

채널 선택기를 사용하여 트랜잭션 이메일 메시지의 데이터를 표시하면 다음 차트와 지표가 표시됩니다.

전송

전송한 메시지의 수를 표시합니다.
• 평균 — 선택한 기간 동안 매일 전송된 평균 메시지 수입니다.
• 합계 — 선택한 기간 동안 전송된 총 메시지 수입니다.
• 변경 기간 — 선택한 기간의 첫 번째 날과 마지막 날에 전송된 메시지 수 간의 변경 비율입니다. 이 값

이 em 대시 (—) 인 경우 해당 기간의 첫날에는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은 것입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해당 기간의 첫날 값이 0 (0) 일 경우 변경률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차트는 선택한 기간의 각 날짜별로 전송한 총 메시지 수를 보여줍니다.
배달

수신자에게 배달된 메시지의 수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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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 선택한 기간 동안 매일 전송된 평균 메시지 수입니다.
• 합계 — 선택한 기간 동안 전달된 총 메시지 수입니다.
• 변경 기간 — 선택한 기간의 첫 번째 날과 마지막 날에 전달된 메시지 수 간의 변경 비율입니다. 이 값

이 em 대시 (—) 인 경우 해당 기간의 첫날에는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은 것입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해당 기간의 첫날 값이 0 (0) 일 경우 변경률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차트는 선택한 기간의 각 날짜별로 배달된 총 메시지 수를 보여줍니다.

몇 가지 요인 때문에 전송한 메시지의 평균 및 총 개수와 이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송된 메
시지는 전송한 것으로 계산이 되지만 배달된 것으로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열기

수신자가 열어본 메시지의 수를 표시합니다.
• 평균 — 선택한 기간 동안 보낸 메시지 중 매일 열린 메시지의 평균 수입니다.
• 합계 — 선택한 기간 동안 전송된 메시지 중 열린 메시지의 총 수입니다.
• 기간별 변경 — 선택한 기간의 첫 번째 날과 마지막 날에 열린 메시지 수 간의 변경 비율입니다. 이 

값이 em 대시 (—) 인 경우 해당 기간의 첫날에는 메시지가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해당 기간의 첫날 값이 0 (0) 일 경우 변경률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차트는 선택한 기간의 각 날짜별로 열어본 총 메시지 수를 보여줍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전송하는 각 트랜잭션 메시지의 끝에 매우 작고 투명한 이미지를 추가합니
다. 수신자가 이러한 이미지 중 하나가 포함된 메시지를 열면 이메일 클라이언트가 서버에서 이 이미지
를 다운로드합니다. 한 시간 내에 메시지를 한 번 열거나 여러 번 연 경우 한 개의 열린 메시지로 계산됩
니다. 서로 다른 시간에 발생한 여러 번의 오픈은 개별 오픈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오전 8시 30분
과 오전 8시 45분에 열린 메시지는 한 번 열린 것으로 계산되지만, 오전 8시 30분과 오전 9시 5분에 열린 
메시지는 시간이 변경되었으므로 두 번 열린 것으로 계산됩니다.

클릭

수신자가 메시지에서 링크를 클릭한 횟수를 표시합니다.
• 평균 — 선택한 기간 동안 매일 발생한 평균 클릭 수입니다.
• 합계 — 선택한 기간 동안 발생한 총 클릭 수입니다.
• 변경 기간 — 선택한 기간의 첫 날과 마지막 날에 발생한 클릭 수 간의 변경 비율입니다. 이 값이 전각 

대시 (—) 일 경우 해당 기간의 첫날에는 클릭이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해당 기간의 첫날 값이 0 (0) 일 경우 변경률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차트는 선택한 기간의 각 날짜별로 발생한 총 클릭 수를 보여줍니다.

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면 Amazon Pinpoint Pinpoint는 해당 링크를 당사 서버를 참조하는 링크로 
대체합니다. 수신자가 이러한 링크 중 하나를 클릭하면 수신자가 의도된 위치로 리디렉션되고 클릭한 것
으로 계산됩니다. 메시지 수신자가 메시지에서 여러 링크를 클릭하거나 동일한 링크를 두 번 이상 클릭
하는 경우 해당 클릭이 같은 시간 내에 발생한 경우 해당 클릭은 한 번의 클릭으로 계산됩니다. 서로 다
른 시간에 발생한 여러 번의 클릭은 개별 클릭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오전 8시 30분과 오전 8시 45
분에 링크를 클릭하면 한 번의 클릭으로 계산되지만, 오전 8시 30분과 오전 9시 5분에 링크를 클릭하면 
시간이 변경되었으므로 두 번의 클릭으로 계산됩니다.

수신 거부

수신자가 스팸으로 보고한 메시지의 수를 표시합니다.
• 평균 — 선택한 기간의 각 날짜에 스팸으로 신고된 메시지의 평균 수입니다.
• 합계 — 선택한 기간 동안 스팸으로 신고된 메시지의 총 수입니다.
• 기간별 변경 — 선택한 기간의 첫 날과 마지막 날에 스팸으로 보고된 메시지 수 간의 변경 비율입니

다. 이 값이 em 대시 (—) 인 경우 해당 기간의 첫날에는 스팸으로 보고된 메시지가 없는 것입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해당 기간의 첫날 값이 0 (0) 일 경우 변경률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차트는 선택한 기간의 각 날짜별로 스팸으로 보고된 총 메시지 수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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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가 메시지에 대해 Mark as Spam(스팸으로 표시)을 적용하거나 이메일 클라이언트의 비슷한 기능
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이메일 공급자가 메시지가 스팸으로 보고되었음을 알려줍니다.

Delivery rate(전송률)

선택한 기간 동안 수신자에게 전송 및 전달된 메시지의 평균 백분율을 보여 줍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먼저 해당 기간의 각 날짜에 대한 일일 배송료를 계산하여 평균 배송료를 계산합니다. (일
일 전송률은 특정 날짜에 배달된 메시지 수를 해당 날짜에 전송된 메시지 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면 
Amazon Pinpoint Pinpoint가 일일 배송료 합계를 계산하고 그 합계를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눕니다.

또한 이 섹션에는 선택한 기간의 처음과 마지막 날의 일별 배달율 간의 변화율이 표시됩니다. 이 값
이 em 대시 (—) 인 경우 해당 기간의 첫날에는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은 것입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해당 기간의 첫날 값이 0퍼센트 (0%) 일 경우 변경률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반송률

선택한 기간 동안 반송된 메시지의 평균 비율을 보여 줍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먼저 선택한 
기간의 각 날짜에 대한 일일 이탈률을 계산하여 평균 이탈률을 계산합니다. (일일 반송률은 특정 날짜에 
반송된 메시지 수를 해당 날짜에 보낸 메시지 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면 Amazon Pinpoint Pinpoint가 
일일 반송률의 합계를 계산하고 그 합계를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눕니다.

또한 이 섹션에는 선택한 기간의 처음과 마지막 날의 일별 반송율 간의 변화율이 표시됩니다. 이 값이 전
각 대시 (—) 인 경우 해당 기간의 첫날에는 메시지가 반송되지 않습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해당 기간의 첫날 값이 0퍼센트 (0%) 일 경우 변경률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불만 제기 비율

선택한 기간 동안 수신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메시지의 평균 비율을 보여 줍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먼저 선택한 기간의 일일 불만 발생률을 계산하여 평균 불만 발생률을 계산합니다. (일일 수
신 거부율은 특정 날짜에 스팸으로 신고된 메시지 수를 해당 날짜에 전송된 메시지 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면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일일 불만 발생률의 합계를 계산하고 그 합계를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눕니다.

또한 이 섹션에는 선택한 기간의 처음과 마지막 날의 일별 수신 거부 비율 간의 변화율이 표시됩니다. 
이 값이 em 대시 (—) 인 경우 해당 기간의 첫날에는 스팸으로 보고된 메시지가 없는 것입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해당 기간의 첫날 값이 0퍼센트 (0%) 일 경우 변경률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고유 사용자 이벤트

메시지를 열어본 고유 수신자 수(Unique message opens(열어본 고유 메시지)) 및 메시지에서 링크를 클
릭한 고유 수신자 수(Unique message clicks(클릭한 고유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 평균 — 선택한 기간의 각 날짜에 발생한 오픈 또는 클릭 이벤트의 평균 수입니다.
• 합계 — 선택한 기간 동안 발생한 오픈 또는 클릭 이벤트의 총 수입니다.
• 변경 기간 — 선택한 기간의 첫 날과 마지막 날에 발생한 오픈 이벤트 또는 클릭 이벤트 수 간의 변경 

비율입니다. 이 값이 em 대시 (—) 인 경우 해당 기간의 첫날에 열기 또는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
은 것입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해당 기간의 첫날 값이 0 (0) 일 경우 변경률을 계산할 수 없
습니다.

차트는 선택한 기간 중 날짜별로 해당 메시지를 열고 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한 총 고유 수신자 수를 보여
줍니다.

Opens(열기) 및 Clicks(클릭) 지표와 달리, 이러한 지표에는 열어본 메시지의 총 수 및 발생한 클릭 이벤
트의 총 수가 아닌 메시지를 열거나 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한 고유 수신자의 수가 표시됩니다. 다시 말해 
한 사용자가 어떤 메시지를 다섯 번 연 경우, Opens(열기) 차트에는 열기 이벤트가 5개 표시되지만, 이 
차트에는 한 개의 열기 이벤트만 표시됩니다.

반송 메일 및 수신 거부 이벤트

선택한 기간 동안 각 날짜마다 발생한 소프트 바운스, 하드 바운스 및 수신 거부의 수가 표시됩니다. 소
프트 바운스는 일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신자의 받은 편지함이 가득 찼거나 메시
지 배달을 시도하는 동안 메일 서버가 일시적으로 오프라인인 경우 이를 소프트 바운스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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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 바운스는 영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신자의 이메일 주소가 존재하지 않거나 
메일 서버가 도메인에서 메시지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하드 바운스로 간주합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로 퍼널 차트 생성
Amazon Pinpoint Pinpoint를 사용하여 퍼널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퍼널은 일련의 각 단계를 완료한 사용자 
수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예를 들어, 퍼널에서 일련의 단계는 구매(예: 쇼핑 카트) 또는 기타의 의도된 사용
자 행동으로 이어지는 전환 프로세스일 수 있습니다.

퍼널을 모니터링하면 앱 변경으로 인해 전환율이 개선되었는지 또는 Amazon Pinpoint 캠페인으로 인해 전환
율이 개선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퍼널에 속하는 단계를 지정하면 Create funnel(퍼널 생성) 페이지에 다음 예제와 같은 차트가 표시됩니다.

이 예제 차트는 앱 업데이트 프로세스의 각 단계를 완료한 사용자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열 값을 비교하여 단
계 사이의 감소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알림을 수신한 사용자와 앱 세션을 시작한 사용
자 사이의 감소 비율이 35%입니다. 세션을 시작한 사용자와 앱 설정 페이지를 연 사용자 사이의 감소 비율은 
19%입니다.

퍼널을 생성하려면 분석하려는 전환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각 이벤트를 지정합니다. 퍼널에 이벤트를 추가할 
때 앱이 보고하는 어떤 이벤트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앱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이벤트를 보고할 수 있습니
다.

• 표준 이벤트 — 여기에는 앱 세션이 시작되거나 중지될 때 자동으로 보고되는 이벤트가 포함됩니다. 표준 
이벤트의 이벤트 유형 이름은 밑줄 접두사를 사용하여 표시됩니다(예: _session.start). 또한 표준 이
벤트는 앱 내 구매를 보고하는 수익화 이벤트를 포함합니다.

• 사용자 지정 이벤트 — 이는 앱과 관련된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자가 정의합니다. 예를 들면 게임
에서 레벨을 완료하거나,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거나, 특정 앱 기본 설정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벤트를 보고하도록 앱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he section called “이벤트 데이터 스트리
밍” (p. 250)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퍼널 활성화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90일 동안 사용하지 않은 퍼널 보고서는 숨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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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널 페이지에 퍼널 보고서가 숨겨져 있다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Enable funnels(퍼널 사용)를 선택합니다. 그
렇게 하면 현재 AWS 리전에서 계정에 대한 퍼널을 복원하기 시작합니다. 계정과 연결된 데이터 양에 따라 
이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데 최대 72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퍼널 생성
Amazon Pinpoint 계정의 퍼널 데이터가 이미 로드된 경우 새 퍼널 생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퍼널을 생성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All projects(모든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퍼널을 생성할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의 분석에서 Funnels(퍼널)를 선택합니다.
4. Create a funnel(퍼널 생성)을 선택합니다.
5. Funnel name(퍼널 이름)에서 퍼널 이름을 입력합니다.
6. 퍼널 차트에 추가할 이벤트를 선택합니다. 각 이벤트에 대해 다음을 지정합니다.

• 시리즈 이름 — 이벤트 차트의 이름입니다.
• 이벤트 — Amazon Pinpoint Pinpoint에 보고되는 이벤트 유형입니다.
• 속성 — 차트에 추가하려는 이벤트에 할당된 속성-값 쌍입니다.

7. 더 많은 이벤트를 추가하려면 Create another series(다른 계열 추가)를 선택합니다. Duplicate this 
series(이 계열 복제)를 선택하여 이벤트를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를 통한 스트리밍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이벤트 데이터라고 하는 참여 및 애플리케이션 사용 데이터를 더 많은 분석 및 
저장 옵션을 제공하는 지원AWS 서비스에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데이터는 개별 이벤트를 확인하
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별 고객 이벤트를 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 개발자 안내서의
Amazon Pinpoint 이벤트를 Kinesis로 스트리밍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애플리케이션을 Amazon Pinpoint Pinpoint와 통합하면 사용자가 시작한 세션 수와 같은 이벤트가 보고됩니
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콘솔의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분석 차트 및 지표로 이 데이터를 제공합
니다. 분석 데이터에는 캠페인이 메시지를 보낸 디바이스 수와 같은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생성된 
캠페인 이벤트도 표시됩니다.

Amazon Pinpoint 이 데이터를 90일 동안 보관합니다. 이 데이터를 무기한 보관하거나 사용자 지정 쿼리 및 
도구를 사용하여 분석하려면 Amazon Kinesis로 이벤트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Amazon Pinpoint Pinpoint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단원의 주제:
• Amazon Kinesis 소개 (p. 250)
• Amazon Pinpoint 이벤트를 Kinesis로 스트리밍 (p. 251)

Amazon Kinesis 소개
Kinesis 플랫폼은 스트리밍 데이터를 로드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AWS. 
Amazon Kinesis Data Streams 또는 Amazon Kinesis Data Firehose로 애플리케이션, 캠페인 및 여정 이벤트
를 보내도록 Amazon Pinpoint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를 스트리밍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데이터 분석
에 보다 유연한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를 하나의 모음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여러 애플리케이션의 이벤트를 한 스트림에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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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쿼리 서비스를 사용하여 이벤트를 분석 예를 들어 Amazon Kinesis Data Analytics를 사용하여 스트
리밍 데이터에 대해 SQL 쿼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Amazon Kinesis Data Streams Streams에 대한 정보
Amazon Kinesis Data Streams 스트리밍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분석하는 사용자 지정 애플리케이션을 구축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지정 대시보드에서 이벤트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이
벤트를 기반으로 알림을 생성하거나, 이벤트에 동적으로 응답하려는 경우 이벤트를 Kinesis Data Streams로 
스트리밍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Kinesis Data Streams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에 대한 정보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는 Amazon Storage Service (Amazon S3), Amazon Redshift 또는 
AmazonOpenSearch Service (Service) 를 비롯한AWS 데이터 스토어에 스트리밍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사
용할 수 있는OpenSearch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로 이벤트를 스트리밍하
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유용합니다.

• 자체 분석 애플리케이션 및 도구를 사용하여 Amazon S3, Amazon Redshift 또는OpenSearch 서비스에서 
이벤트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 Amazon Athena를 사용하여 이 데이터에 대한 SQL 쿼리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Amazon S3로 전송
하십시오.

• Amazon S3에 장기 저장하기 위해 이벤트 데이터를 백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개발자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Amazon Pinpoint 이벤트를 Kinesis로 스트리밍
Kinesis 플랫폼은 스트리밍 데이터를 로드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AWS. 애플
리케이션, 캠페인 및 여정 이벤트를 Amazon Kinesis Data Streams로 전송하여 외부 애플리케이션 또는 타
사 분석 도구에서 처리하도록 Amazon Pinpoint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를 사용하여 이 이벤트 데이터를AWS 데이터 스토어 (예: Amazon Redshift) 로 스트리밍하도록 Amazon 
Pinpoint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필수 조건
이 섹션의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Amazon Pinpoint를 사용하는 동일한 계정에서 Amazon Kinesis 스트림 또
는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을 생성하십시오. Kinesis 스트림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려면 Amazon Kinesis 데이터 스트림 개발자 안내서의 데이터 스트림 생성 및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 생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개발자 안내
서의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전송 스트림 생성 을 참조하세요.

선택적으로 스트림에 데이터를 전송할 권한을 부여하는 IAM 역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역할을 생성하
지 않으면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자동으로 역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수동으로 생성하
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개발자 안내서의 Kinesis로 이벤트를 스트리밍하기 위한 
IAM 역할을 참조하십시오.

이벤트 스트리밍 설정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다음 단계를 완료하여 이벤트 스트리밍을 설정합니다.

Note

Amazon Kinesis 스트림을 아직 만들지 않았다면 Amazon Kinesis 콘솔 https:// 
console.aws.amazon.com/kinesis 으로 이동하십시오. 스트림 생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Ama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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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esis Data Streams 개발자 가이드 또는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개발자 안내서 를 참조하
세요.
스트림을 설정하고 전송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inesis로 이벤트
를 스트리밍하기 위한 IAM 역할을 참조하십시오.

이벤트 스트리밍을 설정하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후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All projects(모든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데이터 스트리밍을 설정하려는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의 설정 아래에서 Event stream(이벤트 스트림)을 선택합니다.
4. 서비스 섹션에서 편집을 선택합니다.
5. Amazon Kinesis Kinesis로 스트리밍을 선택합니다.
6. Choose a stream type(스트림 유형 선택) 아래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Amazon Kinesis 데이터 스트림으로 이벤트 전송 — 분석을 위해 Amazon Pinpoint 이벤트 데이터를 
외부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스트림으로 이벤트 전송 — Amazon Redshift Redshift와 같은AWS 데
이터 스토어로 이벤트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7. Amazon Kinesis 스트림의 경우 데이터를 내보내는 데 사용할 Amazon Kinesis 스트림을 선택합니다.

Note

Amazon Kinesis 스트림을 아직 만들지 않았다면 Amazon Kinesis 콘솔 https:// 
console.aws.amazon.com/kinesis 으로 이동하십시오. 스트림 생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Amazon Kinesis Data Streams 개발자 가이드 또는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개발자 안
내서 를 참조하세요.

8. IAM 역할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기존 역할 사용 — Amazon Pinpoint Pinpoint가 계정에 이미 있는 IAM 역할을 맡도록 하려면 이 옵션
을 선택하십시오. 선택한 역할은 firehose:PutRecordBatch 작업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허용하는 정책의 예는 Amazon Pinpoint 개발자 안내서의 권한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 역할 자동 생성 — 필요한 권한이 있는 IAM 역할을 자동으로 생성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 역
할은 Amazon Pinpoint Pinpoint가 7단계에서 선택한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권한을 부
여합니다.

9. 저장을 선택합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프로젝트에 대한 이벤트를 수신하면 이 데이터를 Kinesis 스트림으로 전송합니
다. Amazon Pinpoint가 이벤트를 위해 전송하는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개발자 안내
서의 Kinesis로 Amazon Pinpoint 이벤트 스트리밍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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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Pinpoint 메시지 템플릿
주간 뉴스레터 또는 약속 미리 알림과 같은 특정 유형의 메시지를 자주 디자인하고 보내는 경우 메시지를 작
성하여 메시지 템플릿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메시지를 다시 디자인하고 작성하는 대신 해당 유
형의 메시지를 전송해야 할 때마다 템플릿을 시작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메시지 템플릿는 Amazon Pinpoint 프로젝트에 대해 보내는 메시지에서 작성, 저장 및 재사용할 수 있는 콘
텐츠 및 설정 집합입니다. 템플릿을 생성하는 경우 템플릿을 토대로 하는 메시지의 다양한 구성 요소에서 다
시 사용하려는 콘텐츠를 지정합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를 템플릿 파트라고 하며 템플릿의 유형에 따라 정적 텍스트, 개인화된 콘텐츠, 이미지, 기
타 디자인 요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부분에는 채널별 설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푸시 
알림 템플릿의 템플릿 부분은 재생할 사용자 지정 사운드 또는 수신자가 템플릿을 기반으로 하는 푸시 알림
을 받을 때 표시할 이미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생성할 때 메시지에 사용할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을 선택하면 Amazon Pinpoint 에
서 템플릿의 내용과 설정으로 메시지를 채웁니다.

Amazon Pinpoint에서 다음과 같은 유형의 메시지 템플릿을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 캠페인이나 여정에서 전송하거나 제한된 대상에게 다이렉트 또는 테스트 메시지로 보내는 이메일 메시지
의 이메일 템플릿입니다.

• 캠페인에서 전송하거나 제한된 대상에게 다이렉트 또는 테스트 메시지로 보내는 푸시 알림의 푸시 알림 템
플릿입니다.

• 캠페인에서 전송하거나 제한된 대상에게 다이렉트 또는 테스트 메시지로 보내는 SMS 문자 메시지의
SMS 템플릿입니다.

• 다이렉트 또는 테스트 메시지로 보내는 음성 메시지의 음성 템플릿입니다.

Amazon Pinpoint 에서는 여러 유형의 메시지 템플릿을 지원할 뿐 아니라 메시지 템플릿의 버전 관리도 지원
합니다. 버전 관리를 사용하면 시간 경과에 따라 템플릿을 디자인하고 변경함과 동시에 템플릿의 이력을 작
성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버전 관리를 사용하면 메시지에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 버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버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메시지 템플릿 버전 관리 (p. 290)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이 챕터의 주제에서는 Amazon Pinpoint 계정에 대한 메시지 템플릿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합니다.

주제
• 이메일 템플릿 만들기 (p. 253)
• 인앱 템플릿 만들기 (p. 255)
• 푸시 알림 템플릿 생성 (p. 257)
• SMS 템플릿 만들기 (p. 260)
• 음성 템플릿 만들기 (p. 261)
• 메시지 템플릿에 맞춤형 콘텐츠 추가 (p. 262)
• 메시지 템플릿 도우미 사용 (p. 268)
• 메시지 템플릿 관리 (p. 287)
• 메시지 템플릿 버전 관리 (p. 290)

이메일 템플릿 만들기
원래 요청 ping에 대한이메일 템플릿Amazon Pinpoint 프로젝트에 대해 보내는 이메일 메시지에서 생성, 저
장 및 재사용할 콘텐츠와 설정이 포함된 메시지 템플릿 유형입니다. Amazon Pinpoint를 사용하여 만들고 보
내는 모든 유형의 이메일 메시지에 이메일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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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템플릿을 생성하는 경우 템플릿을 토대로 하는 이메일 메시지의 다양한 구성 요소에서 다시 사용하려
는 콘텐츠와 설정을 지정합니다. 템플릿 부분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성 요소는 메시지 제목, 메시지 본문 또는 
둘 다일 수 있습니다. 콘텐츠는 정적 텍스트, 맞춤형 콘텐츠, 이미지 또는 기타 디자인 요소일 수 있습니다. 수
신자의 이메일 애플리케이션이 HTML 콘텐츠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템플릿 부분은 사용할 메시지 본문과 같
은 설정일 수도 있습니다.

템플릿을 기반으로 하는 이메일 메시지를 만들 때 Amazon Pinpoint에서는 템플릿에서 정의한 콘텐츠와 설정
으로 메시지를 채웁니다.

이메일 템플릿 만들기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메시지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3. 템플릿 생성(Create template)을 선택합니다.
4. 채널에서 이메일을 선택합니다.
5. 템플릿 세부 정보에서 템플릿 이름에 템플릿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름은 문자 또는 숫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최대 128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문자는 문자, 숫자, 밑줄 (_) 또는 하이픈 (‐) 일 수 있습니
다.

6. (선택 사항) 버전 설명에 템플릿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설명은 최대 500자까지 입력할 수 있
습니다.

7. Email details(이메일 세부 정보)에 다음 옵션을 사용하여 템플릿을 사용하는 메시지의 콘텐츠를 지정합
니다.

• 제목에 메시지의 제목 줄에 표시할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 메시지에 메시지 본문에 표시할 콘텐츠를 입력합니다.

Tip

메시지 본문에 HTML 또는 디자인 보기를 사용하여 콘텐츠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HTML 보
기에서는 서식, 링크 및 메시지에 포함시킬 기타 특성 등 HTML 콘텐츠를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Design(디자인) 보기에서 서식 있는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콘텐츠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서식 도구 모음을 사용하여 서식을 적용하고, 콘텐츠에 링크와 기타 기능을 추
가할 수 있습니다. 보기를 전환하려면 메시지 편집기 위의 보기 선택기에서 HTML 또는 디자
인을 선택합니다.
템플릿 제목과 본문에 맞춤형 콘텐츠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사용자의 이름
을 저장하는 속성 등 사용자 또는 Amazon Pinpoint에서 생성한 특정 속성을 참조하는 메시지 
변수를 추가하십시오. 메시지 변수를 사용하면 템플릿을 사용하는 메시지 수신자마다 다른 
콘텐츠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변수를 사용하려면 에서 기존 속성의 이름을 선택합니
다.속성 찾기. Amazon Pinpoint에서는 속성에 대한 메시지 변수를 만들어 클립보드에 복사합
니다. 원하는 위치에 변수를 붙여넣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메시지 템플릿에 맞춤형 콘텐츠 추
가 (p. 262)을 참조하십시오.

8. (선택 사항) 일반 텍스트 버전에서, 템플릿을 사용하고 이메일 애플리케이션에 HTML 콘텐츠가 표시되
지 않는 받는 사람에게 전송되는 메시지 본문에 표시할 내용을 입력합니다.

9. 메시지 변수를 사용하여 개인화된 콘텐츠를 템플릿에 추가한 경우 각 변수의 기본값을 지정합니다. 이
렇게 하면 수신자에 대한 해당 값이 없는 경우 Amazon Pinpoint에서는 해당 값이 없는 경우 Amazon 
Pinpoint에서는 변수를 지정한 값으로 바꿉니다. 템플릿의 각 변수에 대해 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
니다.

변수의 기본값을 지정하려면 Default attribute values(기본 속성 값) 섹션을 확장합니다. 그런 다음 각 
변수에 사용할 기본값을 입력합니다. 기본값을 지정하지 않고 수신자에 대한 값이 없는 경우 Amazon 
Pinpoint에서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10. 템플릿의 내용 및 설정 입력을 마치면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사용자에게 보내는 이메일 메시지에 템플릿을 사용하기 전에 템플릿을 테스트하려면 해당 템플릿을 사용하
는 테스트 메시지를 전송 (p. 225)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먼저 9단계를 완료하여 템플릿의 모든 변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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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거나 올바르게 렌더링되지 않을 수 있습니
다.

메시지 템플릿에 구독 취소 링크 포함
이메일에 수신 거부 링크를 포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법적 요구 사항입니다. 구독 
취소 링크에 특수 속성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ses:tags="unsubscribeLinkTag:value"여기서#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모든 값입니다. 수신자가 이 특수 속성이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Amazon Pinpoint는 분
석 목적으로 이를 옵트아웃 이벤트로 계산합니다 (예:분석 개요 페이지 (p. 230)). 다음 예제는 이 링크 유형에 
대한 구문을 나타낸 것입니다.

<a ses:tags="unsubscribeLinkTag:optout" href="https://www.example.com/
preferences">Unsubscribe</a>

템플릿에 이 속성의 링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옵트아웃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
다. 옵트아웃 요청을 처리하는 시스템의 예는Amazon Pinpoint 기본 설정 센터 솔루션의AWS솔루션 라이브
러리.

인앱 템플릿 만들기
원래 요청 ping에 대한앱 템플릿는 Amazon Pinpoint에서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에게 보내는 메시지의 템플릿
입니다. 인앱 템플릿을 사용하여 인앱 메시지의 설정 및 콘텐츠를 생성, 저장 및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앱 템플릿을 만들 때 템플릿을 사용하는 인앱 메시지의 본문에서 다시 사용할 설정과 콘텐츠를 지정합니
다. 템플릿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생성할 때 Amazon Pinpoint에서는 정의한 설정과 콘텐츠로 메시지를 채웁
니다.

인앱 메시지는 사용자 지정이 매우 뛰어납니다. 여기에는 웹 사이트를 열거나 사용자를 앱의 특정 부분으로 
안내하는 버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경 및 텍스트 색상을 구성하고 텍스트를 배치하고 알림에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일 메시지를 보내거나회전목마여기에는 사용자가 스크롤할 수 있는 고유 메시지가 최
대 5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앱 템플릿을 만들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메시지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3. 템플릿 생성(Create template)을 선택합니다.
4. Under채널, 선택인앱 메시징.
5. 템플릿 세부 정보에서 템플릿 이름에 템플릿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름은 문자 또는 숫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최대 128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문자는 문자, 숫자, 밑줄 (_) 또는 하이픈 (‐) 일 수 있습니
다.

6. (선택 사항) 버전 설명에 템플릿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설명은 최대 500자까지 입력할 수 있
습니다.

7. 에서앱 메시지에서 세부 정보섹션, 아래레이아웃에서 메시지 템플릿의 레이아웃 유형을 선택합니다. 다
음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탑 배너— 페이지 상단에 배너로 표시되는 메시지입니다.
• 아래쪽 배너— 페이지 하단에 배너로 표시되는 메시지입니다.
• 중간 배너— 페이지 중간에 알림으로 표시되는 메시지입니다.
• 전체 화면— 전체 화면을 커버하는 메시지입니다.
• 모달— 페이지 앞의 창에 표시되는 메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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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 목마— 최대 5개의 고유 메시지로 구성된 스크롤 가능한 레이아웃입니다.
8. Under헤더에서 메시지 시작 부분에 표시되는 제목을 구성합니다. 회전 목마 메시지를 만든 경우 머리글

을 포함하는 회전 목마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a. 용텍스트 헤더배너에 표시합니다. 최대 64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b. 용텍스트 헤더 색상입니다.에서 머리글의 텍스트 색상을 선택합니다. 선택적으로 RGB 값 또는 16

진수 색상 코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c. 용헤더 정렬텍스트를 표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Left,Center또는오른쪽정당화.

9. Under메시지에서 메시지 본문을 구성합니다.

a. 용메시지에서 메시지의 본문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메시지에는 최대 15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
다.

b. 용텍스트 색에서 메시지 본문의 텍스트 색상을 선택합니다. 선택적으로 RGB 값 또는 16진수 색상 
코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c. 용텍스트 정렬텍스트를 표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Left,Center또는오른쪽정당화.
10. (선택 사항) 메시지의 배경색을 변경합니다. Under배경에서 메시지의 배경색을 선택합니다. 선택적으로 

RGB 값 또는 16진수 색상 코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11. (선택 사항) 메시지에 이미지를 추가합니다. Under이미지 URL에서 메시지에 표시할 이미지의 URL을 

입력합니다. .jpg 및.png 파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크기는 메시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a를 위해배너이미지는 100픽셀 x 100 픽셀 또는 1:1 종횡비여야 합니다.
• a를 위해회전 목마이미지는 300픽셀 x 200 픽셀 또는 3:2 종횡비여야 합니다.
• a를 위해전체 화면메시지, 이미지는 300 픽셀 x 200 픽셀 또는 3:2 종횡비여야 합니다.

12. (선택 사항) 메시지에 버튼을 추가합니다. Under기본 버튼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선택기본 버튼 추가.
b. 용버튼 텍스트버튼에 표시할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최대 64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c. (선택 사항) 대상버튼 텍스트 색에서 버튼 텍스트의 색상을 선택합니다. 선택적으로 RGB 값 또는 

16진수 색상 코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d. (선택 사항) 대상Background color(배경색)에서 버튼에 대한 배경색을 선택합니다. 선택적으로 

RGB 값 또는 16진수 색상 코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e. (선택 사항) 대상테두리 반경에서 반지름 값을 입력합니다. 값이 낮을수록 모서리가 더 선명해지고 

숫자가 클수록 모서리가 둥글게 됩니다.
f. Under작업에서 사용자가 버튼을 누를 때 발생하는 이벤트를 선택합니다.

• Close— 메시지를 삭제합니다.
• URL로 이동— 웹 사이트를 엽니다.
• 딥 링크로 이동— 앱을 열거나 앱의 특정 위치를 엽니다.

장치 유형에 따라 버튼 동작을 다르게 하려면 기본 동작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Under작업탭을 사
용하여 버튼 동작을 수정할 장치 유형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를 선택합니다iOS를 눌러 iOS 기기
의 버튼 동작을 수정합니다. 그 다음 를 선택합니다기본 동작 재정의. 마지막으로 작업을 지정합니
다.

13. (선택 사항) 메시지에 보조 단추를 추가합니다. Under보조 버튼, 선택보조 추가 버튼. 이전 단계의 절차
에 따라 보조 버튼을 구성합니다.

14. (선택 사항) 메시지에 사용자 지정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사용자 지정 데이터는 메시지와 함께 제공되는 
키-값 페어입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와 함께 프로모션 코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회전 목마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각 회전 목마 메시지에 사용자 지정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데이터를 추
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Under사용자 지정 데이터, 선택새 항목 추가.
b. a 를 입력합니다Key. 예를 들어 이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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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 를 입력합니다값키를 위해. 귀하#### ##있을 수도 있습니다12345.
d. 메시지가 전송되면 코드12345메시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 키-값 페어를 추가하려면새 항목 추가. 메시지에 최대 10개의 키-값 페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

용자 지정 데이터를 추가했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15. 메시지가 캐러셀인 경우 고유한 메시지를 최대 4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캐러셀에 메시지를 추가하

려면회전 목마 개요섹션. 그 다음 를 선택합니다새 메시지 추가. 메시지를 구성하려면 앞의 단계를 반복
합니다.

캐러셀에 메시지를 추가할 때시사페이지 하단에 회전 목마에 포함된 메시지 수를 보여주는 아이콘을 표
시하여 페이지가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이미지는 두 개의 메시지가 있는 캐러셀을 보여줍니다.

16. 마쳤으면 [Create]를 선택합니다.

푸시 알림 템플릿 생성
A푸시 알림 템플릿는 Amazon Pinpoint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 및 설정이 포함된 메시지 템플릿
입니다. 템플릿을 사용하여 푸시 알림을 전송하는 경우 Amazon Pinpoint에서는 템플릿에서 정의한 콘텐츠 
및 설정으로 알림을 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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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시 알림 템플릿을 만들 때 템플릿을 기반으로 하는 푸시 알림의 다양한 구성 요소에서 재사용할 콘텐츠와 
설정을 지정합니다. 템플릿 부분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성 요소는 알림의 제목이나 본문과 같은 텍스트나 수
신자가 알림을 받을 때 재생할 사용자 지정 사운드와 같은 설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특정 푸시 알림 채널에 맞게 템플릿을 사용자 정의하려면 각 템플릿에 여러 세트의 템플릿 부품 세트를 생성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세트에는 푸시 알림 채널에 기본적으로 사용할 내용과 설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비
스별 세트에는 Apple 푸시 알림 서비스 또는 Firebase 클라우드 메시징과 같은 특정 알림 서비스에 사용할 콘
텐츠와 설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템플릿에 서비스별 설정을 추가하여 각 수신자의 장치 유형에 고유한 콘
텐츠를 표시하도록 알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할 수 있습니다.원시 메시지 데이터가 포함된 템플릿 만들기 (p. 260). 이 옵션은 더 고급이지만 표준 
Amazon Pinpoint 푸시 알림 템플릿에 없는 특정 채널에 대한 설정을 지정하려는 경우 유용합니다.

표준 푸시 알림 템플릿 생성
제목, 메시지 본문, 이미지 및 동작과 같은 기본 메시지 내용을 지정하려면 이 절차를 완료합니다. 원시 메시
지 콘텐츠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 의 절차를 완료합니다.원시 메시지 데이터를 사용하여 푸시 알림 템플릿 생
성 (p. 260)대신.

푸시 알림 템플릿을 만들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메시지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3. 템플릿 생성(Create template)을 선택합니다.
4. 채널에서 푸시 알림을 선택합니다.
5. 템플릿 세부 정보에서 템플릿 이름에 템플릿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름은 문자 또는 숫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최대 128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문자는 문자, 숫자, 밑줄 (_) 또는 하이픈 (‐) 일 수 있습니
다.

6. (선택 사항) 버전 설명에 템플릿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설명은 최대 500자까지 입력할 수 있
습니다.

7. Under푸시 알림 세부 정보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 용알림 유형, 선택표준 메시지.
• 용제목에서 메시지 본문 위에 표시할 제목을 입력합니다.
• 본문에 알림 메시지 본문에 표시할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Tip

템플릿 제목과 본문에 맞춤형 콘텐츠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사용자의 이름을 
저장하는 속성 등 특정 속성을 참조하는 메시지 변수를 추가하십시오. 메시지 변수를 사용하
면 템플릿을 사용하는 푸시 알림 수신자마다 다른 콘텐츠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변수를 사용하려면 에서 기존 속성의 이름을 선택합니다.속성 찾기. Amazon Pinpoint
에서는 속성에 대한 메시지 변수를 만들어 클립보드에 복사합니다. 원하는 위치에 변수를 붙
여넣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메시지 템플릿에 맞춤형 콘텐츠 추가 (p. 262)을 참조하십시오.

• 사용자 지정 경고 사운드의 경우 수신자가 푸시 알림을 받을 때 재생할 사용자 지정 사운드가 포함된 
오디오 파일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받는 사람의 장치에 있는 오디오 파일의 이름과 일치해
야 합니다.

• 작업에서 수신자가 푸시 알림을 탭할 경우 수신자의 장치에서 수행할 작업을 선택합니다.
• 앱 열기— 앱을 열거나 백그라운드로 전송된 경우 포그라운드로 가져옵니다.
• URL로 이동— 수신자의 장치에서 기본 브라우저를 열고 특정 웹 페이지를 로드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한 경우 대상 URL 상자에 웹 페이지의 URL을 입력합니다.
• 딥 링크 열기— 앱을 열고 앱에 특정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표시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한 경우 대상 

URL 상자에 인터페이스의 URL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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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택 사항) 특정 푸시 알림 서비스에 대한 템플릿을 사용자 정의하려면 에서 해당 서비스 탭을 선택합니
다.개별 푸시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사용자 지정. 그런 다음 해당 서비스에 대해 원하는 옵션을 선택합니
다.

를 선택하는 경우기본 푸시 콘텐츠 재정의서비스에 대한 탭의 확인란을 선택하면 Amazon Pinpoint에서
는 이전 단계에서 선택한 기본 콘텐츠 및 설정을 탭에서 선택한 옵션으로 자동으로 바꿉니다. 기본 콘텐
츠 및 설정을 유지하고 추가 채널별 설정을 사용하도록 템플릿을 사용자 지정하려면 이 확인란을 선택하
지 마십시오.

Apple

이러한 옵션을 사용하여 Apple 푸시 알림 서비스 (APN) 채널을 통해 iOS 장치에서 실행되는 앱으로 
전송하는 푸시 알림에 대한 사용자 지정 콘텐츠 및 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표준 콘텐츠 및 설정 외에도 템플릿을 사용하는 푸시 알림에 사용자 정의 이미지 또는 비디오를 포
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iOS 미디어 상자에 이미지 또는 비디오 파일의 URL을 입력합니
다. URL은 공개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신자의 장치에서 이미지 또는 
비디오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Google

이러한 옵션을 사용하여 Google Firebase 클라우드 메시징 (FCM) 채널을 통해 Android 기기에서 
실행되는 앱으로 전송하는 푸시 알림에 대한 사용자 지정 콘텐츠 및 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표준 콘텐츠 및 설정 외에도 다음 옵션을 선택하여 템플릿을 사용하는 푸시 알림에 사용자 정의 이
미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Android 이미지— 푸시 알림 본문에 표시할 이미지의 URL을 입력합니다.
• Android 아이콘— 푸시 알림의 콘텐츠 보기에 표시할 큰 아이콘 이미지의 URL을 입력합니다.
• Android 작은 아이콘— 상태 표시줄과 푸시 알림의 콘텐츠 보기에 표시할 작은 아이콘 이미지의 

URL을 입력합니다.
Amazon

이러한 옵션을 사용하여 Amazon Device Messaging(ADM) 채널을 통해 Kindle Fire 태블릿 등 
Amazon 장치에서 실행되는 앱으로 전송하는 푸시 알림에 대한 사용자 지정 콘텐츠 및 설정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표준 콘텐츠 및 설정 외에도 다음 옵션을 선택하여 템플릿을 사용하는 푸시 알림에 사용자 정의 이
미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Android 이미지— 푸시 알림 본문에 표시할 이미지의 URL을 입력합니다.
• Android 아이콘— 푸시 알림의 콘텐츠 보기에 표시할 큰 아이콘 이미지의 URL을 입력합니다.
• Android 작은 아이콘— 상태 표시줄과 푸시 알림의 콘텐츠 보기에 표시할 작은 아이콘 이미지의 

URL을 입력합니다.
Baidu

이러한 옵션을 사용하여 Baidu 채널을 통해 Baidu Cloud 푸시 플랫폼을 사용하는 앱으로 전송하는 
푸시 알림에 대한 사용자 지정 콘텐츠 및 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표준 콘텐츠 및 설정 외에도 다음 옵션을 선택하여 템플릿을 사용하는 푸시 알림에 사용자 정의 이
미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Android 이미지— 푸시 알림 본문에 표시할 이미지의 URL을 입력합니다.
• Android 아이콘— 푸시 알림의 콘텐츠 보기에 표시할 큰 아이콘 이미지의 URL을 입력합니다.
• Android 작은 아이콘— 상태 표시줄과 푸시 알림의 콘텐츠 보기에 표시할 작은 아이콘 이미지의 

URL을 입력합니다.
9. 메시지 변수를 사용하여 개인화된 콘텐츠를 템플릿에 추가한 경우 각 변수의 기본값을 지정합니다. 이렇

게 하면 수신자에 대한 해당 값이 없는 경우 Amazon Pinpoint에서는 변수를 지정한 값으로 바꿉니다. 템
플릿의 각 변수에 대해 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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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의 기본값을 지정하려면 Default attribute values(기본 속성 값) 섹션을 확장합니다. 그런 다음 각 
변수에 사용할 기본값을 입력합니다. 기본값을 지정하지 않고 수신자에 대한 값이 없는 경우 Amazon 
Pinpoint에서는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10. 템플릿의 내용 및 설정 입력을 마치면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원시 메시지 데이터를 사용하여 푸시 알림 템플릿 생성
원시 메시지 페이로드를 수동으로 지정하려면 이 절차를 완료하십시오. Amazon Pinpoint에서 구성할 수 없
는 특정 푸시 알림 서비스의 기능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원시 메시지 페이로드를 지정하면 됩니다. 원시 메
시지 콘텐츠를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표준 푸시 알림 템플릿 생성 (p. 258)대
신.

원시 메시지 템플릿을 사용해야 하는 사용 사례의 예는 데스크톱 Safari 웹 브라우저의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원시 메시지 페이로드에 특정 속성을 포함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Safari 
웹 푸시 알림 보내기 (p. 18)을 참조하십시오.

푸시 알림 템플릿을 만들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메시지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3. 템플릿 생성(Create template)을 선택합니다.
4. 채널에서 푸시 알림을 선택합니다.
5. 템플릿 세부 정보에서 템플릿 이름에 템플릿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름은 문자 또는 숫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최대 128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문자는 문자, 숫자, 밑줄 (_) 또는 하이픈 (‐) 일 수 있습니
다.

6. (선택 사항) 버전 설명에 템플릿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설명은 최대 500자까지 입력할 수 있
습니다.

7. Under푸시 알림 세부 정보,알림 유형, 선택원시 메시지. 메시지 편집기에 템플릿에 사용할 코드의 개요
가 표시됩니다. 메시지 편집기에서 템플릿에 지정할 이미지, 사운드, 작업 등 선택적 설정을 비롯해 각 
푸시 알림 서비스에 사용할 설정을 입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 중인 푸시 알림 서비스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8. 원시 메시지 콘텐츠 입력을 마치면 다음을 선택합니다.생성.

사용자에게 보내는 푸시 알림에서 템플릿을 사용하기 전에, 템플릿을 테스트하려면 해당 템플릿을 사용하는
테스트 알림을 전송 (p. 226)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먼저 10단계를 완료하여 템플릿의 모든 변수에 기본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푸시 알림이 전송되지 않거나 올바르게 렌더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MS 템플릿 만들기
원래 요청 ping에 대한SMS 템플릿는 Amazon Pinpoint 프로젝트에 대해 보내는 SMS 문자 메시지에서 생성, 
저장 및 재사용할 콘텐츠와 설정이 포함된 메시지 템플릿 유형입니다. 캠페인에서 전송하거나 제한된 대상에
게 직접 또는 테스트 메시지로 보내는 문자 메시지에서 SMS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MS 템플릿을 만들 때 템플릿을 기반으로 하는 문자 메시지의 본문에서 다시 사용할 설정과 콘텐츠를 지정
합니다. 템플릿을 기반으로 하는 메시지를 만들 때 Amazon Pinpoint는 템플릿에서 정의한 설정과 콘텐츠로 
메시지를 채웁니다.

SMS 템플릿을 만들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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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색 창에서 메시지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3. 템플릿 생성(Create template)을 선택합니다.
4. 채널에서 SMS를 선택합니다.
5. 템플릿 세부 정보에서 템플릿 이름에 템플릿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름은 문자 또는 숫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최대 128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문자는 문자, 숫자, 밑줄 (_) 또는 하이픈 (‐) 일 수 있습니
다.

6. (선택 사항) 버전 설명에 템플릿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설명은 최대 500자까지 입력할 수 있
습니다.

7. SMS 세부 정보에서 메시지에 템플릿을 사용하는 메시지 본문에 표시할 콘텐츠를 입력합니다. 메시지 
본문에는 최대 1,600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Tip

템플릿 본문에 맞춤형 콘텐츠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사용자의 이름을 저장하는 
속성 등 사용자 또는 Amazon Pinpoint가 생성한 특정 속성을 참조하는 메시지 변수를 추가하십
시오. 메시지 변수를 사용하면 템플릿을 사용하는 메시지 수신자마다 다른 콘텐츠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변수를 사용하려면 에서 기존 속성의 이름을 선택합니다.속성 찾기. Amazon Pinpoint는 
속성에 대한 메시지 변수를 만들어 클립보드에 복사합니다. 원하는 위치에 변수를 붙여넣습니
다. 자세한 정보는 메시지 템플릿에 맞춤형 콘텐츠 추가 (p. 262)을 참조하십시오.

8. 메시지 변수를 사용하여 개인화된 콘텐츠를 템플릿에 추가한 경우 각 변수의 기본값을 지정합니다. 이렇
게 하면 수신자에 대한 해당 값이 없는 경우 Amazon Pinpoint에서 변수를 지정한 값으로 바꿉니다. 템플
릿의 각 변수에 대해 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수의 기본값을 지정하려면 Default attribute values(기본 속성 값) 섹션을 확장합니다. 그런 다음 각 
변수에 사용할 기본값을 입력합니다. 기본값을 지정하지 않고 수신자에 대한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Amazon Pinpoint에서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9. 템플릿의 내용 및 설정 입력을 마치면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사용자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템플릿을 사용하기 전에 템플릿을 테스트하려면 해당 템플릿을 사용하는 테스
트 메시지를 전송 (p. 227)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먼저 8단계를 완료하여 템플릿의 모든 변수에 기본값
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거나 올바르게 렌더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성 템플릿 만들기
A음성 템플릿는 Amazon Pinpoint 프로젝트에 대해 보내는 음성 메시지에서 생성, 저장 및 재사용할 콘텐츠
와 설정이 포함된 메시지 템플릿 유형입니다. 직접 메시지나 테스트 메시지로 보내는 음성 메시지에 음성 템
플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 템플릿을 생성하는 경우 템플릿을 토대로 하는 음성 메시지의 다양한 구성 요소에서 다시 사용하려는 
콘텐츠와 설정을 지정합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를 템플릿 파트라고 하며 메시지 스크립트의 텍스트나 메시지 
전송 시 사용할 음성과 같은 설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스크립트에는 정적 텍스트, 사용자가 정의한 
맞춤형 콘텐츠(선택 사항)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을 기반으로 하는 음성 메시지를 만들 때 Amazon Pinpoint에서는 템플릿에서 정의한 콘텐츠와 설정으
로 메시지를 채웁니다.

음성 템플릿을 생성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메시지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3. 템플릿 생성(Create template)을 선택합니다.
4. 채널에서 음성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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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템플릿 세부 정보에서 템플릿 이름에 템플릿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름은 문자 또는 숫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최대 128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문자는 문자, 숫자, 밑줄 (_) 또는 하이픈 (‐) 일 수 있습니
다.

6. (선택 사항) 버전 설명에 템플릿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설명은 최대 500자까지 입력할 수 있
습니다.

7. Voice message details(음성 메시지 세부 정보)에서 메시지에 템플릿을 사용하는 메시지의 메시지 스크
립트로 사용할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스크립트는 최대 10,000자까지 입력할 수 있으며 일반 텍스트 형
식이어야 합니다.

Tip

메시지 스크립트에 맞춤형 콘텐츠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사용자의 이름을 저장
하는 속성 등 사용자 또는 Amazon Pinpoint에서 생성한 특정 속성을 참조하는 메시지 변수를 
추가하십시오. 메시지 변수를 사용하면 템플릿을 사용하는 메시지 수신자마다 다른 콘텐츠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변수를 사용하려면 에서 기존 속성의 이름을 선택합니다.속성 찾기. Amazon Pinpoint에
서는 속성에 대한 메시지 변수를 만들어 클립보드에 복사합니다. 원하는 위치에 변수를 붙여넣
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메시지 템플릿에 맞춤형 콘텐츠 추가 (p. 262)을 참조하십시오.

8. 용언어 및 지역에서 메시지 스크립트의 텍스트가 작성된 언어를 선택합니다. Amazon Pinpoint에서는 이 
설정을 사용하여 스크립트의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할 때 사용할 음소 및 기타 언어별 설정을 결정합니
다.

9. 음성에서,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말할 음성을 선택합니다. 각 음성은 모국어 사용자를 통해 만들어지므
로, 동일한 언어 내에서도 음성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크립트로 각 음성을 테스트하는 것이 좋
습니다.

음성 목록은 8단계에서 선택한 언어에 따라 변경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목록에는 하나 이상의 남성과 
여성 목소리가 포함됩니다. 경우에 따라 한 종류의 음성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추가 언어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지원되는 언어의 음성을 생성합니다.

10. 메시지 재생을 선택하여 메시지를 수신자에게 전송될 때 메시지가 어떻게 들리는지 테스트합니다. 템플
릿이 원하는 디자인이 될 때까지 콘텐츠과 설정을 조정합니다.

11. 메시지 변수를 사용하여 개인화된 콘텐츠를 템플릿에 추가한 경우 각 변수의 기본값을 지정합니다. 이렇
게 하면 수신자에 대한 해당 값이 없는 경우 Amazon Pinpoint에서는 변수를 지정한 값으로 바꿉니다. 템
플릿의 각 변수에 대해 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수의 기본값을 지정하려면 Default attribute values(기본 속성 값) 섹션을 확장합니다. 그런 다음 각 
변수에 사용할 기본값을 입력합니다. 기본값을 지정하지 않고 수신자에 대한 값이 없는 경우 Amazon 
Pinpoint에서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12. 템플릿의 내용 및 설정 입력을 마치면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메시지 템플릿에 맞춤형 콘텐츠 추가
템플릿을 사용하는 메시지에 동적인 맞춤형 콘텐츠를 전달하려면 메시지 템플릿에 메시지 변수를 추가합니
다. A메시지 변수사용자 또는 Amazon Pinpoint가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자 또는 Amazon 
Pinpoint가 생성한 특정 속성을 참조하는 자리 표시자입니다. 각 속성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이름이나 거주
하는 도시 같은 사용자의 특성에 해당합니다. 템플릿에 메시지 변수를 추가하면 이러한 속성을 사용하여 템
플릿을 사용하는 메시지의 각 수신자에게 사용자 지정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에 메시지 변수가 포함된 경우 Amazon Pinpoint는 각 변수를 각 수신자에 대한 현재 해당 속성 값으로 
대체합니다. 템플릿을 사용하는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즉, 메시지나 메시지 템플릿의 
사용자 지정 버전을 여러 개 만들지 않고도 각 수신자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신자에 
대한 최신 정보가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가 달리기 선수용 피트니스 애플리케이션이고 각 사용자의 이름, 선호 활동, 개인 기록에 
대한 속성이 포함된 경우 템플릿에 다음 텍스트 및 메시지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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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 {{User.UserAttributes.FirstName}}, congratulations 
on your new {{User.UserAttributes.Activity}} record of 
{{User.UserAttributes.PersonalRecord}}!

템플릿을 사용하는 메시지를 보내면 Amazon Pinpoint가 변수를 각 수신자에 대한 각 속성의 현재 값으로 대
체합니다. 다음 예제에서 보여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1

Hi Sofia, congratulations on your new half marathon record of 1:42:17!

예제 2

Hi Alejandro, congratulations on your new 5K record of 20:52!

수신자에 대한 속성 값이 없는 경우 Amazon Pinpoint는 이 변수에 지정한 기본값으로 변수를 바꿀 수 있
습니다. 예를 들어 피트니스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가 선호하는 활동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running을
{{User.UserAttributes.Activity}} 변수의 기본값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예와 같이 
Amazon Pinpoint가 변수를 대체합니다.

예 1

Hi Jane, congratulations on your new running record of 1:42:17!

예제 2

Hi John, congratulations on your new running record of 20:52!

기본값을 지정하지 않고 수신자에 대한 값이 없는 경우 해당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할 때 Amazon 
Pinpoint는 변수의 모든 텍스트를 생략합니다. 예:

Hi Mary, congratulations on your new record of 20:52!

템플릿에 포함하는 각 변수에 대해 기본값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시지 변수 추가
새로 만드는 템플릿 또는 기존 템플릿에 메시지 속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 템플릿에 변수를 추가하는 
경우 Amazon Pinpoint가 템플릿을 사용하고 아직 전송되지 않은 메시지 (예: 나중에 보내도록 예약된 캠페인 
메시지) 에 변경 사항을 반드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변수를 추가하는 템플릿의 버전과 템플릿을 사
용하는 메시지를 구성한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정보는 메시지 템플릿 버전 관리 (p. 290)을 참조
하십시오.

Note

인앱 메시징 템플릿은 메시지 변수 사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메시지 템플릿에 메시지 변수를 추가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메시지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3. Message templates(메시지 템플릿) 페이지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새 템플릿을 생성하고 이 템플릿에 메시지 변수를 추가하려면 Create a template(템플릿 만들기)을 선
택합니다. 그런 다음 템플릿 페이지에서 템플릿 이름을 입력하고 선택적으로 템플릿에 대한 설명을 입
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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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템플릿에 메시지 변수를 추가하려면 변수를 추가할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템플릿 페이
지에서 편집을 선택합니다. Template details(템플릿 세부 정보)에서 버전 선택기를 사용하여 시작점
으로 사용할 템플릿 버전을 선택합니다. 최신 버전을 선택하면 변경 사항을 해당 템플릿 버전에 직접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변경 사항을 새 템플릿 버전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4. 메시지 세부 정보 섹션에서 메시지 변수를 추가할 위치를 결정합니다. 모든 유형의 템플릿의 본문에 변
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및 푸시 알림 템플릿의 경우 메시지 제목이나 제목에 변수를 추가할 수
도 있습니다.

5. Attribute finder(속성 찾기)에서 메시지 변수를 추가할 속성 유형의 섹션을 확장합니다. 다음 속성 유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표준 속성

이러한 속성은 Amazon Pinpoint가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자동으로 만드는 속성입니다. 즉, 모든 프
로젝트에 대해 보내는 메시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 속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원
되는 속성 (p. 265)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표준 속성에 대한 변수를 추가하려면 목록에서 해당 속성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지정 속성

이러한 속성은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 선택적으로 만드는 속성입니다. 일부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속
성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Amazon Pinpoint가 해당 템플릿을 사용하는 메시지의 모든 수신자
에 대한 값으로 변수를 바꾸지 못할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
록 특정 프로젝트 또는 모든 프로젝트에 존재하는 속성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옵션을 제공합니
다.

사용자 지정 속성을 추가하려면
1. 선택사용자 지정 속성를 선택한 다음 를 선택합니다사용자 지정 속성 로드. 표시되는 창에 

Amazon Pinpoint는 사용자가 생성한 모든 프로젝트를 나열합니다. 각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선택
한 프로젝트에 공통적인 속성이 오른쪽 탐색 창에 표시됩니다. 속성이 표시되지 않으면 해당 프
로젝트 간에 공통 속성이 없습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세요.
• 선택한 프로젝트에 공통적인 모든 속성을 사용하려면사용자 지정 속성 로드.
• 목록에서 특정 속성을 사용하려면 검색 필드에 속성 이름의 일부를 입력합니다. 입력한 텍스트

와 일치하는 속성이 표시됩니다. 선택사용자 지정 속성 로드사용할 속성이 표시되는 경우 속성 
찾기에 새로 추가된 사용자 정의 속성이 표시됩니다.

Note

서로 다른 프로젝트 세트에서 공통 속성을 추가할 수 없으며사용자 지정 속성의 단
원속성 찾기. 사용자 지정 속성을 변경하려면 를 선택합니다.X를 지우려면속성 찾
기그런 다음 다시 시작합니다.

3. Attribute finder(속성 찾기)에서 변수를 추가할 속성을 선택합니다.
추천 속성

이러한 속성은 추천 모델에서 맞춤형 추천을 검색하도록 Amazon Pinpoint를 구성할 때 계정에 대해 
선택적으로 만드는 속성입니다. 추천 모델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계 학습 모델 (p. 295) 단
원을 참조하십시오. 이 속성 유형에 대한 변수를 이메일 템플릿, 푸시 알림 템플릿 및 SMS 템플릿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음성 템플릿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추천 속성에 대한 변수를 추가하려면 목록에서 해당 속성을 선택합니다. Attribute finder(속성 찾
기)에 추천 속성이 나열되지 않으면 먼저 템플릿을 추천 모델에 연결해야 합니다.

권장 속성을 추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선택Connect 모델.
2. 템플릿을 사용하는 메시지를 보낼 때 추천을 검색할 모델을 선택합니다.
3. 선택Connect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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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에서 속성을 선택하는 경우속성 찾기Amazon Pinpoint는 속성에 대한 메시지 변수를 만들어 클립보드에 
복사합니다. 원하는 위치에 변수를 붙여넣습니다. 속성 목록이 긴 경우 검색 텍스트를 입력하여 목록 범
위를 좁힙니다. 선택X검색 필드를 지웁니다.

변수를 붙여넣으면 Amazon Pinpoint는 두 개의 중괄호 (예:) 로 묶인 연결된 속성의 이름으로 변수를 표
시합니다.{{User.UserAttributes.FirstName}}.

7. 추가할 각 메시지 변수에 대해 4~6단계를 반복합니다.
8. 메시지 변수의 기본값을 지정하려면 Default attribute values(기본 속성 값) 섹션을 확장합니다. 그런 다

음 변수 목록에서 변수에 사용할 기본값을 입력합니다.

Note

템플릿의 각 변수에 대해 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Amazon Pinpoint
가 템플릿을 사용하는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거나 예기치 않거나 원하지 않은 방식으로 메시지
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9. 완료한 후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새 템플릿에 메시지 변수를 추가한 경우 생성을 선택합니다.
• 기존 템플릿에 메시지 변수를 추가한 경우 변경 사항을 새 버전의 템플릿으로 저장하려면 새 버전으로 

저장을 선택하십시오.
• 기존 템플릿에 메시지 변수를 추가한 경우 변경 사항을 최신 버전 템플릿에 대한 업데이트로 저장하려

면 Update version(버전 업데이트)을 선택하십시오. 이 옵션은 3단계에서 최신 버전 템플릿을 연 경우
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속성
각 프로젝트에는 표준 속성과 사용자 지정 속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표준 속성은 Amazon Pinpoint가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자동으로 만드는 속성입니다. 사용자 지정 속성은 사용자가 프로젝트에 대해 선택적으로 만
드는 속성입니다. 사용자 지정 속성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사용자 속성— 이러한 속성은 사용자를 설명합니다 (예: 사용자의 이름, 성 및 생년월일). 사용자는 프로젝
트에서 고유한 사용자 ID를 가진 개인입니다.

• 엔드포인트 속성— 이러한 속성은 사용자의 특정 엔드포인트를 설명합니다. 원래 요청 ping에 대한엔드포
인트이메일 주소, 전화 번호 또는 모바일 디바이스와 같이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각 사용자
는 하나 이상의 엔드포인트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SMS 및 전화로 사용자와 소통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 사용자의 휴대 전화 번호, 사용자의 집 (유선) 전화 번호에 각각 하
나씩, 총 세 개의 엔드포인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지표 속성— 이러한 속성은 모바일 앱의 세션 수 또는 장바구니에 남아 있는 항목 수와 같이 애플리케이션
이 개별 엔드포인트에 대해 Amazon Pinpoint에 보고하는 숫자 지표입니다.

사용자 또는 Amazon Pinpoint가 프로젝트에 대해 만드는 사용자 지정 속성과 표준 속성 외에도 Amazon 
Pinpoint는 지원합니다.추천 속성. A추천 속성사용자 또는 엔드포인트에 대한 맞춤형 속성을 임시로 저장하
는 속성입니다. Amazon Pinpoint는 사용하도록 구성한 추천 모델에서 이러한 추천을 검색합니다. 추천 속성
은 특정 프로젝트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대신 Amazon Pinpoint 계정과 연결됩니다. 추천 모델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계 학습 모델 (p. 295)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메시지 변수에서 표준, 사용자 지정 또는 추천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지원되는 각 속성의 
메시지 변수에 표시되는 텍스트를 나타내고, 각 속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표에서 custom_attribute는 
사용자 지정 속성에 대한 변수에 표시되는 텍스트를 나타냅니다. 이 경우 custom_attribute를 사
용자 지정 속성의 이름으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에서 FirstName이라는 사용자 지정 사
용자 속성에 사용자의 이름을 저장하고 해당 속성에 대한 변수를 추가하는 경우, 변수의 텍스트는
{{User.UserAttributes.FirstNam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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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설명

Address 엔드포인트로 보내는 메시지 또는 푸시 알림의 대상 
주소 (예: 이메일 주소, 전화 번호 또는 디바이스 토
큰) 입니다.

Attributes.custom_attribute 엔드포인트를 설명하는 사용자 지정 엔드포인트 속
성입니다.

ChannelType 엔드포인트에 메시지 또는 푸시 알림을 보낼 때 사
용할 채널입니다. 예:

• APNS— Apple 푸시 알림 서비스 (APN) 채널을 통
해 iOS 디바이스에서 실행 중인 앱으로 전송하는 
푸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엔드포인트의 경우.

• EMAIL— 이메일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엔드포인
트에 사용합니다.

• GCM— Firebase 클라우드 메시징 (FCM) 채널을 
통해 Android 디바이스에서 실행 중인 앱으로 전
송하는 푸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엔드포인트의 
경우.

• SMS— SMS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엔드포
인트에 사용합니다.

• VOICE— 음성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엔드포인트
에 사용합니다.

CreationDate 프로젝트에 엔드포인트가 추가된 날짜와 시
간입니다(ISO 8601 형식). 예를 들어 2019
년 6월 30일 오전 11시 45분(UTC)인 경우
2019-06-30T11:45:25.220Z입니다.

Demographic.AppVersion 엔드포인트와 연결된 애플리케이션의 버전 번호입
니다.

Demographic.Locale ISO 639-1 alpha-2 코드, 밑줄(_), ISO 3166-1 
alpha-2 값 순의 형식으로 표시되는 엔드포인트의 
로캘입니다. 예를 들어, en_US는 미국의 영어 로캘
입니다.

Demographic.Make 엔드포인트 디바이스 제조업체(예: apple 또는
samsung)입니다.

Demographic.Model 엔드포인트 디바이스의 모델 이름 또는 번호(예:
iPhone 또는 SM-G900F)입니다.

Demographic.ModelVersion 엔드포인트 디바이스의 모델 버전입니다.

Demographic.Platform 엔드포인트 디바이스의 운영 체제(예: ios 또는
android)입니다.

Demographic.PlatformVersion 엔드포인트 디바이스의 운영 체제 버전입니다.

Demographic.Timezone 엔드포인트의 시간대(tz 데이터베이스 값)입니
다. 예: 태평양 표준시(북미)의 경우 America/
Los_Angeles.

EffectiveDate 엔드포인트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날짜와 
시간입니다(ISO 8601 형식). 예를 들어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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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설명
년 8월 23일 오전 10시 54분(UTC)인 경우
2019-08-23T10:54:35.220Z입니다.

EndpointStatus 엔드포인트에 메시지 또는 푸시 알림을 보낼 것인
지 여부: 엔드포인트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ACTIVE, 엔드포인트로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는 경
우 INACTIVE.

Id 엔드포인트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Location.City 엔드포인트가 위치한 도시입니다.

Location.Country 엔드포인트가 위치한 국가 또는 리전의 2자 코드입
니다(ISO 3166-1 alpha-2 형식).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US입니다.

Location.Latitude 소수점 한 자리로 반올림된 엔드포인트 위치의 위도 
좌표입니다.

Location.Longitude 소수점 한 자리로 반올림된 엔드포인트 위치의 경도 
좌표입니다.

Location.PostalCode 엔드포인트가 위치한 지역의 우편 번호입니다.

Location.Region 엔드포인트가 있는 리전의 이름입니다(예: 시/도).

Metrics.custom_attribute 애플리케이션이 엔드포인트에 대해 Amazon 
Pinpoint에 보고하는 사용자 지정 숫자 지표입니다.

OptOut 사용자가 메시지 및 푸시 알림 수신을 옵트아웃했는
지 여부: 사용자가 옵트아웃했고 메시지 또는 푸시 
알림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ALL. 사용자가 옵트
아웃하지 않았고 모든 메시지와 푸시 알림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NONE.

RecommendationItems 엔드포인트 또는 사용자에 대한 추천 하나를 저장하
는 표준 추천 속성입니다. 이 속성에는 추천 모델에
서 직접 제공하는 텍스트가 포함됩니다.

RecommendationItems.[#] 엔드포인트 또는 사용자에 대해 2—5 개의 정렬된 
추천 목록을 저장하는 표준 추천 속성입니다. 이 속
성에는 추천 모델에서 직접 제공하는 텍스트가 포함
됩니다.

숫자 자리 표시자(.[#])는 속성에 여러 값이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속성에 대한 메시지 변수는 
목록의 특정 값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Recommendations.custom_attribute 엔드포인트 또는 사용자에 대한 추천 하나를 저장하
는 사용자 지정 추천 속성입니다. 이 속성에는 추천 
모델에서 제공하고 AWS Lambda 함수에 의해 개선
된 콘텐츠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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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설명

Recommendations.custom_attribute.[#] 엔드포인트 또는 사용자에 대한 여러 추천을 저장하
는 사용자 지정 추천 속성입니다. 이 속성에는 추천 
모델에서 제공하고 AWS Lambda 함수에 의해 개선
된 콘텐츠가 포함됩니다.

숫자 자리 표시자(.[#])는 속성에 여러 값이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속성에 대한 메시지 변수는 
특히 이러한 값 중 하나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RequestId 최근 엔드포인트 업데이트 요청의 고유 식별자입니
다.

User.UserAttributes.custom_attribute 사용자를 설명하는 사용자 지정 사용자 속성입니다.

User.UserId 사용자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메시지 템플릿 도우미 사용
Pinpoint 템플릿을 사용하면 고객은 Handlebars.js 언어를 기반으로 재사용 가능한 메시지 템플릿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헬퍼는 특정 지역의 통화로 가격 형식을 지정하거나 시간대 기반 위치를 추가하는 등 다양한 기능
을 제공합니다. 도우미는 값에 특정 문자열이나 정수를 사용하거나 특정 Amazon Pinpoint 메시지 변수를 사
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음 섹션에 설명되어 있는 도우미 범주입니다.

기본 도우미
이 섹션에서는 Handlebars에서 제공하는 내장 헬퍼에 대해 설명합니다. 전체 목록은 handlebarsjs.com의 빌
트인 헬퍼를 참조하십시오. 내장 헬퍼는 다음과 같습니다.

• each— 목록을 반복합니다.

Note

최대 목록 크기는 15개 항목입니다.
• if— 진술을 평가합니다.

각

목록을 반복합니다. 이 도우미는 블록 문만 사용합니다.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루프 인덱스를 참조하도록 요청을@index 전달합니다.
• this도우미를 사용하여 이터레이션되는 현재 요소를 참조합니다.
• <li>태그를 사용하여 헬퍼 응답을 목록으로 반환합니다.

사용량

{{#each value}}

위치에서의 값은{{@index}} 입니다{{this}}.

{{else}}

조건은 fals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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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each앞에 파운드 기호 (#) 를 붙이고 블록 명령문의 끝으로{{/each}} 끝내야 합니다.

예

이 예시에서는 사용자가 가장 좋아하는 색상 목록을 반환하는 데 사용됩니다.each a의false 경
우else 명령문이 반환됩니다. 요청이 다음과 같은 경우

{{#each User.UserAttributes.FavoriteColors}}

<li>{{this}}</li>

{{else}}

#### ## ####.

{{/each}}은 다음을 반환합니다.
• red
• ###
• ##

진정한 진술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

어떤 항목이 참인지 여부를 평가하고 평가에 따라 응답을 반환합니다.

사용량

{{#if value}}

값이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else}}

값이 정의되지 않음

{{/if}}

if앞에 파운드 기호 (#) 를 붙이고 블록 명령문의 끝으로{{/if}} 끝내야 합니다.

예

이 예시에서는if 도우미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이름이 맞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이름을 찾으면 응답에 
사용자의 이름을 전달하는 인사말이 반환됩니다. 그렇지 않으면else 명령문은 대체 인사말을 반환합니
다.

{{#if User.UserAttributes.FirstName.[0]}}

Hello {{User.UserAttributes.FirstName.[0]}},

{{else}}

#####,

{{/if}}

if도우미가 참이면 Hello, Jane#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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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도우미
이 섹션에서는 조건부 도우미에 대해 설명합니다.

조건부 도우미는 한 줄이나 블록 명령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도우미 메서드에 관계없이 응답
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 줄 명령문과 블록 명령문 모두에서 추가 조건부 도우미를 전달할 수 있습
니다. 다음 조건부 헬퍼는 먼저 한 줄에 대한 사용법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선택적else 절을 사용하는 블
록 명령문을 보여줍니다. 조건부 도우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and— 전달된 모든 요소가 같은지 여부를 비교합니다.
• eq— 두 요소가 같은지 테스트합니다.
• gt—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큰지 테스트합니다.
• gte—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큰지 같은지 테스트합니다.
• if— 어떤 것이 사실인지 평가합니다.
• lt—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작은지 테스트합니다.
• lte— 한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작거나 같은지 테스트합니다.
• neq— 두 요소가 같지 않은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 not— 불리언 연산의 응답을 반전시킵니다.
• or— 인수의 요소가 같은지 비교합니다.

및

인수에 전달된 모든 요소가 같은지 비교한 다음 결과를 기반으로 응답을 반환합니다. 이 도우미는 부울
이 아닌 값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두 개 이상의 요소를 전달해야 합니다.

사용량
• {{and valuea valueb valuec valued yes='y' no='n'}}

### ## y# n# y# no# ## ## ### ##### ## #### ## # ####.
• {{#and valuea valueb}}

조건은 사실입니다.

{{else}}

조건은 false입니다.

{{/and}}

and앞에 파운드 기호 (#) 를 붙이고 블록 명령문의 끝으로{{/and}} 끝내야 합니다.

예

이 예제에서는eqand block 문 내에서 를 사용하여Location.City  및Location.Country 속성에 
대해 전달된 두 문자열이 모두 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두 조건이 모두 같으면 true문이 반환됩니다. 
이러한 속성 중 하나가 false이면else 명령문이 반환됩니다.

{{#and (eq Location.City "Los Angeles") (eq Location.Country "US")}}

####### ### ## ####.

{{else}}

### ####### ### ## ####.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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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

두 요소가 같은지 또는 한 요소의 값이 전달된 문자열과 같은지 테스트합니다.

사용량
• {{eq valuea valueb yes='y' no='n'}}

### ## y# n# y# no# ## ## ### ##### ## #### ## # ####.
• {{#eq valuea valueb}}

조건은 사실입니다.

{{else}}

조건은 false입니다.

{{/eq}}

eq앞에 파운드 기호 (#) 를 붙이고 블록 명령문의 끝으로{{/eq}} 끝내야 합니다.

예

이 예제에서는eq 의 값이User.UserAttributes.FavoriteColors.[0] ##### 여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응답이true 인 경우 참된 명령문이 반환됩니다. 응답이false 인 경우else 명령문이 
반환됩니다.

{{#eq User.UserAttributes.FavoriteColors.[0] "red"}}

## #### ## ######.

{{else}}

### #### #### ###.

{{/eq}}
gt

한 요소의 값이 다른 요소보다 큰지 테스트합니다.

사용량
• {{gt valuea valueb yes='y' no='n'}}

### ## y# n# y# no# ## ## ### ##### ## #### ## # ####.
• {{#gt valuea valueb}}

조건은 사실입니다.

{{else}}

조건은 false입니다.

{{/gt}}

gt앞에 파운드 기호 (#) 를 붙이고 블록 명령문의 끝으로{{/gt}} 끝내야 합니다.

예

이 예제에서 도우미는User.UserAttributes.UserAge.[0] 속성 값을 문자열 17# 비교하여 사용자
의 연령이 17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응답이true 인 경우 참된 명령문이 반환됩니다. 응답이false 인 
경우else 명령문이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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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 User.UserAttributes.UserAge.[0] "17"}}

#### ### # ## ### #####.

{{else}}

#### ### # ## ### ####.

{{/gt}}
게이트

한 요소의 값이 다른 요소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성이 포함된 테스트합니다.

Usage
• {{gte valuea valueb yes='y' no='n'}}

### ## y# n# y# no# ## ## ### ##### ## #### ## # ####.
• {{#gte valuea valueb}}

조건은 사실입니다.

{{else}}

조건은 false입니다.

{{/gte}}

get앞에 파운드 기호 (#) 를 붙이고 블록 명령문의 끝으로{{/gte}} 끝내야 합니다.

예

이 예제에서 도우미는User.UserAttributes.UserAge.[0] 속성을 문자열 18# 비교하여 사용자의 
연령이 18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응답이true 인 경우 참된 명령문이 반환됩니다. 응답이false 인 경
우else 명령문이 반환됩니다.

{{#gte User.UserAttributes.UserAge.[0] "18"}}

#### ### # ## ### #####.

{{else}}

#### ### # ## ### ####.

{{/gte}}
다음과 같은 경우

어떤 항목이 참인지 여부를 평가하고 평가에 따라 응답을 반환합니다.

사용량
• {{#if value}}

### ## y# n# y# no# ## ## ### ##### ## #### ## # ####.
• {{#if value}}

조건은 사실입니다.

{{else}}

조건은 fals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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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if앞에 파운드 기호 (#) 를 붙이고 블록 명령문의 끝으로{{/if}} 끝내야 합니다.

예

이 예시에서는 if 헬퍼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이름이 맞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이름을 찾으면 응답에 사
용자의 이름을 전달하는 인사말이 반환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else 문은 대체 인사말을 반환합니다.

{{#if User.UserAttributes.FirstName.[0]}}

#####{{User.UserAttributes.FirstName.[0]}},

{{else}}

#####,

{{/if}}

if 도우미가 참이면 Hello Jane# 반환합니다.
lt

한 요소의 값이 다른 요소의 값보다 작을 경우 성이 포함된 것을 테스트합니다.

사용량
• {{lt valuea valueb yes='y' no='n'}}

### ## y# n# y# no# ## ## ### ##### ## #### ## # ####.
• {{#lt valuea valueb}}

조건은 사실입니다.

{{else}}

조건은 false입니다.

{{/lt}}

lt앞에 파운드 기호 (#) 를 붙이고 블록 명령문의 끝으로{{/lt}} 끝내야 합니다.

예

이 예제에서 도우미는User.UserAttributes.UserAge.[0] 속성을 문자열 18# 비교하여 사용자의 
연령이 18세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응답이true 인 경우 참된 명령문이 반환됩니다. 응답이false 인 경
우else 명령문이 반환됩니다.

{{#lt User.UserAttributes.UserAge.[0] "18"}}

#### ### # ## ### ####.

{{else}}

#### ### # ## ### #####.

{{/lt}}
lte

한 요소의 값이 다른 요소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성이 포함된 테스트합니다.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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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e valuea valueb yes='y' no='n'}}

### ## y# n# y# no# ## ## ### ##### ## #### ## # ####.
• {{#lte valuea valueb}}

조건은 사실입니다.

{{else}}

조건은 false입니다.

{{/lte}}

lte앞에 파운드 기호 (#) 를 붙이고 블록 명령문의 끝으로{{/lte}} 끝내야 합니다.

예

이 블록 명령문에서 도우미는User.UserAttributes.UserAge.[0] 속성을 문자열 17# 비교하
여 사용자의 연령이 17세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응답이true 인 경우 참된 명령문이 반환됩니다. 응답
이false 인 경우else 명령문이 반환됩니다.

{{#lte User.UserAttributes.Age.[0] "17"}}

#### ### # ## ### ####.

{{else}}

#### ### # ## ### #####.

{{/lte}}

새

두 요소가 같지 않은지 테스트합니다.

사용량
• {{neq valuea valueb yes='y' no='n'}}

### ## y# n# y# no# ## ## ### ##### ## #### ## # ####.
• {{#neq valuea valueb}}

조건은 사실입니다.

{{else}}

조건은 false입니다.

{{/neq}}

neq앞에 파운드 기호 (#) 를 붙이고 블록 명령문의 끝으로{{/neq}} 끝내야 합니다.

예

이 블록 명령문에서는 문자열을 기준으로User.UserAttributes.FavoriteColors.[0] 속성
을Red 검사합니다. 응답이true 인 경우 참된 명령문이 반환됩니다. 응답이false 인 경우else 명령문
이 반환됩니다.

{{#neq User.UserAttributes.Favorite.Colors.[0] "red"}}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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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e}}

### #### ####.

{{/neq}}
아니

가 양의 비교일 경우nottrue 명령문이 반환되도록 Boolean 연산의 응답 변수를 반전시킵니다. 응답이 
false이면 else 문이 반환됩니다.

사용량
• {{not value yes='y' no='n'}}

### ## y# n# y# no# ## ## ### ##### ## #### ## # ####.
• {{#not value}}

조건은 사실입니다.

{{else}}

조건은 false입니다.

{{/not}}

not앞에 파운드 기호 (#) 를 붙이고 블록 명령문의 끝으로{{/not}} 끝내야 합니다.

예

이 블록 명령문에서는eq 도우미를 사용하여 ### 문자열과 비교하
여User.UerAttributes.FavoriteColors.[0] 속성을 검사합니다. 그러면not 헬퍼는 헬퍼의eq
반대 값을 반환합니다. 응답에서 ### 이외의 색상이 반환되면 명령문이 반환됩니다.true 응답이 ####
# 반환되면 잘못된else 설명을 나타내는 명령문이 반환됩니다.

{{#not (eq User.UserAttributes.Favorite.Colors.[0] "red")}}

## #### #### ##.

{{else}}

### #### ####.

{{/not}}

예

이 예에서는

{{not (eq User.UserAttributes.FavoriteColors.[0] "red")}}

User.UserAttributes.FavoriteColors.[0]##### false를 반환합니다.
또는

인수의 요소가 같은지 비교한 다음 결과를 기반으로 응답을 반환합니다. 이 도우미는 부울이 아닌 값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량
• {{or valuea valueb valuec valued yes='y' no='n'}}

### ## y# n# y# no# ## ## ### ##### ## #### ## # ####. 조건에 두 개 이상의 요소
를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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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valuea valueb}}

조건은 사실입니다.

{{else}}

조건은 false입니다.

{{/or}}

or앞에 파운드 기호 (#) 를 붙이고 블록 명령문의 끝으로{{/or}} 끝내야 합니다.

예

이or 블록 명령문에서는eq 도우미를 사용하여Location.City 속성에 대한 두 문자열을 추가로 비교
합니다. 속성 중 하나가 이면 true문이 반환됩니다.true 하나 이상의 응답이 다음과false 같으면else
명령문이 반환됩니다.

{{#or (eq Location.City "Los Angeles") (eq Location.City "Seattle")}}

## ## ### ## ####.

{{else}}

### ## ## ### #### ####.

{{/or}}

스트링 헬퍼
이 섹션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자열 도우미를 설명합니다.

• abbreviate— 값을 잘라냅니다.
• capitalize— 공백 사이의 각 단어를 대문자로 표시합니다.
• capitalizeFirst— 값의 첫 문자를 대문자로 표시합니다.
• center— 값을 중앙에 배치합니다.
• cut— 값을 잘라냅니다.
• dateFormat— 날짜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 inflect— 개수를 기준으로 단수 또는 복수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 join— 배열, 이터레이터 또는 이터러블 객체를 결합합니다.
• ljust— 왼쪽 여백에 값을 정렬합니다.
• lower— 값을 소문자로 변환합니다.
• now— 현재 날짜를 인쇄합니다.
• ordinalize— 숫자 값을 순서화합니다.
• replace— 한 문자열을 다른 문자열로 바꿉니다.
• rjust— 값을 오른쪽 여백으로 정렬합니다.
• slugify— 값을 소문자로 변환하고 단어가 아닌 문자를 제거하고, 공백을 하이픈으로 변환하고, 후행 공

백을 제거합니다.
• stripTags— 값에서 [X] HTML 태그를 제거합니다.
• substring— 새 문자열을 전달된 값의 하위 문자열로 반환합니다.
• upper— 전달된 값을 대문자로 변환합니다.

• yesno— 참, 거짓, 아니오를 예, 아니요로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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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여서

값이 지정된 수를 초과하는 경우 값을 잘라냅니다. 공백은 길이 수에 포함됩니다. 응답에 줄임표가 표시
되어 값이 잘렸음을 나타냅니다. 줄임표는 반응의 잘린 값에 포함됩니다. 이 유형의 도우미는 큰 테이블
과 최소한의 공간이 있는 경우 유용합니다. 셀의 값을 잘라내면 테이블을 좀 더 균일하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사용량

{{abbreviate value X}}, X# 유지할 문자 수를 나타내는 숫자 값으로 대체합니다. 음수는 지원되
지 않습니다.

예

이 예제에서는abbreviate 6자로 자르는User.UserAttributes.LastName.[0] 데 사용됩니다. 
응답에는 줄임표가 포함되며, 이 줄임표는 6자 합계에 포함됩니다.

{{abbreviate User.UserAttributes.LastName.[0] 6}}은 다음을 반환합니다.

##... ###### 의[0] 값이라면
자본화

공백 사이의 각 단어를 대문자로 표시합니다.

사용량

{{capitalize value}}

예

이 예제에서는Attributes.description.[0] 항목의 각 단어에 초기 대소문자를 적용합니다.

{{capitalize Attributes.description.[0]}}

Attributes.description.[0]반품하는 경우

# # ## ### (Attributes.description.[0]값이 # # #### 경우)
자본화 우선

값의 첫 문자를 대문자로 표시합니다.

사용량

{{capitalizeFirst value}}

예

이 예제에서는Attributes.description.[0] 항목 첫 단어의 첫 글자에 대소문자를 적용합니다.

{{capitalizeFirst Attributes.description.[0]}}은 다음을 반환합니다.

값이 # # ## #### 경우 # # ## ######.Attributes.description.[0]

예
센터

지정된 너비의 필드에서 지정된 숫자만큼 값을 가운데에 맞춥니다. 선택적으로 패딩에 표시할 문자를 전
달하거나 필드를 비워 둘 수 있습니다. 문자가 전달되지 않으면 공백이 사용됩니다.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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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value size=X [pad=" "}}, X# 숫자형 값으로 대체합니다.

를 비워 두면 응답의 패딩으로 공백이 사용됩니다.pad 문자를 전달하면 해당 문자가 패딩의 각 공간에 
표시됩니다. 음수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

이 예제에서는 값이 19#Location.City  크기로 중앙에 위치합니다.

{{center Location.City size=19}}은 다음을 반환합니다.

“## #### “##Location.City #######. 예제 출력에 표시된 따옴표는 강조용으로만 제공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컷

문자열에서 지정된 값을 제거합니다.

사용량

{{cut value [" "]}}, 따옴표 매개 변수 내의 공백을 잘라낼 값으로 대체합니다. 매개변수 값이 전
달되지 않은 경우 공백이 사용됩니다.

예

이 예제에서는Location.City 속성에서 문자 e# 제거합니다.

{{cut Location.City "e"}}은 다음을 반환합니다.

## ####: ##[Location.City #######.
날짜 형식

모든 응답의 날짜에 대한 기본 날짜 스타일을 설정합니다. 시간대 ID 목록은 을 참조하십시오https:// 
en.wikipedia.org/wiki/List_of_tz_database_time_zones.

사용량

{{dateFormat date [inputFormat="format1"] [outputFormat="format2"]
[tz=timeZoneId]}}

format매개변수는 다음 중 하나여야 합니다.
• “full“: 전체 날짜 형식. 예: 2020# 9# 19# ###
• “long“: 긴 날짜 형식. 예: 2020# 9# 19#
• “medium“: 중간 날짜 형식. 예: 2020# 9# 19#
• “short“: 짧은 날짜 형식. 예: 9/19/20
• “pattern“: 사용자 지정 날짜 패턴 형식을 사용합니다. 날짜 패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

시오https://docs.oracle.com/javase/8/docs/api/java/text/SimpleDateFormat.html.

형식이 전달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medium 가 사용됩니다.

예

이 예시에서는 에 대한[0]User.UserAttributes.StartDate.[0]09/19/2020 항목과 메시지가
America/Los_Angeles 시간대를 기반으로 하는full 날짜 형식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전송됩니다.

We can meet with you any time on {{dateFormat User.UserAttributes.StartDate.
[0] inputFormat="MM/dd/yyyy" outputFormat="full" tz=America/Los_Angeles}}.은 
다음을 반환합니다.

2020# 9# 19# #### #### ### # ####.

278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tz_database_time_zones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tz_database_time_zones
https://docs.oracle.com/javase/8/docs/api/java/text/SimpleDateFormat.html


Amazon Pinpoint 사용 설명서
메시지 템플릿 도우미 사용

휘두르다

개수 값을 기준으로 단수 또는 복수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사용량

{{inflect count singular plural [includeCount=false]}}
• 인수에 전달하려는 문자열의 단수 및 복수 형식을 입력합니다.
• 로 설정하면 응답에false 개수가 반환되지 않습니다.includeCount true로 설정하면count 응답

에 포함됩니다.

예

다음 예는 사과 구매 여부에 관계없이 사과 구매에 대한 변동을 보여줍니다includeCount.

Thank you for your purchase of {{inflect 3 apple apples
includeCount=false}}.반품:

### ### ### #####.

로true 설정된 경우includeCount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 3## ### ### #####.
join

배열, 이터레이터 또는 이터러블 객체를 결합합니다. 응답은 사용자가 전달한 문자로 연결된 목
록의 각 값이 포함된 목록을 반환합니다join. 예를 들어 쉼표 (,) 를 사용하여 값을 구분할 수 있
습니다. 이 도우미의 값은 속성 위치 인덱스가 없는 목록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을 
수Attributes.custom_attribute 있습니다.

사용량

{{join value " // " [prefix=""] [suffix=""]}}

예

이 예제에서는 쉼표와 공백 (", ") 으로 구분된 색상 목록이 반환됩니다.

{{join Attributes.favorite_colors ", "}}은 다음을 반환합니다.

###, ###, ## ### ###, ###,Attributes.favorite_colors #### ###, ###, ######.
정직한

왼쪽 여백에 값을 정렬하고 오른쪽에 공백을 추가하여 값의 길이가 숫자와 일치하도록 합니다. 음수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선택적으로 표시할 문자를pad 전달하거나 필드를 비워 둘 수 있습니다. pad값을 비워 두면 기본값은 공
백입니다.

사용량

{{ljust value X [pad=" "]}}, 여기서 X# 공백을 포함한 값의 전체 길이입니다.

예

이 예제에서는 왼쪽 자리맞추기 값인 15# Location.City에 적용됩니다.

{{ljust Location.City 15}}은 다음을 반환합니다.

값이 ####### ## “###### “Location.City입니다. 예제 출력에 표시된 따옴표는 강조용으로만 제
공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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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r

값을 모두 소문자로 변환합니다.

사용량

{{lower value}}

예

이 예제에서는 의[0]  항목이User.UserAttributes.LastName.[0] 소문자로 변경되었습니다.

{{lower User.UserAttributes.LastName.[0]}}은 다음을 반환합니다.

### 오브 #### 가치입니다[0].
지금

전달된 시간대 ID를 기준으로 현재 날짜를 인쇄합니다. 시간대 ID 목록은 을 참조하십시오https:// 
en.wikipedia.org/wiki/List_of_tz_database_time_zones.

사용량

{{now ["format"] [tz=timeZoneId]}}

format매개변수는 다음 중 하나여야 합니다.
• “full“: 전체 날짜 형식. 예: 2020# 9# 19# ###
• “long“: 긴 날짜 형식. 예: 2020# 9# 19#
• “medium“: 중간 날짜 형식. 예: 2020년 9월 19일
• “short“: 짧은 날짜 형식. 예: 9/19/20
• “pattern“: 날짜 패턴. 날짜 패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https://docs.oracle.com/ 

javase/8/docs/api/java/text/SimpleDateFormat.html.

형식이 전달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medium 가 사용됩니다.

예

이 예에서는 로스앤젤레스의 현재 날짜가medium 서식과 함께 반환됩니다.

{{now "medium" tz=America/Los_Angeles}}은 다음을 반환합니다.

2020# 9# 19#.
순서화하다

인수에 전달된 숫자 값을 순서화합니다. 예를 들어 1# # ##, 2# # ## 순서로 정렬됩니다. 숫자 값만 
지원됩니다.

사용량

{{ordinalize [number]}}

예

이 예제에서는 의[0] 항목이User.UserAttributes.UserAge 순서화되어 메시지와 함께 반환됩니
다.

Congratulations on your {{ordinalize User.UserAttributes.UserAge.[0]}} 
birthday!22# 서열화된 22# 반환합니다.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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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ace

한 문자열을 다른 문자열로 바꿉니다. 문자열 또는 숫자 값은 리터럴이어야 합니다. 와일드카드 문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사용량

{{replace stringToReplace replacementValue}}

예

이 예제에서는 밑줄 (_) 이 공백을 대체합니다.

{{replace Location.City " " "_"}}은 다음을 반환합니다.

##Location.City  ###### ## ####.
조정

오른쪽 여백에 값을 맞추고 왼쪽에 공백을 추가하여 값의 길이가 숫자와 일치하도록 합니다. 음수는 지
원되지 않습니다.

선택적으로 표시할 문자를pad 전달하거나 필드를 비워 둘 수 있습니다. pad값을 비워 두면 기본값은 공
백입니다.

사용량

{{rjust value X [pad=" "]}}, 여기서 X# 공백을 포함한 값의 전체 길이입니다.

예

이 예에서는 오른쪽 자리맞추기 값 15#Location.City 속성에 적용됩니다.

{{rjust Location.City 15}}은 다음을 반환합니다.

“## ####”. ##Location.City ######. 출력물에 표시된 따옴표는 강조용으로만 제공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슬러지

전달된 값을 소문자로 변환하고, 단어가 아닌 문자 (영숫자 및 밑줄) 를 제거하고, 공백을 하이픈으로 변
환하고, 선행 또는 후행 공백을 제거합니다.

사용량

{{slugify value}}

예

이 예에서는Location.City 속성에 대해 slugify가 수행됩니다.

{{slugify Location.City}}은 다음을 반환합니다.

## ####: ##Location.City #######.
스트립 태그

값에서 [X] HTML 태그를 제거합니다.

사용량

{{stripTags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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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이 예에서는 사용자의 HTML 태그입니다. UserAttributes.interest. [0] 이 (가) 삭제되었습니다.

{{stripTags User.UserAttributes.interests.[0]}}은 다음을 반환합니다.

User.UserAttributes.interests.[0]#####<h1>Art</h1>.
substring

새 문자열을 전달된 값의 하위 문자열로 반환합니다. 길이와 위치는 정수여야 하는startOffset
및endOffset 매개변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음수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endOffsetan이 전달되지 않
은 경우 하위 문자열은 문자열의 원래 끝 값을 사용합니다.

사용량

{{substring value startOffset [endOffset]}}

예

이 예제에서는 오프셋 4와 EndOffset 9가 Location.City 속성에 적용됩니다.

{{substring Location.City 4 9}} 보고

Angel로스앤젤레스의 값이Location.City ########
upper

전달된 값을 대문자로 변환합니다.

사용량

{{upper value}}

예

이 예제에서는User.UserAttributes.LastName 속성[0]  항목이 모두 대문자로 변환됩니다.

{{upper User.UserAttributes.LastName.[0]}}보고

User.UserAttributes.LastName.[0]값이 ROE# 경우 ROE###.
예 아니오

, 및 를truefalse, 및NULL 로YesMaybe 대체합니다.No

사용량

{{yesno value [yes="yes"] [no="no"] maybe=["maybe"]}}

예

이 예제에서IsUserSubscribed 속성은 사용자가 특정 목록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반환합니다.

{{yesno Attributes.IsUserSubscribed}}은 다음을 반환합니다.

#,Attributes.IsUserSubscribed ###.

수학 및 인코딩 도우미
이 섹션에서는 수학 및 인코딩 도우미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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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두 숫자의 합을 반환합니다.
• ceiling— 공백 사이의 각 단어를 대문자로 표시합니다.
• decode64— Base64로 인코딩된 값을 문자열로 디코딩합니다.
• divide— 두 수의 몫을 반환합니다.
• encode64— Base64를 사용하여 문자열을 인코딩합니다.
• floor— 정수를 수학 하한으로 반올림합니다.
• md5— MD5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전달된 문자열을 해시합니다.
• modulo— 부동 소수점을 사용하여 두 숫자의 나머지를 반환합니다.
• multiply— 두 수의 곱을 반환합니다.
• round— 소수를 가장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합니다.
• sha256— SHA-256 명령을 사용하여 전달된 문자열을 해시합니다.
• sha512— SHA-512 명령을 사용하여 전달된 문자열을 해시합니다.
• subtract— 두 숫자의 차이를 반환합니다.
• uuid— 128비트 형식의 UUID를 임의로 생성합니다.

추가

부동 소수점과 함께 두 숫자의 합을 반환합니다.

사용량

{{add arg1 arg2}}

예

{{add 5 2.3}} 보고

7.3
천장

정수를 전달된 값에 가장 가까운 가장 높은 정수인 수학적 한계로 반올림합니다.

사용량

{{ceiling value}}

예

{{ceiling 5.23}}은 다음을 반환합니다.

6
디코드64

Base64로 인코딩된 값을 문자열로 디코딩합니다.

사용량

{{decode64 "string"}}

예

{{encode64 "SGVsbG8gd29ybGQ="}}은 다음을 반환합니다.

Hello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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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다

부동 소수점을 포함하여 두 수의 몫을 반환합니다.

사용량

{{divide arg1 arg2}}

예

{{divide 5 2.3}}은 다음을 반환합니다.

2.17391304
인코딩64

Base64를 사용하여 인수에 전달된 문자열을 인코딩합니다.

사용량

{{encode64 "string"}}

예

{{encode64 "Hello World"}}

SGVSBG8GD29YBGQ=
floor

정수를 전달된 값에 가까운 가장 낮은 정수인 수학 하한값으로 반올림합니다.

사용량

{{floor value}}

예

{{floor 5.23}}은 다음을 반환합니다.

5
md5

MD5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전달된 문자열을 해시합니다.

사용량

{{md5 "string"}}

예

{{md5 "Hello World"}}

3e25960a79dbc69b674cd4ec67a72c62
모듈로

부동 소수점을 사용하여 두 숫자의 나머지를 반환합니다.

사용량

{{modulo arg1 ar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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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modulo 7 2}}은 다음을 반환합니다.

1
곱하다

부동 소수점을 포함한 두 수의 곱을 반환합니다.

사용량

{{multiply arg1 arg2}}

예

{{multiply 5 2.3}}은 다음을 반환합니다.

11.5
round

소수 자릿수를 가장 가까운 정수로 위나 내림합니다.

사용량

{{round value}}

예

You spent an average of {{round 19.21}} minutes on our website each day.반품:

## ###### ## ## 19## #####.
sha256

SHA-256 암호화 보안을 사용하여 전달된 문자열을 해시합니다.

사용량

{{sha256 "string"}}

예

{{sha256 "Hello World"}}은 다음을 반환합니다.

a591a6d40bf420404a011733cfb7b190d62c65bf0bcda32b57b277d9ad9f146e
sha512

SHA-512 암호화 보안을 사용하여 전달된 문자열을 해시합니다.

사용량

{{sha512 "string"}}

예

{{sha512 "Hello World"}}은 다음을 반환합니다.

2c74fd17edafd80e8447b0d46741ee243b7eb74dd2149a0ab1b9246fb30382f27e853d8585719e0e67cbda0daa8f51671064615d645d645d645bfb1447f459b
빼기

부동 소수점을 포함한 두 숫자의 차이를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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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

{{subtract arg1 arg2}}

예

{{subtract 5 2.3}} 은 다음을 반환합니다.

2.7
uuid

표준 128비트 형식으로 UUID를 임의로 생성합니다. 인수에는 값을 전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량

{{uuid}}

예

{{uuid}} 은 다음을 반환합니다.

95f36680-152c-4052-99ec-cc3cdf7ca594

인라인 부분
기술적으로 도우미는 아니지만 인라인 파셜은 반복되는 문자열을 포함하는 템플릿을 단순화하여 더 쉽게 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Handlebar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andlebarsjs.com의 인라인 파셜을 참조하십
시오.

사용량

{{#* inline "inlineName"}}Content to reuse{{/inline}}

인라인 부분의 내용을 다른 곳에서 참조하려면 다음을 사용하십시오.

{{> inlineName}}

예

다음 예제에서는 템플릿의 첫 부분에 다음 코드를 추가하여 수신자의 이름 및 사용 가능한 경우 성이 포함된 
인라인 부분을 만듭니다.

{{#* inline "fullName"}}

{{User.UserAttributes.FirstName.[0]}} {{#if User.UserAttributes.LastName.
[0]}} {{User.UserAttributes.LastName.[0]}} {{/if}}

{{/inline}}

부분을 만든 후에는 다음 예와 같이fullName 부분 이름 앞에> (보다 큰) 기호를 표시하고 그 뒤에 공백을 추
가하여 템플릿의 아무 곳에나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fullName}}.

Hello {{> fullName}}

true인 경우 사용자의 이름과 성을 반환합니다 (예: Hello Jane Doe). 그렇지 않으면 성을 찾을 수 없는 경
우 Hello Jane# 반환됩니다.

Handlebars에는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기능 외의 추가 기능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andlebarsjs.com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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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템플릿 헬퍼와 함께 변수 사용
Amazon Pinpoint 사용자 지정 속성 (예:) 은 단일 품목이든 여러 품목이든 관계없이 목록으로 저장됩니
다.User.UserAttributes.LastName 문자열이 필요한 목록을 도우미에 전달할 때는 속성 이름과 함께 
속성 인덱스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속성 인덱스 값은 속성 목록에 있는 값의 위치를 나타냅니다..[0]
목록의 첫 번째 항목,.[1] 두 번째 항목,.[2] 세 번째 항목 등입니다. 예를 들어upper 도우미를 사용하여 
의 첫 번째 ([0]) 항목을 모두 대문자로 변환한다고User.UserAttributes.LastName 가정해 보겠습니
다. 도우미 사용법은 이고{{upper value}}, 속성의 형식은User.UserAttributes.LastName 입니
다. 다음과 같이 ## 속성 이름 및 속성 인덱스.[0] 값으로{{upper User.UserAttributes.LastName.
[0]}} 바꿉니다. 그런 다음 응답은 목록에서 모두 대문자로 서식이 지정된[0] 항목을 반환합니다. 예를 들
어, 의 값이 Santos# ##[0] ### SANTOS# 반환합니다.

Amazon Pinpoint 사용자 지정 속성 이름은 공백을 지원합니다. 사용자 지정 특성을"Last Name" 호출하려
면 속성의 형식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야User.UserAttributes.[Last Name] 합니다. 속성 인덱스 목록
의 첫 번째 항목에 액세스하기 위한 형식은 입니다User.UserAttributes.[Last Name].[0].

사용자 정의 속성 이름은 최대 50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속성 값은 최대 100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
용자 지정 속성의 이름을 정의할 때는 숫자 기호 (#), 콜론 (:), 물음표 (?) 와 같은 문자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백슬래시 (\) 및 슬래시 (/). Amazon Pinpoint 콘솔은 이러한 문자가 포함된 속성 이름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은 속성값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첩된 헬퍼 사용
여러 메시지 템플릿 도우미를 서로 중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두 개의 헬퍼의 형식을 지정하는 방
법을 보여줍니다{{ first helper (second helper)}}. 두 번째 헬퍼가 먼저 처리된 다음 첫 번째 헬
퍼가 처리됩니다. 첫 번째 도우미가 항상 출력을 결정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후속 헬퍼는 다음과 같이 이
전 헬퍼 내에 중첩되어야{{ first helper (second helper (third helper) )}} 합니다.

다음 예제는 변경할 두 개의 도우미를 중첩하는JANE 방법을Jane 보여줍니다{{capitalizeFirst 
(lower "JANE")}}. lower먼저JANE 로jane 변환됩니다. 그런 다음capitalizeFirstjane 로Jane
변환됩니다.

메시지 템플릿 관리
이메시지 템플릿Amazon Pinpoint 콘솔의 페이지에서는 현재 Amazon Pinpoint 계정에 대한 모든 메시지 템
플릿을 생성, 확인 및 관리할 수 있는 단일 위치를 제공합니다.AWS리전. 이 페이지를 사용하여 메시지 템플
릿을 단일 컬렉션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관된 메시지를 디자인하고 콘텐츠를 보다 쉽고 효과
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템플릿 보기 및 편집, 템플릿 복사, 삭제 및 생성과 같은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제
• 메시지 템플릿 컬렉션 조회 (p. 288)
• 메시지 템플릿 열기 (p. 288)
• 메시지 템플릿 편집 (p. 288)
• 메시지 템플릿 복사 (p. 289)
• 메시지 템플릿 삭제 (p. 289)
• 템플릿에 태그 추가 (p. 290)
• 템플릿에서 태그 제거 (p. 290)

메시지 템플릿 만들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만들려는 템플릿 유형에 따라 이메일 템플릿 만들기 (p. 253),
푸시 알림 템플릿 생성 (p. 257), SMS 템플릿 만들기 (p. 260) 또는 음성 템플릿 만들기 (p. 261)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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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 버전 보기 및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메시지 템플릿 버전 관리 (p. 290)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메시지 템플릿 컬렉션 조회
이메시지 템플릿페이지에는 현재 Amazon Pinpoint 계정에 대한 모든 메시지 템플릿 목록이 표시됩니
다.AWS리전. 목록을 보다 쉽게 찾아보거나 특정 템플릿을 빠르게 찾으려면 목록을 정렬 및 필터링하고, 표
시할 열을 선택하고, 목록에 대한 다른 표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템플릿 컬렉션 조회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메시지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메시지 템플릿 페이지가 열리고 컬렉션의 템플릿 수와 해당 

템플릿 목록이 표시됩니다.
3. 목록을 사용자 정의하거나 특정 템플릿을 빠르게 찾으려면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특정 값 유형별로 목록을 정렬하려면 해당 값의 열 머리글을 클릭합니다. 정렬 순서를 오름차순에서 
내림차순으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하려면 열 머리글을 다시 클릭합니다.

• 특정 유형의 템플릿만 표시하는 필터를 적용하려면 페이지 상단의 채널 선택기를 사용하여 채널을 선
택합니다. 필터를 제거하려면 채널 선택기에서 모든 메시지 채널을 선택합니다.

• 이름에 특정 텍스트가 포함된 템플릿만 표시하는 필터를 적용하려면 목록 위의 검색 상자에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필터를 제거하려면X의검색상자.

• 목록에 표시되는 템플릿 수를 변경하려면 페이지 상단의 설정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페이지 
크기에서 표시할 템플릿 수를 선택한 다음 변경 사항 저장을 선택합니다.

• 목록에서 열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려면 페이지 상단의 설정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Choose 
visible columns(표시된 열 선택)에서 각 열을 표시하거나 숨긴 다음 변경 사항 저장을 선택합니다.

메시지 템플릿 열기
Message templates(메시지 템플릿) 페이지를 사용하면 특정 메시지 템플릿을 빠르게 찾아서 열고 템플릿의 
내용과 템플릿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템플릿의 현재 버전과 이전 버전을 보고 템플릿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을 연 후 템플릿을 편집 (p. 288)할 수도 있습니
다.

메시지 템플릿을 열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메시지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3. 메시지 템플릿 페이지에서 열려는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템플릿 페이지가 열리고 템플릿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활성 버전 템플릿의 내용도 표시됩니다.
4. 다른 버전의 템플릿을 보려면 Template details(템플릿 세부 정보)의 버전 선택기를 사용하여 보려는 버

전을 선택하십시오.

메시지 템플릿 편집
두 가지 방법으로 편집할 메시지 템플릿을 열 수 있습니다. 즉, 템플릿을 사용하는 메시지를 제작하는 동안
메시지 템플릿 페이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메시지 템플릿 페이지를 사용하여 템플릿을 열고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템플릿을 편집하는 경우 에서 템플릿을 사용하고 아직 전송되지 않은 기존 메시지 (예: 나중에 보내도록 
예약된 캠페인 메시지) 에 변경 사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템플릿의 활성 버전을 편집하는지 여부
와 템플릿을 사용하는 메시지를 구성한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정보는 메시지 템플릿 버전 관
리 (p. 290)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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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템플릿을 편집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메시지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3. 메시지 템플릿 페이지에서 편집할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템플릿 페이지가 열리고 템플릿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활성 버전 템플릿의 내용과 설정도 표시됩니다.
4. 편집(Edit)을 선택합니다.
5. Template details(템플릿 세부 정보)에서 버전 선택기를 사용하여 변경 사항의 시작점으로 사용할 템플

릿 버전을 선택합니다. 최신 버전 템플릿을 선택하면 변경 사항을 해당 템플릿 버전에 직접 저장할 수 있
습니다. 아니면 변경 사항을 새 템플릿 버전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6. 원하는 설정을 변경합니다. 템플릿의 이름을 제외하고, 템플릿의 모든 콘텐츠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
니다. 템플릿 이름을 변경하려면 템플릿의 복사본을 만들고 (p. 289) 원하는 이름으로 복사본을 저장한 
다음 원래 템플릿을 삭제(선택 사항)합니다.

7. 변경을 마쳤으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변경 사항을 새 템플릿 버전으로 저장하려면 새 버전으로 저장을 선택하십시오. 변경 사항이 기존 메
시지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경 사항을 최신 버전 템플릿에 대한 업데이트로 저장하려면 Update version(버전 업데이트)을 선택
하십시오. 이 옵션은 5단계에서 최신 버전 템플릿을 선택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변경 사항이 템플릿을 사용하는 기존 메시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메시지 템플릿 복사
기존 템플릿과 유사한 새 메시지 템플릿을 빠르게 만들려면 템플릿의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원본 템플릿을 변경하지 않고 템플릿 사본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템플릿을 복사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메시지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3. 메시지 템플릿 페이지에서 복사할 템플릿 옆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4. 작업 메뉴에서 복제를 선택합니다.
5. 템플릿 이름에 템플릿 사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름은 문자 또는 숫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최대 128

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문자는 문자, 숫자, 밑줄 (_) 또는 하이픈 (‐) 일 수 있습니다.
6. 이름 입력을 마치면 Duplicate template(템플릿 복제)을 선택합니다. 템플릿 페이지가 열리고 복사한 활

성 버전 템플릿의 모든 내용과 설정이 표시됩니다.
7. (선택 사항) 템플릿 복사본을 변경하려면 편집을 선택하고 원하는 대로 변경한 다음 새 버전으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메시지 템플릿 삭제
Amazon Pinpoint에서 메시지 템플릿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템플릿을 삭제하면 됩니다. 템플릿을 삭제해도 템
플릿을 사용하는 기존 메시지(예: 나중에 보내도록 예약된 캠페인 메시지)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Warning

템플릿을 삭제하면 Amazon Pinpoint에서 해당 템플릿의 모든 버전, 콘텐츠, 설정을 삭제합니다. 또
한 이후 모든 메시지에서 템플릿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템플릿을 삭제한 후에는 복구할 수 없습
니다.

메시지 템플릿을 삭제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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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색 창에서 메시지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3. 메시지 템플릿 페이지에서 삭제할 각 템플릿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4. [Actions] 메뉴에서 [Delete]를 선택합니다.

템플릿에 태그 추가
태그는 정의하고 연결할 수 있는 레이블입니다.AWS특정 유형의 Amazon Pinpoint 리소스를 포함한 리소스

템플릿에 태그를 추가하면 용도, 소유자, 환경 또는 기타 기준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템플릿을 분류하고 관
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태그를 사용하여 기존 템플릿을 쉽게 찾거나 특정 템플릿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
자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키-값 쌍을 50개 이상 추가할 수 있으며 각 키는 고유합니다.

태그를 추가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메시지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3. 온메시지 템플릿페이지에서 태그를 추가하려는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4. 태그에서 태그 관리를 선택합니다.
5. Add new tag(새 태그 추가가)를 선택합니다.
6. 추가하려는 태그 키 및 값 페어를 입력합니다.
7. (선택 사항) 태그를 추가하려면새 태그 추가.
8. 마쳤으면태그 저장.

템플릿에서 태그 제거
템플릿에 적용할 태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콘솔을 통해 제거할 수 있습니다.

태그를 제거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메시지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3. 온메시지 템플릿페이지에서 태그를 제거하려는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4. 태그에서 태그 관리를 선택합니다.
5. 제거하려는 태그 옆의제거.
6. 선택태그 저장.

IAM 정책에서 태그를 사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단원을 참조하세요.태그 관리.

메시지 템플릿 버전 관리
개별 메시지 템플릿의 개발 및 사용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Amazon Pinpoint는 모든 유형의 메시지 템
플릿에 대한 버전 관리를 지원합니다. 버전 관리를 사용하면 템플릿에 대한 변경 기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각 버전은 특정 시점의 템플릿의 스냅샷입니다. 또한 버전 관리를 통해 템플릿을 사용하는 메시지의 내용과 
설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을 변경할 때마다 변경 사항을 템플릿의 새 버전으로 저장할지, 아니면 템플릿의 기존 최신 버전에 대
한 업데이트로 저장할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을 디자인, 개발 및 구체화할 때 이러한 각 버전
은 템플릿의 진행 상황과 상태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스냅샷 역할을 합니다. 즉 버전 관리를 사용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템플릿 변경 시 템플릿을 저장, 추적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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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플릿 기록 추적— 각 템플릿에 대해 Amazon Pinpoint는 템플릿의 버전 목록을 제공합니다. 이 목록에는 
각 버전의 이름이 표시되며 이 이름은 각 버전이 마지막으로 변경된 시기를 나타냅니다. 목록은 내림차순
으로 정렬되어 있으며 최신 버전이 먼저 나열됩니다.

• 템플릿 버전 보기 및 비교— 버전 목록을 사용하여 템플릿의 이전 버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버
전을 선택하면 Amazon Pinpoint는 해당 버전에 저장된 내용과 설정을 표시합니다.

• 이전 버전의 템플릿 복원— 최신 버전 템플릿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이전 버전을 열
어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전 버전을 템플릿의 새 버전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 버전
이 템플릿의 최신 버전이 됩니다.

버전 관리를 사용하여 메시지에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 버전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특정 버
전을 템플릿의 활성 버전으로 지정합니다. 활성 버전은 일반적으로 템플릿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조직의 워크
플로우에 따라 최근에 검토를 거쳐 메시지에 사용하도록 승인된 버전입니다.

버전을 활성 버전으로 지정할 때 메시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버전을 활성화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템플릿이 변경되면 다른 버전을 활성 버전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지정을 여러 번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제
• 버전 관리 작동 방식 (p. 291)
• 메시지 템플릿의 버전 보기 (p. 292)
• 메시지 템플릿의 활성 버전 보기 (p. 293)
• 메시지 템플릿의 활성 버전 지정 (p. 293)
• 메시지 템플릿의 활성 버전 편집 (p. 294)

버전 관리 작동 방식
일반적인 개발 워크플로우에서 메시지 템플릿의 버전은 여러 개입니다. 이 버전들은 설계 및 개발 시작부터 
테스트,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메시지에 사용할 수 있다는 승인을 받기에 이르기까지 확장됩니다. 경우에 
따라 템플릿을 구체화하고 업데이트할 때 초기 승인 후 추가 버전을 만들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템플릿을 사용하는 캠페인의 분석 데이터에 대한 응답으로 링크를 추가하거나 템플릿의 레이아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버전 번호 지정
템플릿을 생성하는 경우 에서는 템플릿의 한 가지 버전만 있습니다.버전 1. 이후에 템플릿을 변경할 때마다 
변경 사항을 템플릿의 새 버전으로 저장할지, 아니면 최신 버전 템플릿에 대한 업데이트로 저장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변경 사항을 새 버전으로 저장하면 Amazon Pinpoint가 자동으로 버전 번호를 1씩 증가시키고 해당 버전 번
호를 버전에 할당합니다.버전 1첫 번째 버전에서는버전 2두 번째 버전의 경우버전 3세 번째 버전 등입니다. 
버전 번호는 절대 재사용되지 않습니다. 템플릿 버전을 5,000개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을 최신 버전에 대한 업데이트로 저장하면 Amazon Pinpoint에서 최신 버전을 덮어써 변경 사항을 
포함합니다. 템플릿의 이력을 정확하게 보려면 Amazon Pinpoint 콘솔을 사용하여 템플릿의 최신 버전만 덮
어쓰면 됩니다. 콘솔을 사용하여 템플릿의 이전 버전을 덮어쓸 수는 없습니다.

현재 및 활성 버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템플릿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두 가지 버전의 템플릿을 동시에 최신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장 최근에 변경된 버전인 최신 버전과 메시지에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인 활성 버전입니다.

조직의 워크플로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활성 버전은 최근에 검토를 거쳐 메시지에 사용하도록 승인
된 버전입니다. 반드시 최신 버전 템플릿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활성 버전 이외의 모든 버전은 템플릿의 
초안 또는 보관 버전으로 간주됩니다. 즉 Amazon Pinpoint 콘솔을 사용하여 생성하는 메시지에는 활성 버전 
템플릿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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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템플릿을 디자인하고 개발할 때 여러 버전의 템플릿을 만들 수 있습니다. 최신 버전 템플릿이 완료
되고 메시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되면 해당 버전을 활성 버전 템플릿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메시지에서 해당 활성 버전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템플릿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경우 활성 버
전 템플릿이나 해당 템플릿을 사용하는 기존 메시지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해 추가 버전
을 만들 수 있습니다.

템플릿의 모든 버전 중에서 하나의 버전을 활성 버전 템플릿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템플
릿이 변경되면 다른 버전을 활성 버전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지정을 여러 번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의 버전 설정
메시지에 특정 버전의 템플릿을 사용하려면 메시지를 생성할 때 또는 Amazon Pinpoint에서 메시지를 보낼 
때 해당 버전이 활성 버전 템플릿이어야 합니다. 이는 템플릿을 사용하도록 메시지를 구성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메시지를 작성하고 해당 메시지를 위한 템플릿을 선택할 때는 다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 현재 활성 상태인 버전 사용— 이 옵션을 선택하면 Amazon Pinpoint는 항상 메시지를 만들 때 활성 상태인 
템플릿 버전에 지정된 것과 동일한 메시지 내용 및 설정을 전송합니다. 즉 나중에 발생한 템플릿 변경 사항
에 관계없이 메시지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메시지가 전송될 때 활성화된 버전 사용— 이 옵션을 선택하면 메시지를 보낼 때 활성 상태인 템플릿 버전
과 일치하도록 Amazon Pinpoint에서 메시지 내용 및 설정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즉 메시지를 작성
한 후 다른 버전을 활성 버전으로 지정하면 메시지가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을 수행하는 경우:

1. 템플릿의 버전 1을 작성합니다.
2. 버전 1을 활성 버전 템플릿으로 지정합니다.
3. 템플릿을 사용하는 메시지를 만들고 나중에 보낼 메시지를 예약합니다.
4. 템플릿을 여러 번 변경합니다.
5. 새 버전(버전 5)을 활성 버전 템플릿으로 지정합니다.

Amazon Pinpoint는 메시지를 보낼 때 각 옵션에 대해 다음을 수행합니다.

• 현재 활성 상태인 버전 사용— 메시지에 대해 이 옵션을 선택한 경우 Amazon Pinpoint는 에서 지정한 내용
과 설정을 사용합니다.버전 1템플릿의 이렇게 하는 이유는 메시지가 작성되었을 때 버전 1이 활성 버전 템
플릿이었기 때문입니다.

• 메시지가 전송될 때 활성화된 버전 사용— 메시지에 대해 이 옵션을 선택한 경우 Amazon Pinpoint에서 에
서 지정한 내용과 설정을 사용하도록 메시지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합니다.버전 5템플릿의 이렇게 하는 이
유는 메시지가 전송될 때 버전 5가 활성 버전 템플릿이기 때문입니다.

템플릿 변경 사항이 아직 보내지 않은 기존 메시지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려면 메시지를 전송될 때가 아닌 작
성할 때 활성화되는 템플릿 버전을 사용하도록 메시지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메시지에서 템플릿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 템플릿을 계속 개발하려는 경우 템플릿의 복사본을 생성 (p. 289)한 다음 새 메시지에
서 템플릿 복사본을 편집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템플릿의 버전 보기
Message templates(메시지 템플릿) 페이지를 사용하여 특정 메시지 템플릿을 빠르게 찾고 열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템플릿에 대해 존재하는 버전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목록에서 특정 버전을 선택하여 해당 
템플릿 버전의 내용과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 템플릿의 버전을 보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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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색 창에서 메시지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3. Message templates(메시지 템플릿) 페이지에서 버전을 보려는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템플릿 페이지가 

열리고 템플릿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활성 버전 템플릿의 내용과 설정도 표시됩니다.
4. Template details(템플릿 세부 정보)에서 버전 선택기를 열어 템플릿의 버전 목록을 표시합니다.
5. 특정 버전에 대한 내용과 설정을 보려면 버전 선택기를 사용하여 해당 버전을 선택합니다. 버전을 선택

하면 Amazon Pinpoint는 템플릿의 해당 버전에 대한 내용과 설정을 표시합니다.

메시지 템플릿의 활성 버전 보기
두 가지 방법으로 메시지 템플릿의 활성 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템플릿을 사용하는 메시지를 작성하는 동
안, 그리고 Message templates(메시지 템플릿) 페이지를 사용하여 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작성하는 동안 
템플릿의 활성 버전을 보려면 메시지의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Amazon Pinpoint는 활성 버전 템플릿의 미리 
보기를 자동으로 표시합니다.

Message templates(메시지 템플릿) 페이지를 사용하여 템플릿의 활성 버전을 보려면 이 주제의 단계를 수행
하십시오.

메시지 템플릿의 활성 버전을 보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메시지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3. Message templates(메시지 템플릿) 페이지에서 활성 버전을 보려는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템플릿 

페이지가 열리고 템플릿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활성 버전 템플릿의 내용과 설정도 표시됩니다.
Template details(템플릿 세부 정보)에서 버전 선택기의 버전 이름 옆에 활성 버전이 녹색으로 표시됩니
다.

4. 다른 버전의 템플릿을 보려면 Template details(템플릿 세부 정보)의 버전 선택기를 사용하여 보려는 버
전을 선택하십시오. 활성 버전을 다시 보려면 버전 선택기를 사용하여 버전 이름 옆에 활성 버전(녹색)이 
표시되는 버전을 선택합니다.

메시지 템플릿의 활성 버전 지정
메시지 템플릿을 생성하는 경우 Amazon Pinpoint는 템플릿의 첫 번째 버전을 템플릿의 활성 버전으로 자동 
지정합니다. 템플릿의 후속 버전을 작성하고 개발할 때 다른 버전을 템플릿의 활성 버전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정을 여러 번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버전을 템플릿의 활성 버전으로 지정하기 전에 제안된 활성 버전의 모든 콘텐츠와 설정이 완전하고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재 버전과 제안된 활성 버전 간의 차이가 예기치 않거나 원치 않는 방식으로 기존 메시지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버전을 활성 버전으로 지정하면 Amazon Pinpoint에서 템플릿을 
사용하고 아직 전송되지 않은 기존 메시지에 변경 사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템플릿을 사용하는 메시
지를 구성한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메시지의 버전 설정” (p. 292)을 참
조하십시오.

템플릿이 아직 전송되지 않은 메시지에 사용 중인 경우 현재 활성 상태인 버전을 활성화하려는 버전과 비교
합니다. 또한 템플릿을 사용하는 여정 활동 및 캠페인도 검토합니다. 그런 다음 다른 버전을 활성 버전으로 
지정하기 전에 필요에 따라 템플릿을 편집하여 발견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다른 버전을 활성 버전으로 지정하는 데 따른 효과가 염려되는 경우 대신 템플릿의 복사본을 생
성 (p. 289)하면 됩니다. 그러면 새 메시지에서 템플릿 복사본을 편집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템플릿의 활성 버전을 지정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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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색 창에서 메시지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3. Message templates(메시지 템플릿) 페이지에서 활성 버전을 지정하려는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템플릿 

페이지가 열리고 템플릿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또한 현재 템플릿의 활성 버전인 버전의 내용과 설
정도 표시됩니다.

4. Template details(템플릿 세부 정보)에서 버전 선택기를 사용하여 활성 버전으로 지정할 버전을 선택합
니다. 버전을 선택하면 Amazon Pinpoint는 템플릿의 해당 버전에 대한 내용과 설정을 표시합니다.

5. Make active version(활성 버전 만들기)을 선택합니다.

이제 템플릿의 새 활성 버전을 새 메시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전송되지 않은 기존 메시지에서 
사용되며 메시지를 보낼 때 활성 상태인 템플릿 버전을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템플릿의 활성 버전 편집
템플릿의 활성 버전을 편집하기 전에 Amazon Pinpoint 콘솔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메시지에는 템플릿의 활성 
버전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경 사항이 완전하고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경 사항이 예기치 않거나 원치 않는 방식으로 기존 메시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
습니다. Amazon Pinpoint는 템플릿을 사용하고 아직 전송되지 않은 기존 메시지에 변경 사항을 적용할 수 있
습니다. 이는 템플릿을 사용하는 메시지를 구성한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메시지의 버전 설정” (p. 292)을 참조하십시오.

변경 사항이 기존 메시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하려면 현재 활성 상태인 템플릿 버전의 내용과 설정을 
검토합니다. 또한 템플릿을 사용하는 여정 활동 및 캠페인도 검토합니다. 그런 다음 변경하려는 사항을 고려
하고 변경 사항이 템플릿을 사용하는 기존 메시지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템플릿의 활성 버전을 편집하는 데 따른 효과가 염려되는 경우 대신 템플릿의 복사본을 생
성 (p. 289)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나중에 작성하는 메시지에서 템플릿 복사본을 편집하고 사용할 수 있
습니다.

메시지 템플릿의 활성 버전을 편집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메시지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3. Message templates(메시지 템플릿) 페이지에서 활성 버전을 편집하려는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템플릿 

페이지가 열리고 템플릿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또한 템플릿의 활성 버전으로 현재 지정된 버전의 
내용과 설정도 표시됩니다.

4. 편집(Edit)을 선택합니다.
5. Template details(템플릿 세부 정보)에서 버전 선택기를 사용하여 템플릿의 활성 버전을 편집하도록 합

니다. 활성 버전의 이름 옆에 활성 버전이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6.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고 새 버전으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7. Template details(템플릿 세부 정보)에서 버전 선택기를 사용하여 이전 단계에서 만든 템플릿의 버전을 

선택합니다.
8. Make active version(활성 버전 만들기)을 선택합니다.

이제 템플릿의 새 활성 버전을 새 메시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전송되지 않은 기존 메시지에서 
사용되며 메시지를 보낼 때 활성 상태인 템플릿 버전을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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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Pinpoint 핀포인트의 기계 학
습 모델

기계 학습(ML) 모델은 실제 문제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ML 모델은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고 찾은 패
턴을 기반으로 예측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예측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됩니다. ML 모델이 더 
많은 데이터를 수신하고 사람들이 모델을 재훈련하거나 조정하여 모델의 데이터 분석을 개선하고 최적화하
기 때문입니다.

Amazon Pinpoint에서는 특정 유형의 ML 모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추천 모델에서는 사용자가 상호 작용할 
항목을 예측하고 이러한 항목을 메시지 수신자에게 맞춤형 추천으로 보냅니다. 추천 모델은 “사용자가 좋아
하거나 관심을 가질까요?”라는 질문에 답하도록 설계된 ML 모델입니다. 특정 사용자가 특정 제품 또는 항목 
집합에서 선호할 것을 예측하고, 해당 정보를 사용자에게 추천 집합으로 제공합니다. 추천 모델을 사용하면 
각 수신자의 속성 및 동작에 따라 메시지 수신자에게 맞춤형 추천을 보낼 수 있습니다.

추천 모델을 사용하려면 먼저 데이터 과학 팀과 협력하여 모델을 만들고 Amazon Personalize 캠페인으로 배
포합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맞춤형 캠페인의 추천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Amazon Pinpoint를 구성합니다. 이 
작업은 아마존 핀포인트와 Amazon Personalize 캠페인 간의 연결을 설정하여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연결을 
설정할 때 Amazon Personalize 캠페인에서 데이터를 검색하고 사용할 방법을 지정합니다.

Amazon Personalize 캠페인에 대한 연결을 설정한 후 메시지에 추천을 추가하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
다. 이렇게 하려면 메시지 템플릿을 만듭니다. 템플릿에서 사용할 추천에 대한 메시지 변수를 추가합니다. 이
러한 변수를 다음 유형의 템플릿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템플릿 - 캠페인 또는 여정에서 보내는 이메일 메시지용입니다.
• 푸시 알림 템플릿 - 캠페인에서 보내는 푸시 알림용입니다.
• SMS 템플릿 - 캠페인에서 보내는 SMS 문자 메시지용입니다.

그런 다음 캠페인 또는 여정을 만들어 템플릿을 사용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메시지를 보내면 Amazon 
Pinpoint는 Amazon Personalize 캠페인에서 최신 데이터를 검색하고, 각 변수를 모델에서 각 메시지 수신자
에게 추천하는 값으로 바꿉니다.

이 기능은 다음에서 사용 가능합니다.AWS지역:

• 미국 동부(버지니아 북부)
• 미국 서부(오레건)
• 아시아 태평양(뭄바이)
• 아시아 태평양(시드니)
• 아시아 태평양(서울)
• 아시아 태평양(싱가포르)
• 아시아 태평양(도쿄)
• 유럽(아일랜드)
• 캐나다(중부)

이 장의 주제에서는 아마존 Amazon Personalize 캠페인의 추천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Amazon Pinpoint를 구
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메시지에 그러한 데이터를 포함시키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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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작동 방식

• Amazon Pinpoint 핀포인트에서 추천 작동 방식 (p. 296)
• Amazon Pinpoint 에서 추천 모델 사용 준비 (p. 296)
• Amazon Pinpoint 에서 추천 모델 설정 (p. 299)
• 메시지에서 추천 사용 (p. 301)
• Amazon Pinpoint에서 기계 학습 모델 관리 (p. 304)

Amazon Pinpoint 핀포인트에서 추천 작동 방식
일반적인 워크플로우에서 팀은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여 Amazon Pinpoint에서 추천 모델을 만들고 사용합니
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mazon Personalize Personalize에서 모델에 대한 솔루션을 만들어 Amazon Personalize 캠페인으로 배
포합니다. 그런 다음 연속적인 주기로 모델을 훈련, 평가 및 업데이트하여 모델이 만드는 예측 및 추천을 
구체화합니다.

2. Amazon Personalize 캠페인에 연결하도록 Amazon Pinpoint를 구성합니다. 연결에 대한 구성 설정을 사
용하여 Amazon Personalize 캠페인에서 데이터를 검색 및 처리할 방법을 지정합니다.

3. 하나 이상의 이메일, 푸시 알림 또는 SMS 메시지 템플릿을 만듭니다. 추천 속성을 참조하는 메시지 변수
를 포함하도록 이러한 템플릿을 설계합니다. 메시지 변수는 특정 속성을 나타내는 자리 표시자입니다. 
A추천 속성는 Amazon Pinpoint가 Amazon Personalize 캠페인에서 검색하는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속성입니다.

4. 메시지 템플릿을 사용하는 캠페인을 하나 이상 만듭니다. 또는 이전 활동에서 이메일 템플릿을 만든 경우 
해당 템플릿을 사용하는 여정 활동을 하나 이상 만듭니다.

팀이 이러한 활동을 수행한 후 Amazon Pinpoint는 모델의 추천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다음을 수행
합니다.

1. 메시지 및 메시지 템플릿의 설정 및 내용을 평가합니다.
2. 메시지 템플릿을 추천 모델에 연결했는지 확인합니다.
3. 추천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 입력한 구성 설정을 확인합니다.
4. 추천 모델에 대해 만든 추천 속성의 메시지 변수를 하나 이상 찾습니다.
5. 추천 모델의 구성 설정에서 지정한 Amazon Personalize 캠페인에 연결합니다.
6. 각 메시지 수신자에 대해 다음을 수행합니다.

a. Amazon Personalize 캠페인에서 추천을 검색합니다.
b. 추천 모델에 대해 만든 추천 속성에 추천을 추가합니다.
c. 각 메시지 변수를 추천 속성의 해당 값으로 바꿉니다. 를 사용하여 추천을 개선하도록 모델을 구성한 경

우AWS Lambda함수 에서 Amazon Pinpoint는 이 단계의 일부로 해당 함수를 사용합니다.
7. 각 메시지 수신자에 대한 맞춤형 추천이 포함된 메시지 버전을 보냅니다.

Amazon Pinpoint 에서 추천 모델 사용 준비
Amazon Pinpoint 작업을 하려면 추천 모델을 Amazon Personalize 캠페인으로 배포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역할과 정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Amazon Pinpoint 가 
모델에서 수신하는 추천을 개선하려면AWS Lambda또한 추천을 처리하기 위한 함수도 있어야 합니다.

Amazon Pinpoint에서 추천 모델을 설정하기 전에 데이터 과학 및 개발 팀과 협력하여 이러한 리소스를 설계
하고 생성합니다. 또한 이러한 팀과 협력하여 Amazon Pinpoint 작업을 위한 특정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리소스를 생성한 후 관리자와 협력하여 귀하 측과 Amazon Pinpoint 에서 리소스에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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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수행할 때 Amazon Pinpoint 에서 모델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주제
• Amazon Personalize 캠페인 (p. 297)
•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역할 및 정책 (p. 298)
• AWS Lambda 함수 (p. 299)

Amazon Personalize 캠페인
Amazon Personalize 는AWS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실시간 맞춤형 추천을 제공하는 기계 학습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된 서비스입니다. Amazon Personalize 는 주로 데이터와 레시피를 조합하여 기
계 학습 모델을 만들고 훈련시키는 과정을 안내합니다. 레시피는 사람이 좋아하고 상호 작용할 항목을 예측
하는 등 특정 사용 사례를 지원하도록 구성된 알고리즘입니다.

이러한 데이터와 레시피의 조합을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솔루션이 훈련되면 솔루션 버전이 됩니다. 그러
면 솔루션 버전을 테스트하고 개선하고 사용할 준비가 됩니다. 솔루션 버전을 사용할 준비가 되면 Amazon 
Personalize 캠페인으로 배포됩니다. 그런 다음 캠페인은 실시간 맞춤형 추천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Amazon Personalize Personalize Personalize 에서Amazon Personalize 개발자 안내서.

Amazon Pinpoint Personalize 캠페인에서 추천을 검색하려면 캠페인 및 해당 구성 요소가 다음 요건을 충족
해야 합니다.

• 레시피는 USER_PERSONALIZATION 레시피가 되어야 합니다. 이 레시피 유형에 대해 지원되는 모든 알
고리즘 설정(하이퍼 파라미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레시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미리 정의된 레시피 사용의Amazon Personalize 개발자 안내서.

• 솔루션은 Amazon Pinpoint 프로젝트의 엔드포인트 ID 또는 사용자 ID와 상호 연관시킬 수 있는 사용자 ID
를 사용하여 훈련되어야 합니다. Amazon Pinpoint 는userIdAmazon Personalize 필드에서는 Amazon 
Personalize의 사용자와 Amazon Pinpoint 프로젝트의 엔드포인트 또는 사용자 간에 데이터를 상호 연관시
킵니다.

• 이 솔루션은 다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GetRecommendationsAmazon Personalize 런타임 
API의 작동.

• 캠페인은 추천을 검색할 솔루션 버전을 사용해야 합니다.
• 캠페인은 배포해야 하며 활성상태여야 합니다.
• 캠페인은 동일한 환경에서 실행되어야 합니다.AWSAmazon Pinpoint 프로젝트로 리전에서 추천을 사용할 

Amazon Pinpoint 프로젝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Amazon Pinpoint 캠페인에서 추천을 검색할 수 없으므
로 Amazon Pinpoint 캠페인 또는 여정 활동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 외에도 초당 20개 이상의 프로비저닝된 트랜잭션을 지원하도록 캠페인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팀과 협력하여 위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Amazon Personalize 캠페인을 구현할 때 다음 질문에도 답해야 
합니다.

어떤 캠페인입니까?

Amazon Pinpoint 에서 모델을 설정하려면 추천을 검색할 Amazon Personalize 캠페인의 이름을 알아
야 합니다. 나중에 관리자와 협력하여 캠페인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수동으로 구성하는 경우, 캠페인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유형의 ID입니까?

Amazon Pinpoint에서 모델을 설정할 때 아마존 개인화 캠페인의 사용자를 Amazon Pinpoint 프로젝트의 
엔드포인트 또는 사용자와 연결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은 특정 메시지 수신자에게 고유
한 추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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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Personalize 캠페인에서 각 사용자는 사용자 ID가 있습니다 (userId또는USER_ID컨텍스트에 
따라 다름). 이는 캠페인의 특정 사용자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일련의 문자입니다. Amazon Pinpoint 프로
젝트에서 메시지 수신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의 ID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엔드포인트 ID—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또는 모바일 디바이스와 같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대상

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일련의 문자입니다.
• 사용자 ID— 특정 사용자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일련의 문자입니다. 각 사용자는 하나 이상의 엔드포인

트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SMS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사용자와 소통하는 경우, 사용
자는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 사용자의 휴대 전화 번호, 사용자의 휴대 전화 번호, 사용자의 모바일 장
치에 각각 하나씩, 사용자의 휴대 전화 번호에 각각 하나씩, 사용자의 휴대 전화 번호에 각각 하나씩, 
총 세 개의 엔드포인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Amazon Personalize 사용자 ID와 연결할 Amazon Pinpoint ID 유형을 선택할 때는 Amazon Pinpoint 프
로젝트에서 가장 일관되게 사용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귀하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엔드포인트 또는 사
용자에게 ID를 할당하지 않은 경우 Amazon Pinpoint가 엔드포인트 또는 사용자에 대한 추천을 검색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Amazon Pinpoint가 엔드포인트 또는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못할 수 있습
니다. Amazon Pinpoint 가 예기치 않거나 원치 않는 방식으로 표시되는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추천은 몇 개입니까?

Amazon Pinpoint Personalize 추천을 검색할 때마다 Amazon Personalize 는 메시지의 각 수신자에 대
해 정렬된 추천 목록을 반환합니다. Amazon Pinpoint를 구성하여 각 수신자에 대해 이러한 추천 중 1~5
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권장 사항 하나를 선택하면 Amazon Pinpoint는 각 수신자의 목록에서 첫 번째 
항목 (예: 수신자에게 가장 권장되는 동영상) 만 검색합니다. 두 개의 권장 사항을 선택하면 각 수신자의 
목록에서 첫 번째 항목과 두 번째 항목 (예: 받는 사람에 대해 상위 두 개 권장 동영상) 을 검색합니다. 이
런 식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이 설정에 대한 선택은 주로 모델의 추천을 포함하는 메시지의 목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팀이 솔
루션을 설계한 방식과 솔루션 성능에 대한 팀의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팀과 
협력하여 이 설정에 적절한 숫자를 선택했는지 확인합니다.

추천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Amazon Pinpoint에서 추천을 검색하면 Amazon Personalize Personalize는 각 메시지 수신자에 대해 검
색하도록 선택한 추천 수에 따라 1-5개의 정렬된 추천 항목 목록을 반환합니다. 각 항목은 제품 ID 또는 
영화 제목과 같은 텍스트로만 구성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이템의 성격과 콘텐츠는 기본 솔루션 및 캠
페인의 설계에 따라 Amazon Personalize 캠페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캠페인이 추천 항목에 어떤 콘텐츠를 제공하는지 팀에 정확히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팀의 답
변은 캠페인의 추천을 사용하는 메시지를 설계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캠페인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개선하려는 경우,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AWS Lambda 함수를 구현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
습니다.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역할 및 정책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는AWS관리자가 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AWS있습니다. IAM과 Amazon Pinpoint에서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
오.Amazon Pinpoint 를 위한 ID 및 액세스 관리의Amazon Pinpoint 개발자 안내서.

Amazon Pinpoint 에서 추천 모델을 설정할 때 추천을 검색할 Amazon Personalize 캠페인을 지정합니다. 캠
페인을 선택하려면 관리자가 먼저 조직의 AWS 계정에 대한 캠페인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택할 수 있는 캠페인 목록에 캠페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목록에 캠페인이 표시되지 않으면 관리
자에게 이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도록 요청하십시오.

또한 귀하 또는 귀하의 관리자가 Amazon Pinpoint Personalize 캠페인에서 추천을 검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
는 IAM 역할 및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추천 모델을 설정할 때 Amazon Pinpoint 가 이 역할과 정책을 자동
으로 생성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 에서 추천 모델을 설정하기 전에 귀하 또는 관리자가 
이 역할 및 정책을 수동으로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추천 검색
을 위한 IAM 역할의Amazon Pinpoint 개발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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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Lambda 함수
일부 모델의 경우 Amazon Personalize 에서 Amazon Pinpoint Personalize 에서 수신하는 추천을 개선하고
자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에 추천 값 하나(예: 제품 이름)만 포함시키는 대신 메시지에 추가 콘텐
츠(예: 제품 이름, 설명, 이미지)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팀과 협력하여 추천 데이터를 원하
는 콘텐츠로 변환하는 AWS Lambda 함수를 설계하고 만들면 됩니다.

AWS Lambda는 서버를 프로비저닝하거나 관리하지 않고도 코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AWS 서
비스입니다. 귀하 또는 팀이 코드를 개발 및 패키징하여AWS LambdaLambda 함수로 사용됩니다.AWS 
LambdaAmazon Pinpoint 등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서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함수를 실행합니다. 알
아볼 내용AWS Lambda참조,AWS Lambda개발자 안내서.

Amazon Pinpoint 에서 추천 모델을 설정할 때 Amazon Pinpoint 에서 수신하는 추천을 처리하는 방법을 지정
합니다. 한 가지 옵션은 Lambda 함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Lambda 함수를 사용하려면 팀과 협력하여 다음
을 수행합니다.

• 함수가 수행하는 작업을 정의합니다.
• 함수가 추천을 처리할 때 사용할 사용자 지정 추천 속성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속성 수, 각 속성의 이름 

및 목적이 포함됩니다. Lambda 함수는 각 메시지 수신자에 대해 최대 10개의 사용자 지정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 에서 추천 모델을 설정할 때 이러한 속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함수가 동일한 위치에서 호스팅되는지 확인합니다.AWS리전을 사용할 Amazon Pinpoint 프로젝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Amazon Pinpoint 캠페인이나 여정 활동이 실패할 수 있는 Amazon Pinpoint 캠페인이나 여
정 활동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와 협력하여에서 모델의 추천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Amazon Pinpoint에서 
Lambda 함수를 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만듭니다.

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추천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을 사용하여 추
천 사용자 지정AWSLambda의Amazon Pinpoint 개발자 안내서.

Amazon Pinpoint 에서 추천 모델 설정
추천 모델은 특정 사용자가 특정 제품 또는 항목 세트에서 선호할 것을 예측하도록 설계된 기계 학습(ML) 모
델의 한 유형입니다. 이 정보를 사용자에게 추천 세트로 제공합니다. Amazon Pinpoint에서는 이러한 모델을 
사용하여 각 수신자의 속성 및 동작에 따라 메시지 수신자에게 맞춤형 추천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추천 모델을 사용하려면 먼저 사용할 모델이 있는 Amazon Pinpoint 캠페인과 Amazon 
Pinpoint 캠페인 간의 연결을 설정해야 합니다. 연결을 설정할 때 Amazon Personalize 캠페인에서 추천을 검
색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캠페인의 추천을 임시로 저장하는 속성에 대한 설정도 추가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Amazon Pinpoint에서 추천 모델을 설정하기 전에 의 정보를 검토하십시오Amazon Pinpoint 에서 추천 모델 
사용 준비 (p. 296). 그러면 Amazon Pinpoint에서 모델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단계: 모델 설정
이 단계에서는 추천을 검색할 Amazon Personalize 캠페인을 지정합니다. 또한 이러한 추천을 검색하고 사용
하는 방법을 지정하는 설정을 선택합니다.

추천 모델을 설정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기계 학습 모델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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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계 학습 모델 페이지에서 Add recommender model(추천 모델 추가)을 선택합니다.
4. Under모델 세부 정보,추천 모델 이름에서 Amazon Pinpoint (Amazon Pinpoint) 에 모델 이름을 입력합니

다. 이름은 문자 또는 숫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최대 128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문자는 문자, 숫자, 
밑줄 (_) 또는 하이픈 (‐) 일 수 있습니다.

5. (선택 사항) Recommender model description(추천 모델 설명)에 모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입력합니
다. 설명은 최대 128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문자는 문자, 숫자, 공백 또는 _; (), ‐ 기호일 수 있습니
다.

6. Under모델 구성,IAM 역할를 선택합니다.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Amazon Pinpoint가 모
델을 사용하는 Amazon Pinpoint 캠페인에 연결하고 추천을 검색할 수 Amazon Personalize 승인하는 
IAM (IAM) 역할입니다.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 기존 역할 사용— 에 대해 이미 있는 IAM 역할을 사용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AWS계정. 그런 다
음, 역할 목록에서 원하는 역할을 선택합니다.

• 역할 자동 생성— 필요한 권한이 있는 IAM 역할을 자동으로 생성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역할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또 다른 옵션은 관리자와 협력하여 역할을 수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역할을 수동으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추천을 검색하기 위한 IAM 역할의Amazon Pinpoint 개발자 안
내서.

7. 용추천 모델에서 추천을 검색할 Amazon Personalize 캠페인을 선택합니다.

이 목록에는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Amazon Personalize 캠페인이 표시됩니다.AWS현재 계정
AWS리전. 목록에 원하는 캠페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관리자에게 캠페인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
여해 달라고 요청하고, 앞의 단계에서 올바른 IAM 역할을 선택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해당 캠페인
이 현재 AWS 리전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8. Under설정,권장 사항에 사용할 식별자에서 Amazon Personalize 캠페인의 고유 사용자를 엔드포인트와 
연결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엔드포인트 ID또는 사용자 (사용자 ID) Amazon Pinpoint 프로젝트에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9. 용메시지당 추천 수에서 이전 단계의 선택에 따라 Amazon Pinpoint 프로젝트의 각 엔드포인트 또는 사
용자에 대해 검색할 추천 항목 수를 선택합니다.

이 설정은 Amazon Pinpoint 에서 검색할 추천 수를 결정하고 개별 메시지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최대 5
개의 추천 항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를 선택한 경우1Amazon Pinpoint는 각 메시지 수신자에 대한 권
장 사항 목록에서 첫 번째 항목만 검색합니다 (예: 받는 사람에게 가장 권장되는 동영상). 를 선택한 경
우2를 선택하면 각 수신자의 목록에서 첫 번째 항목과 두 번째 항목 (예: 받는 사람에 대해 상위 두 개 권
장 동영상) 을 검색합니다. 이와 같이 최대 5개의 추천 항목이 검색됩니다.

10. 용처리 방법에서 Amazon Pinpoint 에서 검색하는 추천을 처리하는 방법을 지정하려면 다음 옵션 중 하
나를 선택합니다.

• Use the value returned by the model(모델에서 반환한 값 사용)— 이 옵션을 사용하면 메시지에 
Amazon Personalize 캠페인에서 제공하는 추천 정확한 텍스트가 표시됩니다. 또한 각 엔드포인트 또
는 사용자에 대한 모든 추천은 각 엔드포인트 또는 사용자에 대한 하나의 표준 추천 속성에 임시로 저
장됩니다.

• Lambda 함수 사용— 이 옵션을 사용하면 메시지에 Amazon Personalize 캠페인에서 제공하는 추천 
텍스트 대신 또는 이와 함께 개선된 추천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Amazon Pinpoint
에서 권장 사항을AWS Lambda에서 추천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추가 처리를 위한 함수 또한 
각 엔드포인트 또는 사용자에 대해 최대 10개의 사용자 지정 추천 속성에 추천을 임시로 저장할 수 있
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는 경우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사용할 함수를 선택합니다. 이 목록에는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Lambda 함수가 표시됩니다.AWS현재 계정AWS리전. 목록에 원하는 함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관리자에게 해당 함수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함수
가 아직 존재하지 않으면새 Lambda 함수 생성그리고 개발 팀과 협력하여 함수를 만듭니다. 자세한 내
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을 사용하여 추천 사용자 지정AWS Lambda의Amazon Pinpoint 개발자 안
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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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러한 설정 입력을 마쳤으면다음에서 다음 단계 (추천 모델에 대한 속성 설정 추가) 로 진행합니다.

2단계: 모델에 속성 추가
Amazon Personalize 캠페인에서 추천을 연결하고 검색하기 위한 설정을 선택하면 추천 데이터를 저장할 속
성에 대한 설정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은 이전 단계에서 선택한 처리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Use the value returned by the model(모델에서 반환한 값 사용)

이 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천이 하나의 속성에 임시로 저장됩니다. 이는 이전 단계의 Identifier to use for 
recommendations(추천에 사용할 식별자) 설정에서 선택한 옵션에 따라 각 엔드포인트 또는 사용자에 
대한 표준 추천 속성입니다. 이 속성의 기본 이름은 RecommendationItems입니다.

표시 이름에 속성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메시지 템플릿에 속성의 변수를 추가할 때 
템플릿 편집기의 Attribute finder(속성 찾기)에 표시됩니다. 이름은 최대 25자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문자는 문자, 숫자, 공백, 밑줄 (_) 또는 하이픈 (‐) 일 수 있습니다.

Lambda 함수 사용

이 옵션을 선택한 경우 최대 10개의 속성을 사용하여 각 추천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는 이전 단계에서 권장 사항 설정에 사용할 식별자에 대해 선택한 옵션에 따라 각 엔드포인트 또는 사용
자에 대한 사용자 지정 권장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 각 엔드포인트 또는 사용자에 대해 하나의 제품 권장 
사항을 검색하는 경우 Lambda 함수가 권장 사항을 처리하고 권장 사항의 세 가지 사용자 지정 속성 (제
품 이름, 가격 및 이미지) 에 결과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할 각 사용자 지정 속성에서 Add attribute(속성 추가)를 선택한 후 다음을 수행합니다.
• Attribute name(속성 이름)에 속성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메시지 템플릿에 속성의 변수를 추가하면 앞

에 Recommendations 접두사가 붙은 이 이름이 템플릿 편집기에 나타납니다. 이름은 Lambda 함수
가 추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하는 속성의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속성 이름은 문자 또는 숫자로 시작해야 하며 최대 50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문자는 문자, 숫자, 밑
줄 (_) 또는 하이픈 (‐) 일 수 있습니다. 속성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며 고유해야 합니다.

• 표시 이름에 속성을 설명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메시지 템플릿에 속성의 변수를 추가할 
때 템플릿 편집기의 Attribute finder(속성 찾기)에 표시됩니다. 이름은 문자 또는 숫자로 시작해야 하며 
최대 25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문자는 문자, 숫자, 공백, 밑줄 (_) 또는 하이픈 (‐) 일 수 있습니다.

속성 설정 입력을 마쳤으면다음다음 단계로 진행하십시오. 즉, 추천 모델의 구성 설정을 검토하고 게시합니
다.

3단계: 모델 검토 및 게시
추천 모델을 연결하고 사용하기 위한 모든 설정을 입력했으면 설정을 검토할 준비가 됩니다.

설정 검토를 마쳤으면게시그들을 구하기 위해. 그러면 Amazon Pinpoint (Amazon Pinpoint) 에서 설정이 올
바른지 확인합니다. 설정이 누락되었거나 올바르지 않은 경우, 수정할 설정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각 
오류에 대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설정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탐색 창을 사용하여 해당 설정이 포함된 페이
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설정을 게시한 후 메시지에서 추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에서 추천 사용
메시지에 동적 맞춤형 추천을 추가하려면 추천 속성에 대한 메시지 변수를 포함하는 메시지 템플릿을 만들고 
사용합니다. A메시지 변수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자 또는 Amazon Pinpoint가 생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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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속성을 참조하는 자리 표시자입니다. A추천 속성는 사용자를 위해 권장 사항을 임시로 저장하는 속성입
니다. Amazon Pinpoint는 아마존 개인화 캠페인으로 배포하고 Amazon Pinpoint를 사용하도록 구성한 추천 
모델에서 이러한 추천을 검색합니다.

템플릿에 메시지 변수가 포함된 경우 Amazon Pinpoint는 각 변수를 각 수신자에 대한 현재 해당 속성 값으로 
대체합니다. 추천의 경우 이 프로세스에는 Amazon Personalize 캠페인에서 각 수신자에 대한 최신 추천을 
검색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Amazon Pinpoint는 템플릿을 사용하는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이 작업을 수행
합니다. 즉, 메시지에 수신자에 대한 최신 추천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가 사용자에게 영화 및 TV 쇼를 추천하는 애플리케이션인 경우, 각 사용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속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 사용자가 가장 최근에 제출한 평가
• 사용자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영화 또는 쇼의 제목
• 모델이 사용자에게 추천하는 상위 3개 영화 및 쇼의 제목

이 프로젝트의 경우 템플릿에서 다음 텍스트 및 메시지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Hi {{User.UserAttributes.FirstName}}, based on your recent 
{{User.UserAttributes.LatestRating}}-star rating for
{{User.UserAttributes.LatestRatedTitle}}, we think you might also 
enjoy: {{RecommendationItems.[0]}}, {{RecommendationItems.[1]}}, and
{{RecommendationItems.[2]}}.

템플릿을 사용하는 메시지를 보내면 Amazon Pinpoint가 변수를 각 수신자에 대한 각 속성의 현재 값으로 바
꿉니다. 다음 예제에서 보여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1

Hi Sofia, based on your recent 5-star rating for The Marvelous Mrs. 
Maisel – Season 3, we think you might also enjoy: Fleabag, Late Night, and
Catastrophe.

예제 2

Hi Alejandro, based on your recent 4-star rating for Tom Clancy's Jack 
Ryan – Season 2, we think you might also enjoy: Hanna, Hunters, and Agatha 
Christie's The ABC Murders.

AWS 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추천을 개선하도록 추천 모델을 구성한 경우, 템플릿과 결과 메시지에 추가 
변수와 추천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추천 영화 또는 쇼에 대한 이미지와 URL을 제공하는 
변수를 속성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템플릿에서 메시지 변수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메시지 템플릿에 맞춤형 콘텐츠 추가 (p. 262) 단원을 참
조하십시오.

메시지에 추천 추가
메시지에 맞춤형 추천을 추가하려면 사용할 추천에 대한 메시지 변수를 포함하는 메시지 템플릿을 만들고 사
용합니다. 이러한 변수를 다음 유형의 메시지 템플릿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템플릿 - 캠페인 또는 여정에서 보내는 이메일 메시지용입니다.
• 푸시 알림 템플릿 - 캠페인에서 보내는 푸시 알림용입니다.
• SMS 템플릿 - 캠페인에서 보내는 SMS 문자 메시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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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템플릿은 한 번에 한 추천 모델의 변수 및 추천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템플릿(템플릿을 생성하는 경우)이나 기존 템플릿에 변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 템플릿에 변수를 추
가하는 경우 에서 템플릿을 사용하고 아직 전송되지 않은 메시지 (예: 나중에 보내도록 예약된 캠페인 메시
지) 에 변경 사항을 반드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변수를 추가하는 템플릿의 버전과 템플릿을 사용하
는 메시지를 구성한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정보는 메시지 템플릿 버전 관리 (p. 290)을 참조하십시
오.

메시지 템플릿에 추천을 추가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메시지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3. Message templates(메시지 템플릿) 페이지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새 템플릿을 만들고 추천을 추가하려면 Create template(템플릿 만들기)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템
플릿 페이지에서 템플릿 이름을 입력하고 선택적으로 템플릿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 기존 템플릿에 추천을 추가하려면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템플릿 페이지에서 편집을 
선택합니다. Template details(템플릿 세부 정보)에서 버전 선택기를 사용하여 시작점으로 사용할 템
플릿 버전을 선택합니다. 최신 버전을 선택하면 변경 사항을 해당 템플릿 버전에 직접 저장할 수 있습
니다. 아니면 변경 사항을 새 템플릿 버전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4. Attribute finder(속성 찾기)에서 Recommended attributes(추천 속성) 섹션을 확장합니다.

템플릿에 대한 추천 모델을 아직 선택하지 않은 경우 Connect model(모델 연결)을 선택합니다. 다
음으로 템플릿을 사용하는 메시지를 보낼 때 추천을 검색할 모델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Connect 
model(모델 연결)을 선택합니다.

5. Under추천 속성에서 메시지 변수를 추가할 속성을 선택합니다. Amazon Pinpoint는 속성에 대한 변수를 
만들어 클립보드에 복사합니다. 그런 다음 메시지 편집기에서 메시지에 추천을 표시할 위치에 변수를 붙
여넣습니다.

변수를 붙여넣으면 Amazon Pinpoint는 두 개의 중괄호 (예:) 로 묶인 연결된 속성의 이름으로 변수를 표
시합니다.{{RecommendationItems}}.

6. 추천 모델이 둘 이상의 추천 속성을 제공하는 경우, 변수를 추가하려는 각 추가 속성에 대해 이전 단계를 
반복합니다.

다른 속성 유형에 대한 변수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Attribute finder(속성 찾기)에서 다
른 섹션을 확장하고, 원하는 각 추가 속성을 선택한 후, 원하는 위치에 변수를 붙여넣습니다. 다른 속성 
유형의 변수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메시지 템플릿에 맞춤형 콘텐츠 추가 (p. 262) 단원을 참조하십
시오.

7. 메시지 변수의 기본값을 지정하려면 Default attribute values(기본 속성 값) 섹션을 확장합니다. 그런 다
음 변수 목록에서 변수에 사용할 기본값을 입력합니다. 템플릿의 각 변수에 대해 이 작업을 수행하는 것
이 좋습니다.

8. 완료한 후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새 템플릿에 메시지 변수를 추가한 경우 생성을 선택합니다.
• 기존 템플릿에 메시지 변수를 추가한 경우 변경 사항을 새 버전의 템플릿으로 저장하려면 새 버전으로 

저장을 선택하십시오.
• 기존 템플릿에 메시지 변수를 추가한 경우 변경 사항을 최신 버전 템플릿에 대한 업데이트로 저장하려

면 Update version(버전 업데이트)을 선택하십시오. 이 옵션은 3단계에서 최신 버전 템플릿을 연 경우
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템플릿을 사용하여 캠페인 및 여정에서 보내는 메시지에 맞춤형 추천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제한된 대상에게 직접 메시지 또는 테스트 메시지로 보내는 메시지에는 추천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
한 메시지에서 템플릿을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Amazon Pinpoint는 모델의 추천을 직접 메시지 
또는 테스트 메시지의 수신자와 상호 연관시킬 수 없습니다. 추천을 사용하는 템플릿의 모양과 형식을 테스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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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zon Pinpoint 사용 설명서
메시지에서 추천 제거

트하려면 추천 속성을 참조하는 각 메시지 변수에 대해 기본값을 지정한 후, 해당 템플릿을 사용하는 테스트 
메시지를 보냅니다.

메시지에서 추천 제거
메시지에서 맞춤형 추천을 제거하려면 메시지가 사용하는 메시지 템플릿을 업데이트합니다. 템플릿을 업데
이트할 때 추천에 대한 모든 메시지 변수 또는 일부 메시지 변수만 제거하십시오.

템플릿에서 추천을 제거하는 경우 Amazon Pinpoint가 템플릿을 사용하고 아직 전송되지 않은 메시지 (예: 나
중에 보내도록 예약된 캠페인 메시지) 에 변경 사항을 반드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추천을 제거하는 
템플릿의 버전과 템플릿을 사용하는 메시지를 구성한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정보는 메시지 템플릿 
버전 관리 (p. 290)을 참조하십시오.

메시지 템플릿에서 추천을 제거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메시지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3. 메시지 템플릿 페이지에서 추천을 제거하려는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템플릿 페이지에서 편

집을 선택합니다.
4. Template details(템플릿 세부 정보)에서 버전 선택기를 사용하여 시작점으로 사용할 템플릿 버전을 선

택합니다. 최신 버전을 선택하면 변경 사항을 해당 템플릿 버전에 직접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변경 
사항을 새 템플릿 버전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5. 메시지 편집기에서 제거할 각 추천 속성에 대한 메시지 변수의 텍스트를 모두 삭제합니다. 각 메시지 변
수는 두 개의 중괄호 세트와 연관된 속성의 이름으로 구성됩니다 (예:{{RecommendationItems}}.

템플릿에서 추천 모델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모델에서 제공하는 추천 속성에 대한 모든 변수를 삭제합니
다. 그런 다음 Attribute finder(속성 찾기)에서 Recommended attributes(추천 속성) 섹션을 확장하고, 모
델 이름 옆의 X를 선택합니다.

6. 완료한 후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변경 사항을 새 템플릿 버전으로 저장하려면 새 버전으로 저장을 선택하십시오.
• 변경 사항을 최신 버전 템플릿에 대한 업데이트로 저장하려면 Update version(버전 업데이트)을 선택

하십시오. 이 옵션은 4단계에서 최신 버전 템플릿을 선택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에서 기계 학습 모델 관리
이기계 학습 모델Amazon Pinpoint 콘솔의 페이지에서는 현재 Amazon Pinpoint 계정에 연결한 모든 머신 
러닝 (ML) 모델에 대한 Amazon Pinpoint 구성 설정을 보고 변경하고 관리할 수 있는 단일 위치를 제공합니
다.AWS리전. 이 페이지를 사용하여 ML 모델 연결에 대한 구성 설정 보기, 변경 및 삭제와 같은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 ML 모델의 데이터를 연결 및 사용하도록 Amazon Pinpoint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
다.

주제
• 모델 모음 보기 (p. 305)
• 모델에 대한 설정 보기 (p. 305)
• 모델에 대한 설정 변경 (p. 305)
• 모델 복사 (p. 306)
• 모델 삭제 (p. 306)

모델에 대한 연결을 추가하고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에서 추천 모델 설
정 (p. 299)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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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모음 보기
이기계 학습 모델페이지에는 에서 계정에 대한 특정 ML 모델의 데이터를 연결 및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모
든 구성 목록이 표시됩니다. 목록을 보다 쉽게 찾아보거나 특정 구성을 빠르게 찾으려면 목록을 정렬 및 필터
링하고, 표시할 열을 선택하고, 목록에 대한 다른 표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ML 모델 모음을 보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기계 학습 모델을 선택합니다. 기계 학습 모델 페이지가 열리고 모음의 구성 수와 해당 구성 

목록이 표시됩니다.
3. 목록을 사용자 지정하거나 특정 구성을 빠르게 찾으려면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특정 값 유형별로 목록을 정렬하려면 해당 값의 열 머리글을 클릭합니다. 정렬 순서를 오름차순에서 
내림차순으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하려면 열 머리글을 다시 클릭합니다.

• 이름에 특정 텍스트가 포함된 구성만 표시하는 필터를 적용하려면 목록 위의 검색 상자에 텍스트를 입
력합니다. 필터를 제거하려면X의검색상자.

• 목록에 표시되는 구성 수를 변경하려면 페이지 상단의 설정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페이지 
크기에서 표시할 구성 수를 선택한 다음 변경 사항 저장을 선택합니다.

• 목록에서 열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려면 페이지 상단의 설정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Choose 
visible columns(표시된 열 선택)에서 각 열을 표시하거나 숨긴 다음 변경 사항 저장을 선택합니다.

모델에 대한 설정 보기
기계 학습 모델 페이지를 사용하면 특정 구성을 빠르게 찾아서 열어 해당 설정 및 기타 정보를 볼 수 있습니
다. 예를 들어 모델에서 메시지에 사용하기 위해 제공하는 속성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설정을 보기 위해 구
성을 연 후 구성에 대한 설정을 변경 (p. 305)할 수도 있습니다.

ML 모델의 설정을 보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기계 학습 모델을 선택합니다.
3. 기계 학습 모델 페이지에서 설정을 보려는 구성을 선택합니다.

구성 페이지가 열리고 구성에 대한 현재 설정이 표시됩니다.

모델에 대한 설정 변경
ML 모델의 구성 설정을 변경하기 전에 에서 해당 모델을 사용하는 메시지 템플릿에 변경 사항을 자동으로 적
용한다는 Amazon Pinpoint 유의해야 합니다. (템플릿의 활성 버전과 최신 버전 모두에 변경 내용이 적용됩니
다.) 즉, 변경 내용이 해당 템플릿을 사용하는 아직 전송되지 않은 메시지(예: 나중에 보내도록 예약된 캠페인 
메시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변경으로 인해 가 해당 구성을 사용하는 아직 전송되지 않은 메시지를 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변경으로 인해 이러한 메시지가 예기치 않거나 원치 않는 방식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변경하는 구성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모델을 사용하는 템플릿을 설계한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ML 모델의 구성 설정을 변경하는 경우, 모델의 현재 설정을 사용하는 템플릿도 검토하고 적절하게 변경해
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속성을 삭제하는 경우 해당 속성을 사용하는 모든 템플릿에서 해당 속성을 제거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또한 각 메시지 템플릿의 해당 버전을 변경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메시지 템플릿 편
집 (p. 288)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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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템플릿과 메시지에 변경 사항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구성 복사본을 만들고 (p. 306), 원하는 변경 사항
과 함께 복사본을 저장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새 템플릿에서 구성 복사본을 사용하거나, 구성 복사본을 사용
하도록 기존 템플릿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ML 모델에 대한 설정을 변경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기계 학습 모델을 선택합니다.
3. 기계 학습 모델 페이지에서 변경할 구성을 선택합니다. 구성 페이지가 열리고 구성에 대한 현재 설정이 

표시됩니다.
4. 모델 편집을 선택합니다.
5. 모델 설정 페이지에서 원하는 대로 변경합니다. 구성 이름을 제외한 모든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

성 이름을 변경하려면 구성의 복사본을 만들고 (p. 306) 원하는 이름으로 복사본을 저장한 다음 원래 
구성을 삭제 (p. 306)(선택 사항)합니다.

6. 이러한 설정을 모두 변경했으면 다음을 선택합니다.
7. 속성 추가 페이지에서 원하는 대로 변경한 후 다음을 선택합니다.
8. 검토 및 게시 페이지에서 새 설정을 검토하고 원하는 설정인지 확인합니다. 원하는 설정이면 게시를 선

택하여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모델 복사
ML 모델의 기존 구성과 유사한 새 구성을 빠르게 만들려면 구성의 복사본을 만들면 됩니다. 그런 다음 원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구성 복사본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ML 모델을 복사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기계 학습 모델을 선택합니다.
3. 기계 학습 모델 페이지에서 복사할 구성 옆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4. 작업 메뉴에서 복제를 선택합니다.
5. Recommender model name(추천 모델 이름)에 구성 복사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름은 문자 또는 숫

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최대 128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문자는 문자, 숫자, 밑줄 (_) 또는 하이픈 (‐) 
일 수 있습니다.

6. 이름 입력을 마치면 Duplicate model(모델 복제)을 선택합니다. 구성 페이지가 열리고 복사한 구성에 대
한 현재 설정이 표시됩니다.

7. (선택 사항) 구성 복사본을 변경하려면 모델 편집을 선택한 다음 원하는 대로 변경합니다. 마쳤으면 게
시를 선택합니다.

모델 삭제
Amazon Pinpoint에서 ML 모델의 구성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구성을 삭제하면 됩니다. 구성을 삭제하면 에서 
구성에 대한 모든 설정을 삭제하며 새 메시지 템플릿과 기존 메시지 템플릿 모두에서 해당 구성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구성을 삭제한 후에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Warning

구성을 삭제하면 에서 해당 구성을 사용하는 아직 전송되지 않은 메시지 (예: 나중에 보내도록 예약
된 캠페인 메시지) 를 보낼 수 없습니다. 구성을 삭제하기 전에 해당 구성을 사용하는 메시지 템플릿
의 내용과 설정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합니다. 또한 이러한 템플릿을 사용하는 캠페인 및 여정 활동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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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을 삭제해도 는 구성에서 사용하고 다른 리소스에 저장된 리소스나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습니다.AWS
서비스. 여기에는 Amazon Personalize 솔루션 및 캠페인과 모든 캠페인과 모든 캠페인이 포함됩니다.AWS 
Lambda함수.

ML 모델을 삭제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기계 학습 모델을 선택합니다.
3. 기계 학습 모델 페이지에서 삭제할 각 구성 옆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4. [Actions] 메뉴에서 [Delete]를 선택합니다.
5. 표시되는 창에서 delete를 입력하여 선택한 구성을 삭제할 것인지 확인한 다음 모델 삭제를 선택합니

다.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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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zon Pinpoint 사용 설명서
일반 설정

Amazon Pinpoint 설정
일반적으로 각 프로젝트의 설정을 구성하면, 이러한 설정이 프로젝트의 모든 캠페인 및 여정에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개별 캠페인 또는 여정을 맞춤화하려면, 해당 캠페인 또는 여정의 
특정 설정을 변경하면 됩니다. 그러면 변경 사항이 해당 프로젝트의 기본 설정을 재정의하고, 캠페인 또는 여
정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사용자 지정 설정을 사용합니다.

개별 프로젝트, 캠페인 또는 여정과 관련된 설정 외에도 일부 계정 수준 설정도 있습니다. 이러한 계정 수준 
설정은 Amazon Pinpoint 계정의 모든 프로젝트 및 경우에 따라 다른AWS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설정
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널의 프로덕션 액세스 및 전송 할당량
• Amazon Pinpoint SMTP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이메일을 전송하기 위한 SMTP 자격 증명 및 기타 설정
• SMS 및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SMS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한 전용 전화번호
• 이메일과 SMS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확인된 자격 증명
• SMS 메시지 전송을 위한 단축 코드, 긴 코드, 10DLC, 키워드 및 등록된 발신자 ID와 같은 SMS 정보.

Amazon Pinpoint 계정의 모든 설정을 보려면 Amazon Pinpoint 프로젝트를 열고 탐색 창에서 설정을 선택한 
다음 보려는 설정 유형을 선택합니다.

주제
• 일반 설정 (p. 308)
• 이메일 설정 (p. 311)
• SMS 및 음성 설정 (p. 315)
• 푸시 알림 설정 (p. 346)
• 모바일 및 웹 앱 분석 설정 (p. 348)
• 이벤트 스트림 설정 (p. 348)

일반 설정
일반 설정 페이지를 사용하여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현재 프로젝트의 캠페인 및 여정에 대해 메시지
를 보낼 수 있는 시기와 Amazon Pinpoint Pinpoint가 해당 캠페인 및 여정에 대해 보낼 수 있는 메시지 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메시지 전송 기간 및 각 엔드포인트로 전송할 최대 메시지 수 등의 설정이 포
함됩니다. 또한 일반 설정 페이지를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주제
• 프로젝트의 기본 설정 구성 (p. 308)
• 프로젝트 삭제 (p. 310)

프로젝트의 기본 설정 구성
일반 설정 페이지에서 프로젝트의 캠페인 및 여정에 적용할 기본 설정 및 할당량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
한 설정을 변경하면 Amazon Pinpoint Pinpoint는 프로젝트를 위해 생성한 모든 새 캠페인 및 여정에 자동으
로 설정을 적용합니다. 이전에 만든 캠페인 또는 여정에는 이 설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별 캠페인 및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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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대해 이와 동일한 설정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 캠페인 또는 여정에 대한 설정을 구성하는 경우
일반 설정 페이지에서 선택한 설정을 재정의합니다.

프로젝트의 기본 설정을 구성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All projects(모든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기본 설정을 변경할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의 설정 아래에서 일반 설정을 선택합니다.
4. 편집(Edit)을 선택합니다.
5. Edit general settings(일반 설정 편집) 페이지에서 다음 설정을 변경합니다.

a. 캠페인 설정

대기 시간

이러한 설정을 사용하면 Amazon Pinpoint Pinpoint가 특정 시간 동안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
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을 구성하려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입력합니다. 엔드포인트
의 현지 시간대를 기준으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사이에 메시지가 전송되는 경우 Amazon 
Pinpoint Pinpoint는 해당 엔드포인트로 메시지 전송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Note

이 설정을 현지 시간대에 맞추려면 수신자의 엔드포인트 정의에 적절한 형식의
Demographic.Timezone 속성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시간을 지정할 때는 24시간 표기법을 사용하여 HH:MM 형식으로 지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오
후 9:30이라면 21:30을 입력합니다.

엔드포인트당 최대 일일 메시지 수

이 설정을 사용하여 프로젝트의 모든 캠페인에서 24시간 동안 단일 엔드포인트에 보낼 수 있는 
최대 메시지 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하는 값은 100 미만이어야 합니다.

Note

특정 상황에서는 엔드포인트가 이 설정에서 지정한 값을 초과하는 많은 메시지를 수
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설정이 하루에 최대 5개의 메시지를 보내도록 구성되
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엔드포인트를 타겟팅하는 캠페인 10개가 있고 10개 캠
페인이 모두 동시에 시작되면 엔드포인트는 10개의 메시지를 수신합니다. 그러나 엔
드포인트를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이 10개이고 캠페인의 시작 시간이 몇 분으로 구분
되어 있는 경우 수신자는 메시지를 5개만 수신합니다.

엔드포인트당 최대 메시지 수

이 설정을 사용하여 각 캠페인에서 단일 엔드포인트에 보낼 수 있는 최대 메시지 수를 지정합
니다. 캠페인이 반복되는 경우 이 설정은 캠페인의 모든 실행에 적용됩니다. 지정하는 값은 100 
미만이어야 합니다.

Note

이 설정은 엔드포인트에 실제로 전송되는 메시지 수가 아니라 엔드포인트를 대상으로
하는 메시지 수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새 계정을 만들면 메시지를 자동 전송
하도록 구성된 캠페인이 있는데 해당 엔드포인트에서 그 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경
우(예: 엔드포인트에 대기 시간 설정 적용), 해당 엔드포인트도 대상으로 계산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후속 캠페인 실행에서 해당 엔드포인트를 제외합니다.

초당 최대 메시지 수

캠페인에서 초당 보낼 수 있는 최대 메시지 수를 지정하려면 이 설정을 사용합니다. 지정하는 
값은 1에서 20,000 사이의 숫자여야 합니다. 초당 메시지 수 매개 변수를 정의하면 해당 매개 
변수와 일치하도록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를 정의하지 않은 경우 최대한 빨리 메시지를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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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송 속도는 특정 시점의 채널 지연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최대 캠페인 실행 시간

캠페인이 예약된 시작 시간 이후에 메시지 전송을 시도할 수 있는 최대 시간(초)을 지정하려면 
이 설정을 사용합니다. 이 설정의 최소 값은 60초입니다.

b. 여정 설정

특정 기간 내 모든 여정에서 전송되는 최대 메시지 수

이 설정을 사용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메시지를 단일 엔드포인트로 보낼 수 있는 최대 횟수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7일이라는 기간 내에 각 엔드포인트에 최대 3개의 메시지를 보내려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0이며, 이는 여정의 엔드포인트가 수신할 수 있는 메
시지 수에는 제한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기간

0으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 특정 기간 내 모든 여정의 최대 메시지 수에 적용되는 일수입니다. 
기본 설정은 0이며, 이는 여정의 엔드포인트가 수신할 수 있는 일수에는 제한이 없음을 의미합
니다.

6. 마쳤으면 저장을 선택합니다.

프로젝트 삭제
Amazon Pinpoint에서 프로젝트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Amazon Pinpoint 콘솔을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Warning

프로젝트를 삭제하면 Amazon Pinpoint Pinpoint는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프로젝트별 설정, 캠페인, 
여정 및 기타 정보를 삭제합니다. 정보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프로젝트를 삭제하면 Amazon Pinpoint Pinpoint는 푸시 알림 및 양방향 SMS 메시지 채널에 대한 모든 프로
젝트 관련 설정과 Amazon Pinpoint Pinpoint에 저장된 모든 세그먼트, 캠페인, 여정 및 프로젝트별 분석 데이
터를 삭제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세그먼트 — 모든 세그먼트 설정 및 데이터. 동적 세그먼트의 경우, 여기에는 정의한 세그먼트 그룹과 필터
가 포함됩니다. 가져온 세그먼트의 경우, 여기에는 가져온 엔드포인트, 사용자 ID 및 기타 데이터와 적용한 
필터가 포함됩니다.

• 캠페인 — 모든 메시지, 메시지 처리 및 변수, 분석 데이터, 일정 및 기타 설정
• 여정 — 모든 활동, 분석 데이터, 일정 및 기타 설정
• 분석 — 캠페인과 여정을 위해 전송 및 전달된 메시지 수, 모든 여정 실행 지표 등 모든 참여 지표에 대한 데

이터입니다. 모바일 및 웹 앱의 경우 Amazon Kinesis Kinesis와 같은 다른AWS 서비스로 스트리밍되지 않
은 모든 이벤트 데이터, 모든 퍼널, 애플리케이션 사용, 수익 및 인구 통계 지표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프로
젝트를 삭제하기 전에 이 데이터를 다른 위치로 내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대시보드 내보내기” (p. 230)을 참조하세요.

Amazon Pinpoint 계정과 사용자의 계정 수준 설정 및 데이터는AWS 계정 삭제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
요.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메시지 템플릿.
• 채널의 프로덕션 액세스 및 전송 할당량
• SMS 및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SMS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한 전용 전화번호
• 이메일과 SMS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확인된 자격 증명
• SMS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단축 코드, 긴 코드, 키워드 및 등록된 발신자 ID 등의 SMS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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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zon Pinpoint SMTP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이메일을 전송하기 위한 SMTP 자격 증명 및 기타 설정
• 기계 학습 모델에 연결하고 사용하기 위한 구성 설정입니다.

또한 다른 AWS 서비스에 저장된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Amazon Kinesis Kinesis와 같은 다
른AWS 서비스로 스트리밍한 이벤트 데이터, 세그먼트를 정의하기 위해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버킷에서 가져온 파일, Amazon에서 구성한 모든 Amazon Pinpoint 지표 및 지출 경보가 포함
됩니다CloudWatch.

프로젝트를 삭제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All projects(모든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삭제할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의 설정 아래에서 일반 설정을 선택합니다.
4. 프로젝트 삭제를 선택합니다.
5. 삭제할 프로젝트의 이름을 입력한 후, 확인을 선택합니다.

이메일 설정
이메일 설정 페이지를 사용하여 지난 24시간 동안 보낸 이메일 수, 계정에 전송 제한이 있는지 여부 등 
Amazon Pinpoint 계정의 이메일 사용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 설정 페이지를 사용하여 현재 프로젝트의 이메일 채널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
다. 프로젝트의 이메일 채널을 비활성화하면 프로젝트의 캠페인 또는 여정에서 이메일을 전송할 수 없습니
다. 하지만 Amazon Pinpoint 계정에서 트랜잭션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 설정 페이지를 사용하여 현재 프로젝트의 이메일 자격 증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자격 증명 은 사용자가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 또는 도메인입니
다. Amazon Pinpoint를 사용하여 이메일에 “From”, “Source” 또는 “Return-Path” 주소로 사용하려는 모든 이
메일 주소는 Amazon Pinpoint Pinpoint를 사용하여 이메일을 보내려면 먼저 “From”, “Source” 또는 “Return-
Path” 주소로 사용하려는 모든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제
• 이메일 사용량에 대한 세부 정보 보기 (p. 311)
• 이메일 채널 활성화 및 비활성화 (p. 312)
• 자격 증명 확인 (p. 312)

이메일 사용량에 대한 세부 정보 보기
이메일 설정 페이지의 이메일 사용 및 제한 섹션에서는 Amazon Pinpoint 계정의 이메일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계정에서 전송한 이메일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를 계정이 24시간 동
안 전송할 수 있는 최대 이메일 수(발신 할당량이라고 함)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당 전송할 수 있는 
최대 이메일 수(전송 속도라고 함)도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세부 보고서는 분석 페이지에서 캠페인 (p. 239) 및
트랜잭션 메시징 (p. 244)을 참조하십시오.

Note

이 섹션에 표시된 이메일 전송 할당량, 속도 및 사용량 값은 현재 AWS 리전의 AWS 계정 전체
에 적용됩니다. Amazon SES SES를 사용하여 동일한 지역에서 이메일을 보낸 경우 이 섹션에는 
Amazon SES와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보낸 이메일 메시지 수가 표시됩니다.

Email usage and restrictions(이메일 사용량 및 제한) 섹션에는 계정이 샌드박스에 있는지 여부도 표시됩니
다. 계정이 샌드박스에 있으면 발신 할당량과 전송 속도가 비교적 낮은 값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확인된 이
메일 주소 또는 도메인으로만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발신 할당량 또는 전송 속도 증가 요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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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이메일 전송 할당량 관리 (p. 27)를 참조하십시오. 샌드박스에서 계정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he section called “이메일 샌드박스” (p. 20)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이메일 채널 활성화 및 비활성화
현재 프로젝트의 캠페인 및 여정에 대한 이메일을 전송하려면 먼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이메일 채널을 활
성화해야 합니다. 프로젝트의 캠페인 또는 여정에 대한 이메일을 전송하지 않으려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이메일 채널을 비활성화하면 됩니다.

트랜잭션 이메일을 전송하도록 이메일 채널을 활성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트랜잭션 이메일은 특정 작업에 
대한 응답으로 일반적으로 한 번만 전송되는 이메일입니다. 트랜잭션 이메일 전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he 
section called “이메일 전송” (p. 31)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프로젝트에 대해 이메일 채널을 활성화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All projects(모든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이메일 채널을 활성화할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의 설정 아래에서 이메일을 선택합니다.
4. 자격 증명 탭에서 편집을 선택합니다.
5. Enable the email channel for this project(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메일 채널 활성화)를 선택합니다.
6. 이메일 자격 증명을 아직 확인하지 않은 경우, the section called “자격 증명 확인” (p. 312) 단원에서 해

당 절차를 완료합니다. 확인한 경우 사용하려는 자격 증명을 선택합니다.
7. 저장을 선택합니다.

이메일 채널을 비활성화하는 프로세스도 비슷합니다. 이메일 채널을 비활성화한 경우 프로젝트의 캠페인 또
는 여정에 대한 이메일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Amazon Pinpoint 계정에서 트랜잭션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메일 채널을 비활성화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All projects(모든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이메일 채널을 비활성화할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의 설정 아래에서 이메일을 선택합니다.
4. 자격 증명 탭에서 편집을 선택합니다.
5. Enable the email channel for this project(이 프로젝트에 대해 이메일 채널 활성화)의 선택을 취소한 후

저장을 선택합니다.

자격 증명 확인
자격 증명은 이메일 전송에 사용되는 이메일 주소 또는 도메인입니다. Amazon Pinpoint를 사용하여 이메일
에 “보낸 사람”, “출처”, “발신자” 또는 “반환 경로” 주소로 사용하는 모든 ID는 인증을 거쳐야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각 AWS 리전에서 이메일 주소 또는 도메인을 모두 합산하여 최대 10,000개를 확인할 수 있습
니다. 계정이 아직 Amazon Pinpoint 샌드박스에 있는 경우 이메일을 보내려는 자격 증명 또한 확인해야 합니
다.

이메일 주소 확인
도메인의 DNS 설정을 변경할 수 없거나 상용 도메인의 주소(예: gmail.com 또는 hotmail.com)에서 이메일을 
전송하려는 경우, 프로젝트에서 이메일을 전송할 때 사용할 개별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려면

1. 이전 단원 (p. 312)의 절차를 완료하여 이메일 채널을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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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dentity type(자격 증명 유형)에서 이메일 주소를 선택한 다음, Verify a new email address(새 이메일 주
소 확인)를 선택합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세요.

• 기존 이메일 주소 사용을 선택한 다음 기본 발신자 주소를 선택합니다. 이 주소를 식별하는 친절한 발
신자 이름을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새 이메일 주소 확인을 선택하고 확인하려는 새 기본 발신자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메일 주소는 액세
스가 가능하고 메일 수신이 가능한 주소여야 합니다.

4. Verify email address(이메일 주소 확인)를 선택합니다.
5. 저장을 선택합니다.
6. 입력한 주소의 받은 편지함에서 no-reply-aws@amazon .com에서 보낸 이메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메일을 열고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여 해당 이메일 주소에 대한 확인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Note

5분 내에 확인 이메일을 수신하게 됩니다. 이메일이 도착하지 않으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확인합니다.
• 확인하려는 이메일 주소가 이메일 수신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다른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

여 확인하려는 주소에 테스트 이메일을 보내 이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 정크 메일 폴더를 확인합니다.

확인 이메일의 링크는 24시간 후에 만료됩니다. 확인 이메일을 다시 보내려면 이메일 설정 페
이지의 ID 탭에서 확인 이메일 보내기를 다시 선택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확인할 때는 다음을 고려하십시오.

•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여러AWS 리전에 엔드포인트가 있으며 이메일 주소의 확인 상태는 리전마다 
서로 다릅니다. 하나 이상의 리전에서 동일한 자격 증명으로부터 이메일을 전송하고 싶으면 각 리전에 대
한 자격 증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 AWS 리전에서 최대 10,000개의 자격 증명(이메일 주소 및 도메인을 
모두 합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주소의 로컬 부분(@ 기호의 앞 부분)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user@example.com을 
확인한다면, USER@example.com 주소까지 확인해야 이 주소에서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도메인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user@example.com을 확인한다면
user@EXAMPLE.com에서도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주소의 로컬 부분 뒤와 @ 기호 앞의 텍스트 문자열 뒤에 더하기 기호(+)를 추가하여 확인된 이메일 주
소에 레이블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abel1을 주소 user@example.com에 적용하려면 user
+label1@example.com을 사용합니다. 확인된 각 주소에 레이블을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From(발신 주소)" 및 "Return-Path(반환 경로)" 필드에 레이블을 사용하여 VERP(Variable Envelope 
Return Path)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Note

레이블이 없는 주소를 확인하면 주소에 레이블을 추가하여 구성될 수 있는 모든 주소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레이블이 적용된 주소를 확인하는 경우 해당 주소에 다른 레이블을 사용할 수 없
습니다.

도메인 확인
소유한 도메인으로부터 이메일을 전송할 계획이라면 해당 도메인의 개별 이메일 주소가 아니라 해당 도메인
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메인을 확인한 후 해당 도메인의 어떤 주소에서든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예
를 들어, 도메인 example.com을 확인하면 carlos@example.com, jane@example.com 및 example.com 도
메인의 기타 모든 주소에서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도메인의 하위 도메인에서 어떤 주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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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든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메인 example.com을 확인한 경우, jane@example.com 및
john@subdomain.example.com으로부터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Important

도메인을 확인하려면 해당 도메인의 DNS 설정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메인의 DNS 설정을 
수정하는 절차는 DNS 또는 웹 호스팅 공급자에 따라 다릅니다. 도메인의 DNS 설정 변경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해당 공급자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도메인을 확인하려면

1. 이전 단원 (p. 312)의 절차를 완료하여 이메일 채널을 활성화합니다.
2. Identity type(자격 증명 유형)에서 도메인을 선택한 다음 Verify a new domain(새 도메인 확인)을 선택합

니다.
3. 도메인에 확인하고 싶은 도메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4. Default sender address(기본 발신자 주소)에 이 도메인에서 이메일을 전송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할 이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메일을 전송할 때 다른 주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이메일에 다
른 주소를 지정하지 않으면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이 기본 주소에서 이메일을 보냅니다.

5. Verify This Domain(이 도메인 확인)을 선택합니다.
6. DNS records for domain verification(도메인 확인을 위한 DNS 레코드) 아래에서 CNAME 레코드를 

복사하고 이를 컴퓨터의 위치에 저장합니다. 아니면 레코드를 다운로드하여 .csv 파일에 저장하려면
Download record set(레코드 세트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7. DNS 공급자의 관리 콘솔에 로그인한 후, 이전 단계에서 저장한 값이 포함된 새 CNAME 레코드 3개를 
만듭니다. 몇몇 주요 공급자의 설명서에 대한 링크는 다음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DNS 설정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배포되려면 보통 24~48시간이 걸립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가 도
메인의 DNS 구성에서 이러한 3개의 CNAME 레코드를 모두 감지하면 확인 프로세스가 완료됩니다. 확
인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까지 도메인에서 이메일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도메인을 확인하는 경우 다음을 고려하십시오.

• 하위 도메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도 확인된 도메인의 모든 하위 도메인에서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
습니다. 예를 들어, example.com을 확인하면 a.example.com 또는 a.b.example.com을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 RFC 1034에 지정된 대로 각 DNS 레이블은 최대 63자까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도메인 이름의 
총 길이는 255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여러AWS 리전에 엔드포인트가 있으며 도메인의 확인 상태는 리전마다 서로 
다릅니다. 하나 이상의 리전에서 동일한 자격 증명으로부터 이메일을 전송하고 싶으면 각 리전에 대한 자
격 증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 AWS 리전에서 최대 10,000개의 자격 증명(도메인 및 이메일 주소를 모두 
합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공급자를 위한 DNS 레코드 구성 지침
도메인의 DNS 레코드를 업데이트하는 절차는 사용하는 DNS 또는 웹 호스팅 공급자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 
표에 몇몇 일반적인 공급자의 설명서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목록에 모든 공급자가 빠짐없이 포함된 것은 
아니며,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어떤 회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승인 또는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
다. 공급자가 표에 없으면 Amazon Pinpoint Pinpoint를 통해 도메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DNS/호스팅 공급자 설명서 링크

Amazon Route 53 Amazon Route 53 콘솔을 사용하여 레코드 생성

GoDaddy CNAME 레코드 추가

Dreamhost 사용자 지정 DNS 레코드를 추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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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S/호스팅 공급자 설명서 링크

Cloudflare Cloudflare에서 DNS 레코드 관리

HostGator HostGator/enOm을 사용하여 DNS 레코드를 관리하
세요

Namecheap 도메인에서 TXT/SPF/DKIM/DMARC 레코드를 추가
하는 방법

Names.co.uk 도메인 DNS 설정 변경

Wix Wix 계정에서 CNAME 레코드 추가 또는 업데이트

도메인 확인 팁 및 문제 해결
이전 단계들을 완료했지만 72시간 후에 도메인이 여전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 DNS 레코드의 값을 올바른 필드에 입력했는지 확인합니다. 일부 공급자들은 Name/host(이름/호스트) 필
드를 Host(호스트) 또는 Hostname(호스트 이름)으로 지칭합니다. 또한 일부 공급자는 레코드 값 필드를
Points to(가리키는 대상) 또는 결과로 지칭합니다.

• 자신의 공급자가 DNS 레코드에 입력한 이름/호스트 값에 도메인 이름을 자동으로 추가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일부 공급자는 추가했다는 표시를 하지 않고 도메인 이름을 추가합니다. 공급자가 Name/
host(이름/호스트) 값에 도메인 이름을 추가한 경우, 값 끝에서 도메인 이름을 제거합니다. 또한 DNS 레코
드의 값 끝에 마침표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마침표는 그 도메인 이름이 완전한 이름임을 공급자에게 
알려 줍니다.

• 각 DNS 레코드의 Name/host(이름/호스트) 값에는 밑줄 문자(_)가 필요합니다. 공급자가 DNS 레코드 이름
에 밑줄을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급자의 고객 지원 팀에 문의해서 추가적인 도움을 받
으십시오.

• 도메인의 DNS 구성에 추가해야 하는 확인 레코드는 각 AWS 리전마다 다릅니다. 도메인을 사용하여 여러 
AWS 리전으로부터 이메일을 전송하고 싶다면, 이들 리전 각각에서 도메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SMS 및 음성 설정
SMS 및 음성 설정 페이지를 사용하여 현재 프로젝트의 SMS 채널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이 페이
지를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 AWS계정에서 보내는 모든 SMS 메시지에 적용되는 기본 설정을 관리합니다. 이러한 설정은 Amazon 
SNS SNS와 같은 다른AWS 서비스를 사용하여 보내는 메시지에도 적용됩니다.

• SMS 및 음성 메시지를 보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 긴 코드, 무료 전화 번호 또는 10DLC 전화 번호를 요청하세요.

번호 구매 유형
SMS 및 음성 설정 페이지에서 다음 유형의 번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0DLC (미국만 해당) — 10자리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대용량 A2P (Application-to-Person) SMS 메시징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이동 통신사에 등록된 긴 코드 유형입니다. 10DLC를 사용하려면 먼저 회사와 사용 
사례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완료한 후 전화번호를 10DLC 캠페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10DLC 설정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10DLC (p. 318).

• 수신자 부담 (미국만 해당) - 800, 888, 866, 866, 866, 855, 844 또는 833 접두사 중 하나로 시작하는 10자
리 숫자입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는 등록 확인 또는 일회용 암호 같은 트랜잭션 메시지를 보낼 때만 사
용해야 합니다. 초당 최대 3개의 메시지 부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옵트인 및 옵트아웃 메시지는 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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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스트림으로AWS 관리됩니다. 따라서 수신자가 메시지 수신에 동의하거나 수신을 거부할 때 표시되는 메
시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등록 요구 
사항 및 프로세스 (p. 341)에서 확인하세요.

• 긴 코드 - 수신자가 위치한 국가 또는 리전의 번호 형식을 사용하는 전화번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캐
나다의 긴 코드에는 숫자 1 (국가 코드), 3자리 지역 코드, 3자리 지역 코드, 7자리 전화번호 등 11자리가 포
함됩니다. SMS 및 음성 설정 페이지에서 음성 채널에 사용할 긴 코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단축 코드 — SMS 메시지 전송을 위한 짧은 전화번호 (일반적으로 5~6자리 숫자) 입니다. 단축 코드는 일
반적으로 매우 높은 처리량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캐나다에서 단축 코드는 기본적으로 초당 
100개의 메시지 파트를 지원하며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훨씬 더 높은 요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국가 또는 리전별로 다릅니다. 단축 코드를 받는 데 보통 몇 주가 걸립니다. 단축 코드를 받으려면
AWS Support 케이스를 생성해야 합니다. 단축 코드 요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the 
section called “단축 코드 요청” (p. 72).

미국 전화번호 기능
Amazon Pinpoint Pinpoint는 미국에서 다른 국가보다 더 많은 유형의 전화번호를 지원합니다. 다음 표는 미
국의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 유형의 기능을 비교합니다.

Note

짧은 코드와 긴 코드는 미국 이외의 국가 및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번호 유형의 기
능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단축 코드 요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Amazon Pinpoint 
Pinpoint로 SMS 메시징에 대한 단축 코드 요청 (p. 72). 긴 코드 요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
하십시오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SMS 메시징 전용 단축 코드 요청 (p. 75).
무료 전화 및 10DLC 전화번호는 미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번호 유형 숫자 형식 채널 지원 등록이 필요합
니다.

프로비저닝 시
간

SMS 처리량

단축 코드 5—6자리 숫자 SMS 전용 예 최소 10주 기본적으로 초
당 100개의 메
시지 부분

수신자 부담 10자리 숫자 SMS, 음성 예

Important

미국 
이동 
통신사
는 최
근 정
책을 
변경했
으며 
모든 
수신
자 부
담 전
화번호 
(TFN) 
는 등
록 절
차를 
완료해
야 합

15일 초당 3개의 메
시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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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유형 숫자 형식 채널 지원 등록이 필요합
니다.

프로비저닝 시
간

SMS 처리량

니다. 
자세한 
정보
는수신
자 부
담 전
화번
호 등
록 (p. 342)
을 참
조하세
요. 로 
방문하
여 전
화번호 
상태를 
확인할 
수수신
자 부
담 전
화번
호 등
록 상
태 (p. 344)
있습니
다.
제출 
후 등
록이 
처리되
는 데 
영업
일 기
준 최
대 15
일까지 
소요
될 수 
있습니
다.

10DLC 10자리 숫자 SMS, 음성 예 약 1주 회사 및 캠페인 
세부 정보에 따
라 다름

미등록 긴 코드 10자리 숫자 음성 전용 아니요 즉시 사용 가능 해당 사항 없음 
- 음성에만 사용 
가능

SMS 및 음성 샌드박스
Amazon Pinpoint SMS 및 음성 메시징 채널을 사용하는 새 계정은 샌드박스 환경에 배치됩니다. 계정이 샌드
박스에 배치된 동안에는 Amazon Pinpoint Pinpoint의 모든 메시지 전송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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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션 액세스를 요청하여 이러한 제한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SMS 샌드박스 
정보 (p. 55) 및 Amazon Pinpoint 음성 샌드박스 (p. 125) 단원을 참조하세요.

10DLC
Amazon Pinpoint Pinpoint를 사용하여 미국의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10DLC 전화번호를 사용하
여 해당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약어 10DLC는 “10자리 긴 코드”를 나타냅니다. 10DLC 전화번호는 단
일 발신자 및 단일 사용 사례에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됩니다. 이 등록 프로세스를 통해 이동통신사는 메시지
를 보내는 데 사용되는 각 전화번호의 승인된 사용 사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DLC 전화번호는 높
은 처리량과 전송 속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0DLC 전화번호에서 보낸 메시지는 수신자의 기기에 10자리 전화번호로 표시됩니다. 10DLC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거래 메시지와 프로모션 메시지를 모두 보낼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이미 단축번호 또
는 수신자 부담 전호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10DLC를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10DLC를 설정하려면 먼저 회사 또는 브랜드를 등록합니다. 다음으로 사용 사례에 대한 설명인 10DLC 캠페
인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이 정보는 10DLC 등록 정보를 수집하는 업계 조직인 Campaign Registry와 공유됩
니다.

Note

캠페인 레지스트리에서 해당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캠페인 레지스트리 웹 사
이트의 FAQ를 참조하세요.

회사 및 10DLC 캠페인이 승인된 후 전화번호를 구입하여 10DLC 캠페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10DLC 캠페인에 연결하면 완료하는 데 약 14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 전화번호를 단일 캠페인과 연결할 
수 있지만 여러 10DLC 캠페인에서 동일한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생성하는 각 10DLC 캠페인에
는 하나 이상의 고유한 전화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10DLC 전화번호의 처리량은 사용자가 제공한 회사 및 캠
페인 등록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10DLC 캠페인에 여러 전화번호를 연결해도 추가 처리량은 제공되지 않
습니다.

Amazon Pinpoint 계정에 등록되지 않은 기존 긴 코드가 있는 경우 해당 코드를 10DLC 번호로 변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긴 코드를 변환하려면 등록 절차를 완료한 다음AWS Support 센터에서 사례를 
생성하십시오. 일부 상황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긴 코드를 10DLC 전화번호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Amazon Pinpoint 콘솔을 통해 새 번호를 요청하고 이를 10DLC 캠페인에 연결해야 합니다. 기존 긴 코드와 
함께 10DLC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기존의 긴 코드와 10DLC 캠페인 
연결 (p. 333).

10DLC 기능
10DLC 전화번호의 기능은 수신자가 이용하는 이동 통신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AT&T는 각 캠페인에서 분당 
보낼 수 있는 메시지 부분의 수에 대한 한도를 제공합니다. T-Mobile은 분당 보낼 수 있는 메시지 부분의 수에 
제한 없이 각 회사에서 보낼 수 있는 일일 메시지 한도를 제공합니다. Verizon은 처리량 한도를 공지하지 않
았지만, 실제 메시지 처리량에는 그다지 중점을 두지 않고 스팸, 원치 않는 메시지 및 부정 사용 콘텐츠를 제
거하도록 설계된 필터링 시스템을 10DLC에 사용합니다.

심사되지 않은 회사에 연결된 새로운 10DLC 캠페인에서는 AT&T를 이용하는 수신자에게 분당 75개의 메시
지 부분을, T-Mobile을 이용하는 수신자에게 일일 2,000개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회사 한도는 회사의 
모든 10DLC 캠페인에서 공유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와 두 개의 캠페인을 등록한 경우 T-Mobile 고객에게 
보낼 수 있는 하루 2,000개의 메시지 할당이 전체 캠페인에서 공유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개 이상의 AWS 계
정에서 동일한 회사를 등록하는 경우 일일 할당이 전체 계정에서 공유됩니다.

처리량이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회사 등록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등록을 심사하는 경우 
서드 파티 확인 공급자가 회사 세부 정보를 분석합니다. 그런 다음 확인 공급자는 10DLC 캠페인의 기능을 결
정하는 심사 점수를 제공합니다. 심사 서비스에는 일회성 요금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10DLC 등록 심
사 (p. 323)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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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처리율은 회사의 심사 여부, 캠페인 유형 및 심사 점수와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 흐
름 차트에서는 다양한 상황에 따른 처리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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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DLC의 처리율은 Campaign Registry와 협력하여 미국 이동 통신사가 결정합니다. Amazon Pinpoint 및 기
타 SMS 전송 서비스는 이러한 처리율 이상으로 10DLC 처리량을 늘릴 수 없습니다. 모든 미국 이동통신사에
서 높은 처리율과 높은 배송률이 필요한 경우 단축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축 코드를 받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Pinpoint로 SMS 메시징에 대한 단축 코드 요청 (p. 72) 단원을 참조하
세요.

10DLC 설정
Amazon Pinpoint 콘솔에서 직접 10DLC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0DLC를 설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모두 완료
해야 합니다.

1. 회사를 등록합니다.

10DLC 설정의 첫 번째 단계는 회사 또는 브랜드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회사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10DLC에 사용할 회사 또는 브랜드 등록 (p. 321). 회사를 등록하기 위한 일회성 등록 요
금이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등록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 (선택 사항이지만 권장) 심사 신청

회사 등록에 성공한 경우 소량 혼합 사용 10DLC 캠페인을 생성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에
서 AT&T를 이용하는 수신자에게 분당 75개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며, 등록된 회사에서 T-Mobile을 이
용하는 수신자에게 일일 2,000개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사용 사례에 이러한 값을 초과하는 처리율
이 필요한 경우 회사 등록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등록을 심사하는 경우 회사 및 캠페인
의 처리율이 증가할 수 있지만 증가한다는 것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DLC 
등록 심사 (p. 323) 단원을 참조하세요.

3. 캠페인을 등록합니다.

캠페인 레지스트리에서 사용자가 제공하는 회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10DLC 캠페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10DLC 캠페인에는 사용 사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10DLC 캠페인은 한 회사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승인을 위해 이 캠페인 정보를 캠페인 레지스트리로 전
송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10DLC 캠페인 승인은 즉시 이루어집니다. 경우에 따라 캠페인 등록부에 추가 정
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10DLC 캠페인 등록 (p. 326)을 참조하세요. 등록한 각 10DLC 
캠페인마다 월 사용료가 반복적으로 청구됩니다. 월별 요금은 사용 사례에 따라 다릅니다. 캠페인의 기본 
수수료는 등록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4. 10DLC 번호를 요청합니다.

10DLC 캠페인이 승인된 후 전화번호를 요청하고 해당 번호를 승인된 10DLC 캠페인과 연결할 수 있
습니다. 각 전화번호는 하나의 10DLC 캠페인에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번호 요청하
기 (p. 336)을 참조하세요. 전화번호 대여에는 매월 정기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 수수료는 구매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10DLC 등록 및 월별 요금
회사 등록 및 10DLC 캠페인과 같이 10DLC 사용과 관련된 등록 및 월별 요금이 있습니다. 이 요금들은 다른 
월별AWS 요금과 별개입니다. 10DLC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요금 페이지를 참조하
십시오.

10DLC에 사용할 회사 또는 브랜드 등록
10DLC 전화번호를 요청하려면 먼저 회사 또는 브랜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회사 등록은 캠페인 레지스트리
라는 업계 조직에서 관리합니다.

회사를 한 번만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한 후 회사 및 연락처 정보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회사를 삭제
하려면 로 사례를 생성합니다AWS Support. 회사 세부 정보 편집 또는 삭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등록된 회
사 편집 또는 삭제 (p. 324) 단원을 참조하세요.

자체 브랜드로 대표되는 다른 비즈니스에 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독립 소프트웨
어 공급업체 (ISV) 인 경우, Amazon Pinpoint Pinpoint를 통해 자신이 대표하는 회사를 등록하고 해당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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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하여 10DLC 번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WS계정당 25개 회사로 제한되지만 자격을 갖춘 고객의 경우 
회사를 늘릴 수 있습니다. 10DLC 할당량을 참조하세요.

10DLC 회사 등록 상태

회사 또는 브랜드를 등록하면 확인되지 않음(Unverified) 또는 확인됨(Verified)이라는 두 가지 상태 중 하나가 
반환됩니다. 회사 등록 상태가 확인되지 않음(Unverified)인 경우 등록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
어 제공한 등록 회사 이름이 제공한 세금 ID에 연결된 회사의 등록된 이름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
다. 회사 등록 세부 정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등록 세부 정보 수정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등록된 회사 편집 또는 삭제 (p. 324) 단원을 참조하세요.

회사 등록 상태가 확인됨인 경우 입력한 등록 세부 정보가 정확하므로 10DLC 캠페인 생성을 시작할 수 있습
니다.

회사 또는 브랜드 등록

Amazon Pinpoint 콘솔에서 직접 회사 등록 프로세스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에서 제공하는 세부 
정보에 따라 10DLC 전화번호의 처리량 기능이 결정됩니다.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

회사를 등록하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후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의 SMS 및 음성(SMS and voice)에서 전화번호(Phone numbers)를 선택합니다.
3. 10DLC 캠페인(10DLC campaigns) 탭에서 회사 등록(Register company)을 선택합니다.

Note

회사 등록(Register your company) 페이지에 등록 요금(Registration fee)이 표시됩니다. 회사 
등록과 관련된 일회성 요금입니다. 이 비용은 다른 월별 비용 또는 요금과 별개입니다. 회사를 
등록하거나 기존 회사 등록의 세부 정보를 수정하면 요금이 부과됩니다.

4. 회사 정보(Company info) 섹션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 법적 회사 이름(Legal company name)에 회사의 등록된 이름을 입력합니다. 입력하는 이름은 제공하
는 세금 ID에 연결된 회사 이름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Important

회사의 정확한 법적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제출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올바르지 않거나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등록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이 조직의 법적 형식 유형은 무엇입니까(What type of legal form is this organization)에서 회사를 가장 
잘 설명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Note

미국 정부 및 Not-for-profit 옵션은 미국에 기반을 둔 조직을 등록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미국 이외 국가에 본사를 둔 조직은 조직의 실제 법적 형식과 상관없이 비공개 영리
(Private for-profit)로 등록해야 합니다.

• 앞 단계에서 공개 영리(Public for profit)를 선택한 경우 회사의 주식 기호와 회사가 상장된 증권 거래
소를 입력합니다.

• 등록 국가(Country of registration)에서 회사가 등록된 국가를 선택합니다.
• DBA(Doing Business As) 또는 브랜드 이름(Doing Business As (DBA) or brand name)에 회사에서 비

즈니스 운영에 사용하는 다른 이름을 입력합니다.
• 세금 ID(Tax ID)에 회사의 세금 ID를 입력합니다. 입력하는 ID는 회사가 등록된 국가에 따라 달라집니

다.
• IRS 고용주 식별 번호(EIN)가 있는 미국 또는 미국 외 법인을 등록하는 경우 9자리 EIN을 입력합니

다. 입력하는 법적 회사 이름, EIN 및 실제 주소는 모두 IRS에 등록된 회사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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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법인을 등록하는 경우 연방 또는 지방 법인 번호를 입력합니다. CRA에서 제공하는 사업
자 번호(BN)를 입력하지 않도록 합니다. 입력하는 법적 회사 이름, 법인 번호 및 실제 주소는 모두 
Corporations Canada에 등록된 회사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 다른 국가에 본사를 둔 법인을 등록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기본 세금 ID를 입력합니다. 많은 국가에
서 이는 VAT ID 번호의 숫자 부분입니다.

• 업종(Vertical)에서 등록하려는 회사를 가장 잘 설명하는 범주를 선택합니다.
5. 연락처 정보(Contact info) 섹션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 주소/거리(Address/Street)에 회사에 연결된 실제 거리 주소를 입력합니다.
• 구/군/시(City)에 실제 주소지 도시를 입력합니다.
• 시/도 또는 리전(State or region)에 주소지 시/도 또는 리전을 입력합니다.
• 우편 번호(Zip Code/Postal Code)에 주소지 우편 번호를 입력합니다.
• 회사 웹 사이트(Company website)에 회사 웹 사이트의 전체 URL을 입력합니다. 주소 시작 부분에 

‘http://’ 또는 ‘https://’를 포함합니다.
• 지원 이메일(Support email)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 지원 전화번호(Support phone number)에 국가 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Note

Campaign Registry에서는 회사 대표에게 등록 정보를 확인해야 할 경우에 대비해 연락처 이메
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요구합니다.

6. 마쳤으면 [Create]를 선택합니다. 회사 등록이 Campaign Registry에 제출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등록이 
즉시 수락되고 상태가 제공됩니다.

회사 등록 상태가 확인됨(Verified)인 경우 소량 혼합 사용 10DLC 캠페인을 생성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 유형으로 AT&T를 이용하는 수신자에게 분당 최대 75개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며, 등록된 회사에서 
T-Mobile을 이용하는 수신자에게 하루에 2,000개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Verizon 및 US Cellular 등 
다른 미국 통신 사업자를 이용하는 수신자에게도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신 사업자는 처리량 
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지만 스팸 및 부정 사용 징후가 있는지 10DLC 메시지를 집중 모니터링합니
다.

사용 사례에 이러한 값을 초과하는 처리율이 필요한 경우 회사 등록에 대한 추가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등록 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DLC 등록 심사 (p. 323) 단원을 참조하세요.

회사 등록 상태가 확인되지 않음(Unverified)인 경우 제공한 정보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제공한 정보
를 확인하고 모든 필드에 올바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Amazon Pinpoint 콘솔에서 회사 등록
의 일부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 등록 세부 정보 수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등록된 회사 편집 또는 
삭제 (p. 324) 단원을 참조하세요.

10DLC 등록 심사
회사 등록이 성공했고 더 높은 처리량 기능이 있는 캠페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 등록의 심사가 필요
합니다.

등록을 심사하는 경우 서드 파티 조직이 제공한 회사 세부 정보를 분석하고 심사 점수를 반환합니다. 심사 점
수가 높으면 10DLC 회사 및 회사에 연결된 캠페인의 처리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를 통해 처리
량이 늘어난다는 것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심사 점수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10DLC 캠페인을 이미 생성한 후 나중에 회사 등록을 심사한 경우 
기존 캠페인에 심사 점수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0DLC 캠페인을 만들기 전에 회사 
또는 브랜드를 심사해야 합니다.

Note

회사 또는 브랜드 심사 시 환불 불가능한 40 USD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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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등록을 심사하려면

1. 탐색 창의 SMS 및 음성(SMS and voice)에서 전화번호(Phone numbers)를 선택합니다.
2. 10DLC 캠페인 탭에서 조사하려는 10DLC 회사를 선택합니다.
3. 회사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페이지 하단에 있는 심사 신청(Apply for vetting)을 선택합니다.
4. 추가 심사 신청(Apply for additional vetting) 창에서 제출(Submit)을 선택합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심사 절차를 완료하는 데 약 1분 정도 걸립니다. 미국 이외 국
가에 본사를 둔 회사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데이터를 얼마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심사 절차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심사 요청을 제출한 후 회사 세부 정보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회사 심사 결과(Company vetting results) 섹션
에 심사 요청의 상태와 결과가 표시됩니다. 심사 절차가 완료되면 이 표의 점수(Score) 열에 심사 점수가 표
시됩니다. 심사 점수에 따라 10DLC 처리량 기능이 결정됩니다. 처리량은 생성하는 캠페인 유형에 따라 달라
집니다. 혼합 사용 또는 마케팅 관련 10DLC 캠페인을 생성하는 경우 다른 캠페인 유형에 필요한 것보다 더 
높은 심사 점수가 있어야 높은 처리율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10DLC 전화번호의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DLC 기능 (p. 318) 단원을 참조하세요.

심사 절차를 완료한 후 회사 등록 세부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등록 심사를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등
록에서 업종(Vertical)만 변경하는 경우 심사 점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업종(Vertical) 이외의 세부 정보를 변
경하면 심사 결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일회성 심사 요금이 다시 부과됩니다.

등록된 회사 편집 또는 삭제
Amazon Pinpoint 콘솔에서 직접 회사의 10DLC 등록 정보 중 일부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AWS Support센터
에서 사례를 생성하여 10DLC 회사 등록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10DLC 회사 등록 편집
회사에 대한 10DLC 등록 프로세스를 완료한 후 등록 세부 정보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회사 등록 세부 정보를 편집한 후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면 등록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에서 티켓
을AWS Support 개설하여 (p. 335) 자세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Note

회사의 납세 ID, 등록 회사 또는 이 조직은 어떤 유형의 법적 양식을 편집합니까? 에서 티켓을 개설
해야 합니다.AWS Support (p. 324)

회사를 편집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의 SMS 및 음성(SMS and voice)에서 전화번호(Phone numbers)를 선택합니다.
3. 10DLC 캠페인(10DLC campaigns) 탭의 캠페인 목록에서 세부 정보를 편집할 회사의 이름을 선택합니

다.
4. 편집(Edit)을 선택합니다.
5. 필요에 따라 등록 정보를 수정합니다. 작업을 마쳤으면 다시 제출(Re-submit)을 선택합니다.

Note

등록 세부 정보를 다시 제출하면 일회성 등록 요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이 등록 요금은 4 USD
입니다.

회사의 납세 ID, 등록 회사 또는 이 조직은 어떤 유형의 법적 양식을 편집합니까? 로 티켓을 개설해야AWS 
Support 합니다.

지원 티켓을 제출하기 전에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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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캠페인에서 10DLC 번호를 삭제하십시오. 참조전화 번호 해제 (p. 129)
• 모든 10DLC 캠페인 삭제, 참조10DLC 캠페인 삭제 (p. 333)

지원을 통해 회사를 편집하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후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의 SMS 및 음성(SMS and voice)에서 전화번호(Phone numbers)를 선택합니다.
3. 10DLC 캠페인(10DLC campaigns) 탭에서 회사 삭제 요청(Request to delete company)을 선택합니다.
4. 회사 삭제 요청(Request to delete company)을 다시 선택해 계속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AWS Support 

Center를 엽니다.
5. 사례 유형으로 서비스 한도 증가를 선택합니다.
6. Limit type(한도 유형)에서 Pinpoint를 선택합니다.
7. 요청(Requests) 섹션에서 리전(Region)을 선택하고 한도(Limit)에서 10DLC - 10DLC 회사 또는 캠페인 

업데이트 또는 삭제 요청(10DLC - request to update/delete 10DLC company or campaign)을 선택합니
다.

8. 새 한도 값(New limit value) 필드를 비워둡니다.
9. 사용 사례 설명에 새 세금 ID, 등록 회사 또는 이 조직은 어떤 유형의 법적 양식입니까? 를 입력하십시오. 

편집하려는 작업을 선택한 다음 수행하려는 작업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10. Contact options(연락처 옵션)에서 Preferred contact language(기본 설정 연락처 언어)에 대해 AWS 

Support 팀과 통신할 때 사용할 언어를 선택합니다.
11. Contact Method(연락 방법)에서 AWS Support 팀과 통신할 때 사용할 방법을 선택합니다.
12. Submit(제출)을 선택합니다.

10DLC 회사 등록 삭제

등록된 회사를 삭제하려면 에서 티켓을 개설해야 합니다AWS Support. Amazon Pinpoint 콘솔에서는 회사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를 삭제하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후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의 SMS 및 음성(SMS and voice)에서 전화번호(Phone numbers)를 선택합니다.
3. 10DLC 캠페인(10DLC campaigns) 탭에서 회사 삭제 요청(Request to delete company)을 선택합니다.
4. 회사 삭제 요청(Request to delete company)을 다시 선택해 계속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AWS Support 

Center를 엽니다.
5. 사례 유형으로 서비스 한도 증가를 선택합니다.
6. Limit type(한도 유형)에서 Pinpoint를 선택합니다.
7. 요청(Requests) 섹션에서 리전(Region)을 선택하고 한도(Limit)에서 10DLC - 10DLC 회사 또는 캠페인 

업데이트 또는 삭제 요청(10DLC - request to update/delete 10DLC company or campaign)을 선택합니
다.

8. 새 한도 값(New limit value) 필드를 비워둡니다.
9. 사용 사례 설명(Use case description)에 삭제할 회사 이름을 입력한 다음 수행하려는 작업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10. Contact options(연락처 옵션)에서 Preferred contact language(기본 설정 연락처 언어)에 대해 AWS 

Support 팀과 통신할 때 사용할 언어를 선택합니다.
11. Contact Method(연락 방법)에서 AWS Support 팀과 통신할 때 사용할 방법을 선택합니다.
12. Submit(제출)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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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DLC 캠페인 등록
Amazon Pinpoint의 SMS 공급업체는 미국 통신사에서 제기한 SMS 스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DLC (10
자리 긴 코드) 캠페인에 새로운 수동 검토 프로세스를 도입했습니다. 번호가 10DLC 캠페인에 연결되면 검토
가 트리거됩니다. 검토를 처리하는 데 3~4주가 소요됩니다.

단축 코드 및 무료 전화 번호를 사용하여 미국에서 SMS를 보낼 수 있습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검토는 1
주일이 소요됩니다. 미국 무료 전화번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등록 
요구 사항 및 프로세스 (p. 341).

캠페인과 관련된 10DLC 번호가 Amazon Pinpoint 콘솔에 활성 상태로 표시되면 캠페인이 승인됩니다. 
10DLC 캠페인을 승인하는 데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AWS Health대시보드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10DLC 캠페인을 등록할 때 사용 사례에 대한 설명과 사용하려는 메시지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10DLC 캠페
인을 만들고 등록하려면 먼저 회사를 등록해야 합니다. 회사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DLC에 사용할 회
사 또는 브랜드 등록 (p. 321) 단원을 참조하세요.

Note

회사를 등록하면 Amazon Pinpoint에 확인됨(Verified) 또는 확인되지 않음(Unverified)이라는 두 가
지 등록 상태 중 하나가 표시됩니다. 회사 등록 상태가 확인됨(Verified)인 경우에만 10DLC 캠페인 
등록 프로세스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통해 소량의 혼합 사용 캠페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음(Unverified) 상태는 대개 회사를 등록할 때 제공한 일부 데이터가 올바르지 않음을 의
미합니다. 회사가 이 상태가 있는 동안에는 10DLC 캠페인을 만들 수 없습니다. 회사 등록을 수정하
여 회사 등록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0DLC 회사 등록 수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등
록된 회사 편집 또는 삭제 (p. 324) 단원을 참조하세요.

이 페이지에서 먼저 10DLC 캠페인을 만들고 있는 회사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한 다음 캠페인 자체의 사용 
사례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페이지의 정보는 승인을 위해 TCR (Campaign Registry에 제공됨) 에 제공
됩니다.

이 섹션에서는 10DLC 캠페인과 연결할 회사를 선택하고 몇 가지 추가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10DLC 캠페인을 등록하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후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SMS 및 음성(SMS and voice)에서 전화번호(Phone numbers)를 선택합니다.
3. 10DLC 캠페인(10DLC campaigns) 탭에서 10DLC 캠페인 생성(Create a 10DLC campaign)을 선택합니

다.
4. 10DLC 캠페인 생성(Create a 10DLC campaign) 페이지의 캠페인 정보(Campaign info) 섹션에서 다음

을 수행합니다.

a. 회사 이름에서 이 캠페인을 만들 회사를 선택합니다. 회사를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경우 먼저 회
사를 등록해야 합니다. 회사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DLC에 사용할 회사 또는 브랜드 등
록 (p. 321) 단원을 참조하세요.

b. 10DLC campaign name(10DLC 캠페인 이름)에 캠페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름은 최소 40자여
야 합니다.

c. 업종(Vertical)에 회사를 가장 잘 나타내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d. 옵트인 워크플로의 경우 사용자가 SMS 메시지 수신에 동의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설명은 40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웹 사이트에서 온라인 양식을 작성합니다. 옵트인 방법
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해당 방법도 나열해야 합니다.

e. 도움말 메시지(Help message)에 고객이 10DLC 전화번호로 ‘HELP’ 키워드를 보낼 경우 수신하게 
될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메시지는 20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f. 중지 메시지(Stop message)에 고객이 10DLC 전화번호로 ‘STOP’ 키워드를 보낼 경우 수신하게 될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메시지는 20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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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고객은 ‘HELP’라는 단어로 메시지에 회신하여 수신하는 메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STOP’으로 회신하여 메시지 수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이동 통
신사에서는 이 두 키워드에 대한 응답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다음은 미국 이동 통신사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HELP 응답의 예입니다.
ExampleCorp Account Alerts: For help call 1-888-555-0142 or go to 
example.com. Msg&data rates may apply. Text STOP to cancel.
다음은 규정을 준수하는 STOP 응답의 예입니다.
You are unsubscribed from ExampleCorp Account Alerts. No more 
messages will be sent. Reply HELP for help or call 1-888-555-0142.
이러한 키워드에 대한 응답은 160자 이내여야 합니다.

5. 캠페인 기능 섹션에서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10DLC 캠페인에 문자 메시지를 활성화하려면 SMS를 선택합니다.
• 음성을 선택하여 10DLC 캠페인에 음성 메시지를 활성화합니다.

Note

음성 메시지를 사용하도록 선택하면 등록을 검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6. 메시지 유형 섹션에서 거래 또는 프로모션 메시지 유형을 선택합니다.

• 트랜잭션 — 알림 및 일회용 암호와 같이 시간에 민감한 콘텐츠를 사용하는 사용 사례인 경우 이 옵션
을 선택하십시오.

• 홍보용 — 사용 사례가 마케팅 관련 콘텐츠인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7. 캠페인 사용 사례(Campaign use case) 섹션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사용 사례 유형(Use case type)에서 자선 관련 사용 사례가 있는 경우 특수(Special)를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표준(Standard)을 선택합니다.

b. 사용 사례에서 사전 설정된 사용 사례 목록에서 캠페인과 가장 유사한 사용 사례를 선택합니다. 각 
사용 사례에 대한 월별 요금이 사용 사례 이름 옆에 나타납니다.

표준

• 2FA — 모든 인증, 확인 또는 일회용 암호.
• 계정 알림 — 계정과 관련이 있거나 계정에 대한 계정 소유자를 위한 표준 알림입니다.
• 고객 관리 — 계정 관리 및 고객 지원을 포함한 모든 고객 상호 작용
• 배송 알림 — 제품 또는 서비스의 배송 상태에 대한 정보입니다.
• 사기 경고 메시지 — 계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행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 고등 교육 — 대학을 대신하여 만든 캠페인. 여기에는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메시징 모델

에서 벗어나는 교육구 및 교육 기관도 포함됩니다.
• 마케팅 — 마케팅 및/또는 프로모션 콘텐츠와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 혼합 — 특정 소비자 서비스 업계를 위한 혼합 메시징입니다.
• 공공 서비스 발표 — 중요한 문제에 대한 청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정보 메시지입니다.
• 투표 및 투표 — 비정치 분야에 대한 설문 조사 및 투표 요청.
• 보안 알림 —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시스템의 보안이 어떤 식으로든 손상되어 최종 사용자가 

취해야 하는 조치가 있음을 알리는 알림입니다.
• 낮은 볼륨 — 적은 처리량, 모든 사용 사례 조합 테스트 계정, 데모 계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스페셜

•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기금을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종교 등록 501 
(c) (3) 자선 단체에서 보낸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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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10DLC 캠페인 등록에 대한 월별 요금은 각 사용 사례 유형 옆에 표시됩니다. 대부분의 
10DLC 캠페인 유형은 월별 요금이 동일합니다. 소량 혼합 사용 사례의 등록 요금은 다른 
사용 사례 유형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소량 혼합 캠페인은 다른 캠페인 유형보다 낮은 처리
율을 지원합니다.

c. 샘플 SMS 메시지(Sample SMS message)를 하나 이상 입력합니다. 이 메시지는 고객에게 보내려
는 샘플 메시지입니다. 각 샘플 메시지는 최소 20자여야 합니다. 이 10DLC 캠페인에 여러 메시지 
템플릿을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템플릿도 포함합니다.

Important

샘플 메시지에 자리 표시자 텍스트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공하는 예제 메시지에는 전
송하려는 실제 메시지가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8. 캠페인 및 콘텐츠 속성(Campaign and content attributes) 섹션에는 캠페인의 특정 기능과 관련하여 예
(Yes) 또는 아니요(No)로 답하는 일련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속성은 필수이므로 기본값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해당 캠페인에 맞는 정확한 속성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 각 항목이 등록하는 캠페인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 구독자 옵트인 - 구독자는 이 캠페인에 대한 메시지를 수신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구독자 옵트아웃 – 구독자는 이 캠페인에 대한 메시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구독자 도움말 – 구독자는 HELP 키워드를 보낸 후 메시지 발신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 번호 풀링 – 이 10DLC 캠페인은 50개 이상의 전화번호를 사용합니다.
• 직접 대출 또는 대출 계약 – 캠페인에는 직접 대출 또는 기타 대출 계약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 임베디드 링크 – 이 10DLC 캠페인에는 임베디드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TinyUrl또는 Bit.ly와 같은 

일반적인 URL 단축기의 링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지정 도메인을 제공하는 URL 단축
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베디드 전화번호 - 이 캠페인에는 고객 지원 번호가 아닌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제휴 마케팅 - 이 10DLC 캠페인에는 제휴 마케팅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연령 제한 콘텐츠 - 이 10DLC 캠페인에는 통신 사업자 및 이동통신 및 인터넷 연결 협회(CTIA) 지침에 

정의된 연령 제한 콘텐츠가 포함됩니다.
9. Create(생성)를 선택합니다.

Note

10DLC 캠페인 상태가 검토될 때 대기 중으로 설정됩니다. 검토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 10DLC 캠
페인 상태는 번호 필요로 표시됩니다. 10DLC 캠페인을 10DLC 번호와 연결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
보는 번호 요청하기 (p. 336)을 참조하세요.
번호를 연결하면 10DLC 캠페인은 타사 등록 파트너와의 최종 검토를 위해 보류 중 상태로 돌아갑
니다.

캠페인에 대한 등록 세부 정보를 제출하면 SMS 및 음성(SMS and voice) 페이지가 열립니다. 캠페인이 제출
되었으며 검토 중임을 나타내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10DLC 캠페인 탭에서 요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
다. 다음 중 하나인 10DLC 탭에서 등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활성 – 해당 10DLC 캠페인이 승인되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10DLC 캠페인에 연결할 추가 10DLC 전화번
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번호 요청하기 (p. 336)을 참조하세요.

• 번호 필요 — 10DLC 캠페인이 초기 검토를 성공적으로 통과했으며 이제 10DLC 전화번호와 연결되어 있
어야 합니다. 번호를 연결하면 10DLC 캠페인은 Active로 설정되기 전에 타사 등록 파트너와 최종 검토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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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필요 — 10DLC 캠페인 리뷰가 거부되었습니다. 검토 및 승인을 위해 다시 제출하기 전에 거부 피
드백을 해결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10DLC 캠페인 등록 거부 사유 (p. 329)을 참조하세요.

• 대기 중(Pending) - 해당 10DLC 캠페인이 아직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우에 따라 승인에 1주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상태가 변경되면 Amazon Pinpoint 콘솔에 해당 변경 사항이 반영됩니다. 상태 변경에 대해서
는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 거부됨(Rejected) - 해당 10DLC 캠페인이 거부되었습니다. 10DLC 캠페인이 거부된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10DLC 캠페인 등록 거부 사유 (p. 329).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거
부된 캠페인의 캠페인 ID가 포함된 지원 요청을 제출하세요.

• 일시 중단됨 – 하나 이상의 통신 사업자에서 10DLC 캠페인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일시 중단된 캠페인의 캠페인 ID가 포함된 지원 요청을 제출하세요. Amazon Pinpoint에는 콘솔에 일시 중
지 이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캠페인이 일시 중지된 경우에도 알림을 보내지 않습니다.

10DLC 캠페인이 승인되면 해당 캠페인과 연결할 10DLC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DLC 번호 요청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번호 요청하기 (p. 336)에서 확인하세요.

10DLC 캠페인 등록 거부 사유

10DLC 캠페인이 거부된 경우, 다음 표를 참조하여 거부 사유와 10DLC 캠페인 등록을 수정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확인하십시오. 캠페인이 거부된 이유를 확인한 후 기존 캠페인을 수정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
하고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10DLC 캠페인 편집 (p. 332)을 참조하세요.

거부 사유

Amazon Pinpoint 리젝션에 대한 간략한 설명 Amazon Pinpoint 거부 상세 설명

캠페인 특성이 웹사이트, 샘플 메시지 콘텐츠 또는 
둘 다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캠페인 속성이 회사 웹 사이트, 샘플 메시지 콘텐츠 
또는 둘 다와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습니다. 등록
을 업데이트하여 캠페인 속성을 회사 웹 사이트, 샘
플 메시지 콘텐츠 또는 둘 다에 맞게 조정하세요. 캠
페인 속성에는 회사 카테고리, 구독자 옵트인/아웃, 
도움말 응답 및 연령 제한 콘텐츠가 포함될 수 있습
니다.

Important

회사 등록을 다시 제출해도 캠페인은 자동
으로 다시 제출되지 않습니다. 회사 정보를 
변경한 경우 회사 정보를 다시 제출해야 합
니다. 캠페인을 변경한 경우 캠페인 등록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 사례 및 메시지 샘플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캠페인에 제공된 사용 사례와 메시지 샘플 간에 불
일치가 있습니다. 등록을 업데이트하여 사용 사례 
및 메시지 샘플을 정렬하세요.

회사 및 메시지 샘플이 일치하지 않거나 누락된 메
시지 샘플입니다.

회사 웹 사이트와 캠페인에 제공된 메시지 샘플이 
일치하지 않거나 캠페인에 메시지 샘플이 누락되었
습니다. 웹사이트와 메시지 샘플이 일치하도록 회사 
및 캠페인 등록 정보를 업데이트하세요.

Important

회사 등록을 다시 제출해도 캠페인은 자동
으로 다시 제출되지 않습니다. 회사 정보를 
변경한 경우 회사 정보를 다시 제출해야 합
니다. 캠페인을 변경한 경우 캠페인 등록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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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사례, 메시지 샘플 또는 둘 다 이동통신사에 의
해 제한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금지된 콘텐츠: 대마초.

사용 사례, 제공된 메시지 샘플 또는 둘 다 US 
Telecom 규정에 따라 제한된 콘텐츠로 간주됩니다. 
콘텐츠가 제한되었다고 잘못 판단되는 경우 샘플 메
시지 및 사용 사례를 업데이트하고 등록을 다시 제
출할 수 있습니다. 금지된 콘텐츠: 대마초.

통신사는 사용 사례, 메시지 샘플 또는 둘 다 사용 사
례, 메시지 샘플 또는 둘 다를 제한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금지된 콘텐츠: 총/탄약.

사용 사례, 제공된 메시지 샘플 또는 둘 다 US 
Telecom 규정에 따라 제한된 콘텐츠로 간주됩니다. 
콘텐츠가 제한되었다고 잘못 판단되는 경우 샘플 메
시지 및 사용 사례를 업데이트하고 등록을 다시 제
출할 수 있습니다. 금지된 콘텐츠: 총/탄약

사용 사례, 메시지 샘플 또는 둘 다 이동통신 사업자
에 의해 제한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
다. 금지된 콘텐츠: SHAFT.

사용 사례, 제공된 메시지 샘플 또는 둘 다 US 
Telecom 규정에 따라 제한된 콘텐츠로 간주됩니다. 
콘텐츠가 제한되었다고 잘못 판단되는 경우 샘플 메
시지 및 사용 사례를 업데이트하고 등록을 다시 제
출할 수 있습니다. 금지된 콘텐츠: 샤프트.

사용 사례, 메시지 샘플 또는 둘 다 이동통신 사업자
에 의해 제한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
다. 금지된 콘텐츠: 도박.

사용 사례, 제공된 메시지 샘플 또는 둘 다 US 
Telecom 규정에 따라 제한된 콘텐츠로 간주됩니다. 
콘텐츠가 제한되었다고 잘못 판단되는 경우 샘플 메
시지 및 사용 사례를 업데이트하고 등록을 다시 제
출할 수 있습니다. 금지된 콘텐츠: 도박.

사용 사례, 메시지 샘플 또는 둘 다 이동통신 사업자
에 의해 제한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
다. 금지된 콘텐츠: 혐오.

사용 사례, 제공된 메시지 샘플 또는 둘 다 US 
Telecom 규정에 따라 제한된 콘텐츠로 간주됩니다. 
콘텐츠가 제한되었다고 잘못 판단되는 경우 샘플 메
시지 및 사용 사례를 업데이트하고 등록을 다시 제
출할 수 있습니다. 금지된 콘텐츠: 혐오.

통신사는 사용 사례, 메시지 샘플 또는 둘 다 사용 사
례, 메시지 샘플 또는 둘 다를 제한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금지된 콘텐츠: 숙성 제한 
장애가 있는 알코올.

사용 사례, 제공된 메시지 샘플 또는 둘 다 US 
Telecom 규정에 따라 제한된 콘텐츠로 간주됩니다. 
콘텐츠가 제한되었다고 잘못 판단되는 경우 샘플 메
시지 및 사용 사례를 업데이트하고 등록을 다시 제
출할 수 있습니다. 금지된 콘텐츠: 숙성되지 않은 알
코올.

사용 사례, 메시지 샘플 또는 둘 다 이동통신 사업자
는 사용 사례, 메시지 샘플 또는 둘 다를 제한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금지된 콘텐츠:
노화 방지 기능이 있는 담배/전자담배

사용 사례, 제공된 메시지 샘플 또는 둘 다 US 
Telecom 규정에 따라 제한된 콘텐츠로 간주됩니다. 
콘텐츠가 제한되었다고 잘못 판단되는 경우 샘플 메
시지 및 사용 사례를 업데이트하고 등록을 다시 제
출할 수 있습니다. 금지된 콘텐츠: 숙성되지 않은 담
배/전자담배.

사용 사례, 메시지 샘플 또는 둘 다 이동 통신 사업자
에 의해 제한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
다. 금지된 사용 사례: 리드 생성/제휴 마케팅, 기타

사용 사례, 제공된 메시지 샘플 또는 둘 다 US 
Telecom 규정에 따라 제한된 콘텐츠로 간주됩니다. 
콘텐츠가 제한되었다고 잘못 판단되는 경우 샘플 메
시지 및 사용 사례를 업데이트하고 등록을 다시 제
출할 수 있습니다. 금지된 사용 사례: 잠재 고객 창
출/제휴 마케팅,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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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사례, 메시지 샘플 또는 둘 다 이동 통신 사업자
에 의해 제한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
다. 금지된 사용 사례: 리드 생성/제휴 마케팅, 고위
험 금융.

사용 사례, 제공된 메시지 샘플 또는 둘 다 US 
Telecom 규정에 따라 제한된 콘텐츠로 간주됩니다. 
콘텐츠가 제한되었다고 잘못 판단되는 경우 샘플 메
시지 및 사용 사례를 업데이트하고 등록을 다시 제
출할 수 있습니다. 금지된 사용 사례: 잠재 고객 창
출/제휴 마케팅, 고위험 금융.

ISV/리셀러. 회사 정보 및 서비스 정보/메시지 샘플
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회사 및 캠페인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며 독립 소프
트웨어 공급업체 (ISV) 또는 리셀러로 식별됩니다. 
서비스 및 최종 사용자와 일치하는 회사 정보를 등
록합니다. 서비스 정보가 회사 정보와 연계된 새 캠
페인을 만드세요.

캠페인이 직접 대출 계약인 것 같지만 적절한 콘텐
츠 속성이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회사 및 캠페인 세부 정보는 직접 대출 계약
인 것으로 보입니다. 캠페인을 편집하고 직접 대출 
계약 속성에 “예”를 표시한 다음 다시 제출하십시오.

공식 도메인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대기업의 
비공식 이메일 도메인입니다.

등록과 함께 제출된 회사 정보를 고려할 때 제공된 
이메일 도메인은 공식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회사 도메인과 일치하는 공식 이메일 주소로 등록을 
업데이트하고 다시 제출하세요.

Important

회사 등록을 다시 제출해도 캠페인은 자동
으로 다시 제출되지 않습니다. 회사 정보를 
변경한 경우 회사 정보를 다시 제출해야 합
니다. 캠페인을 변경한 경우 캠페인 등록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옵트인 프로세스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옵트인
이 명시적이지 않습니다.

제공한 옵트인 워크플로가 불충분하거나 규정을 준
수하지 않거나 최종 사용자가 특정 SMS 메시지를 
수신하기에 명시적이지 않습니다. 규정을 준수하는 
옵트인 프로세스는 수신자가 SMS 메시지 수신에 대
한 명시적 동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지정합니다. 몇 가지 일반적인 거부 사유로는 SMS 
수신 동의와 관련된 명시적인 표현이 누락되었거나, 
제공된 회사 이름과 메시지 샘플이 일치하지 않거
나,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를 수신하
지 않아도 되거나, SMS 수신 동의가 서비스 약관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작동하지 않습니다. 회사 정보에 웹사이트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웹사이
트에 액세스할 수 없었습니다. 접근 가능한 웹사이
트로 회사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검토를 위해 회사 
및 캠페인을 다시 제출하세요.

Important

회사 등록을 다시 제출해도 캠페인은 자동
으로 다시 제출되지 않습니다. 회사 정보를 
변경한 경우 회사 정보를 다시 제출해야 합
니다. 캠페인을 변경한 경우 캠페인 등록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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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DLC 캠페인 여러 개 사용AWS 리전

회사를 등록하면 해당 회사를 모두 사용할 수AWS 리전 있습니다.AWS 계정 그러나 10DLC 캠페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10DLC 캠페인은 모두 볼 수 있지만AWS 리전, 10DLC 번호를 캠페인에 연결하면 캠페인
이 잠겨 10DLC 번호를 구매한 시점부터 전송됩니다.AWS 리전

둘AWS 리전 이상에서 10DLC를 사용하려는 경우 각 캠페인에 별도의 10DLC 캠페인을 등록해야AWS 리전 
합니다. 이 단계는 통신 사업자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사용 사례가 정확히 동일하더라도 등
록한 각 캠페인에 대해 요금이 부과됩니다.

여러 캠페인을 등록하면 AT&T를 이동 통신사로 이용하는 수신자에게 보내는 메시지의 처리율을 높일 수 있
다는 추가 이점이 있습니다. AT&T는 각 캠페인에 대해 10개의 DLC 처리 속도를 제공합니다. 이에 비해 T-
Mobile은 캠페인 수에 관계없이 각 회사의 일일 메시지 할당을 기반으로 10DLC 처리량을 처리합니다.

10DLC 캠페인 편집 또는 삭제
Amazon Pinpoint 콘솔을 사용하여 10DLC 캠페인의 HELP 응답, STOP 응답 및 샘플 메시지를 편집할 수 있
습니다. 또한 콘솔을 사용해 10DLC 캠페인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10DLC 캠페인 편집

캠페인이 승인되면 HELP, STOP 및 샘플 메시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샘플 메시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드를 변경하는 데는 Campaign Registry 또는 통신 사업자의 재승인이 필요하지 않습
니다. 10DLC 캠페인이 승인된 후에는 다른 필드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최대 5개의 샘플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등록한 샘플 메시지 수는 줄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3
개의 샘플 SMS 메시지로 캠페인을 등록한 경우 샘플 SMS 메시지 수를 3개 미만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Note

HELP, STOP 및 샘플 메시지 이외의 필드를 수정하려면 먼저 10DLC 캠페인을 삭제한 다음 업데이
트된 정보를 포함하도록 캠페인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10DLC 캠페인을 편집하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후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의 SMS 및 음성(SMS and voice)에서 전화번호(Phone numbers)를 선택합니다.
3. 10DLC 캠페인(10DLC campaigns) 탭에서 편집할 10DLC 캠페인을 선택합니다.
4. 캠페인 세부 정보 페이지의 캠페인 메시지(Campaign messages) 섹션에서 편집(Edit)을 선택합니다.
5. 다음과 같은 필드를 업데이트합니다.

• 다음 필드에는 최소 40자 이상이 필요합니다.
• 캠페인 이름/설명
• 옵트인 워크플로

• 다음 필드에는 최소 20자 이상이 필요합니다.
• 도움말 메시지(Help message)
• 중지 메시지(Stop message)
• 샘플 SMS 메시지(Sample SMS message)

이전에 추가한 샘플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필드가 비어 있도록 샘플 메시지의 내용을 삭제할 수 없습
니다. 메시지의 내용을 바꾸지 않고 해당 내용을 삭제하면 업데이트 시 원래 메시지가 사용됩니다.

6. 업데이트(Update)를 선택합니다. 캠페인 메시지가 업데이트되었음을 알리는 확인 배너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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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DLC 캠페인 삭제
Amazon Pinpoint 콘솔을 사용해 10DLC 캠페인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10DLC 캠페인을 삭제하려면 먼저 해
당 캠페인에 연결된 전화번호를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Important

캠페인에서 10DLC 번호를 제거하면 더 이상 해당 번호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삭제된 
10DLC 캠페인은 복원할 수 없습니다.

10DLC 캠페인을 삭제하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후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의 SMS 및 음성(SMS and voice)에서 전화번호(Phone numbers)를 선택합니다.
3. 10DLC 캠페인(10DLC campaigns) 탭에서 편집할 10DLC 캠페인을 선택합니다.
4. 전화번호(Phone numbers) 섹션에서 해당 캠페인에 연결된 전화번호를 기록해 둡니다.

Note

이 단계는 캠페인에 연결된 10DLC 전화번호가 여러 개인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10DLC 캠페인
에 연결된 전화번호가 하나만 있는 경우 해당 번호가 10DLC 캠페인(10DLC campaigns) 탭에 
표시됩니다. 탭에 나온 번호를 기록해 둡니다.

5. 전화번호(Phone numbers) 탭에서 제거할 10DLC 번호를 선택한 후전화번호 제거(Remove phone 
number)를 선택합니다.

6. 확인 상자에 delete를 입력한 다음 확인(Confirm)을 선택합니다. SMS 및 음성(SMS and voice) 페이지 
상단에 성공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7. 캠페인에 연결된 각 10DLC 번호에 대해 앞의 두 단계를 반복합니다.
8. 10DLC 캠페인에 연결된 번호를 모두 제거한 후 10DLC 캠페인(10DLC campaigns) 탭을 선택합니다.
9. 삭제할 10DLC 캠페인을 선택합니다.
10. 10DLC 캠페인 세부 정보(10DLC campaign details) 페이지의 오른쪽 상단에서 삭제(Delete)를 선택합니

다.
11. 확인 상자에 delete를 입력한 다음 확인(Confirm)을 선택합니다. SMS 및 음성(SMS and voice) 페이지 

상단에 성공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기존의 긴 코드와 10DLC 캠페인 연결
기존의 긴 코드가 있는 경우 로 티켓을 열어 해당 긴 코드를 현재 10DLC 캠페인 중 하나와 연결할 수AWS 
Support 있습니다. 10DLC 캠페인과 연결된 긴 코드는 해당 캠페인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10DLC 캠페
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긴 코드가 10DLC 캠페인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이동 
통신사는 이를 등록되지 않은 긴 코드로 취급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긴 코드는 일반적으로 등록 절차를 완료
한 10DLC 전화번호보다 배송률이 낮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요청을 열기 전에 10DLC 캠페인에 연결하려는 긴 코드와 각 긴 코드를 연결하려는 캠페인의 캠페인 ID를 기
록해 두십시오.

Important

긴 코드를 캠페인에 연결하려면 먼저 10DLC 캠페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10DLC 캠
페인 등록 (p. 326)을 참조하세요.

긴 코드와 10DLC 캠페인 연결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후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SMS 및 음성(SMS and voice)에서 전화번호(Phone numbers)를 선택합니다.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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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zon Pinpoint 사용 설명서
10DLC

3. 10DLC 캠페인에 연결하려는 긴 코드를 선택한 다음 10DLC 캠페인에 배정을 선택합니다. AWSSupport 
센터가 새 탭에서 열립니다.

4. Create case(사례 생성)에서 Service limit increase(서비스 제한 증가)를 선택합니다.
5. 사례 세부 정보 섹션에서 제한 유형에서 Pinpoint를 선택합니다.
6. 리소스 섹션에서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지역에서 긴 코드가AWS 리전 있는 위치를 선택합니다.
• 제한에서 10DLC - 기존 미국 롱 코드를 10DLC 캠페인에 연결하기를 선택합니다.
• 새 한계값에 원하는 값을 입력합니다. 이 필드에 입력하는 값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7. 사례 설명 섹션의 사용 사례 설명 에 10DLC 캠페인 ID와 해당 캠페인과 연결할 긴 코드를 나열합니다. 
요청에 여러 긴 코드를 포함할 수 있지만 캠페인 ID는 하나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8. 연락처 옵션에서 기본 연락처 언어에서 통신 시 사용할 언어를 선택합니다AWS Support.
9. 연락 방법 에서 사용할 방법을 선택합니다AWS Support.
10. Submit(제출)을 선택합니다.

10DLC 교차 계정 액세스 설정
각 10DLC 전화번호는 단일 계정과 연결되어AWS 리전 있습니다. 동일한 10DLC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둘 이
상의 계정 또는 리전에서 메시지를 전송하려는 경우 다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1. 각 ID에 동일한 회사 및 캠페인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AWS 계정. 이러한 등록은 별도로 관리되고 요금이 
부과됩니다. 동일한 회사를 여러 AWS 계정에 등록하는 경우 하루에 T-Mobile 고객에게 전송할 수 있는 메
시지 수가 각 계정에서 공유됩니다.

2. 10DLC 등록 프로세스를 한 번에AWS 계정 완료하고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를 사
용하여 다른 계정에 10DLC 번호를 통해 전송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Note

이 옵션을 사용하면 10DLC 전화번호에 대한 진정한 교차 계정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
조 계정에서 전송된 메시지는 기본 계정에서 전송된 것처럼 취급됩니다. 할당량 및 청구는 보조 
계정이 아닌 기본 계정에 대해 계산됩니다.

IAM 정책을 사용하여 교차 계정 액세스 권한 설정

IAM 역할을 사용하여 다른 계정을 기본 계정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기본 계정의 10DLC 번호에 대
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여 기본 계정의 액세스 권한을 보조 계정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계정의 10DLC 번호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려면

1. 아직 완료하지 않은 경우 기본 계정에서 10DLC 등록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다음 세 단
계로 이루어집니다.

• 회사를 등록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10DLC에 사용할 회사 또는 브랜드 등록 (p. 321)을 참조하세요.
• 10DLC 캠페인(사용 사례)을 등록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10DLC 캠페인 등록 (p. 326)을 참조하세요.
• 10DLC 캠페인에 전화번호를 연결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기존의 긴 코드와 10DLC 캠페인 연

결 (p. 333)을 참조하세요.
2. 다른 계정이 10DLC 전화번호에 대한 SendMessages API 작업을 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IAM 역할

을 기본 계정에 생성합니다. 역할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IAM 역할 생성을 참조
하세요.

3. 10DLC 번호를 사용해야 하는 다른 계정과 함께 IAM 역할을 사용하여 기본 계정의 액세스 권한을 위임
하고 테스트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덕션 계정에서 개발 계정으로 액세스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권
한 위임 및 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 의 IAM 역할을AWS 계정 사용하여 전반에 액
세스 권한 위임 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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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 역할을 사용하여 보조 계정에서 10DLC 번호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보냅니다. 역할 사용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IAM 역할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10DLC 등록 문제에 대한 정보 얻기
경우에 따라 회사 또는 10DLC 캠페인을 등록하려고 할 때 오류 메시지가 수신될 수 있습니다.

회사 등록 문제
회사를 등록하면 확인됨(Verified) 또는 확인되지 않음(Unverified)이라는 두 가지 등록 상태 중 하나가 표시됩
니다. 회사 등록 상태가 확인됨(Verified)인 경우 회사 등록이 성공한 것입니다. 10DLC 캠페인 생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사 등록 상태가 확인되지 않음(Unverified)인 경우 제공한 정보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Amazon 
Pinpoint 콘솔에 회사 등록이 이 상태를 받은 이유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10DLC 회사 등록에 대한 등록 문제를 보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의 SMS 및 음성(SMS and voice)에서 전화번호(Phone numbers)를 선택합니다.
3. 10DLC 캠페인(10DLC campaigns) 탭의 캠페인 목록에서 자세한 정보를 검토할 회사의 이름을 선택합

니다.
4. 회사 세부 정보 페이지에는 파악된 등록 관련 문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 정보 섹션의 

필드에 경고 기호 ( ) 가 포함된 경우 등록 문제는 해당 필드의 정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공한 정보를 확인하고 모든 필드에 올바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Amazon Pinpoint 콘
솔에서 회사 등록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회사 등록 세부 정보 수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등록된 회사 
편집 또는 삭제 (p. 324) 단원을 참조하세요.

등록 관련 문제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를 사용하여 사례를AWS Support 생성하여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
습니다. 의캠페인 등록 문제 (p. 335) 절차에 따라 사례를 생성합니다.

캠페인 등록 문제
10DLC 캠페인을 등록하면 특정 상황에서 오류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거부된 10DLC 캠페인에 대한 정보 요청을 제출하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후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지원 메뉴를 선택한 다음 지원 센터를 선택합니다.
3. 지원 페이지에서 사례 생성을 선택합니다.
4. 사례 유형(Case type)으로 서비스 한도 증가(Service limit increase)를 선택합니다.
5. Limit type(한도 유형)에서 Pinpoint SMS를 선택합니다.
6. 리소스 섹션에서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지역에서 캠페인 등록을 시도한 지역을 선택합니다.AWS 리전
• 리소스 유형(Resource Type)에서 10DLC 등록(10DLC Registration)을 선택합니다.
• 한도에서 회사 또는 10DLC 캠페인 등록 거부를 선택합니다.

7. 사용 사례 설명(Use case description)에 거부된 10DLC 캠페인 ID를 입력합니다.
8. Contact options(연락처 옵션)에서 Preferred contact language(기본 설정 연락처 언어)에 대해 AWS 

Support 팀과 통신할 때 사용할 언어를 선택합니다.
9. 연락 방법에서 AWS Support 팀과 통신할 때 사용할 방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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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Submit(제출)을 선택합니다.

AWS Support팀에서 해당AWS Support 사례에서 10DLC 캠페인 등록이 거부된 이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
니다.

번호 요청하기
SMS 및 음성 설정 페이지에서 다양한 국가에서 사용할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SMS 
지원 10DLC 및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 경우 음성 지원 긴 코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은 국가의 전화번호를 구매하거나 SMS 지원 전화번호를 원하는 경우 로 케이스
를 열어야 합니다AWS Support. 전용 SMS 긴 코드를 요청하기 위해AWS Support 케이스를 여는 방법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SMS 메시징 전용 단축 코드 요청 (p. 75). 
전용 SMS 긴 코드를 요청하기 위해AWS Support 케이스를 여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
오Amazon Pinpoint Pinpoint로 SMS 메시징에 대한 단축 코드 요청 (p. 72).

Amazon Pinpoint 콘솔을 사용해 전화번호 요청
Amazon Pinpoint 콘솔의 SMS 및 음성 설정 페이지에서 긴 코드, 무료 전화 번호 또는 10DLC 전화 번호를 요
청할 수 있습니다.

번호를 요청하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후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의 설정에서 SMS and voice(SMS 및 음성)를 선택합니다.
3. 전화번호 탭에서 전화번호 요청을 선택합니다.
4. 전화번호 정의 페이지의 국가에서 전화번호를 구매하려는 국가를 선택합니다. 한 번에 한 국가만 선택할 

수 있지만 필요한 경우 나중에 다른 국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Note

특정 번호나 지역 번호는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전화번호는 이용 가능 여부에 따라 할당됩니다.
5. 미국에서 사용할 번호를 요청하는 경우 전화번호 유형을 선택하세요. 유형에 따라 요청을 뒷받침하는 추

가 문서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전화번호 유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긴 코드 —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표준 10자리 숫자입니다. 특별한 문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Note

등록되지 않은 긴 코드는 음성 메시지를 보내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MS 메시지 전송
을 위한 전화번호를 알고 싶으면 의 단계를 완료하세요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SMS 
메시징 전용 단축 코드 요청 (p. 75).

•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TFN) 로 무료 전화 번호의 처리량은 초당 메시지 3개로 제한됩니다. 무료 전화
번호는 SMS와 음성 메시지를 모두 지원합니다. 미국 이외의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데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TFN을 요청하면 번호에 보류 또는 활성 상태가 표시됩니다. 상태가 Active인 경우 TFN에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상태가 보류 중이면 번호를 등록해야 메시지 전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 부
담 전화번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등록 요구 사항 및 프로세스 (p. 341)에서 
확인하세요.

Note

무료 전화번호의 경우 기본 SMS 수신 거부 및 수신 동의 키워드는 STOP 및 UNSTOP입니
다. 이러한 키워드는 배송사에서 관리되므로 다른 키워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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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또는 UNSTOP으로 응답하면 응답 메시지도 이동통신사에서 관리되므로 변경할 수 없
습니다. Amazon Pinpoint 콘솔의 SMS 설정 페이지에서 옵트아웃 키워드 및 응답 메시지 필
드는 비활성 상태이며 편집할 수 없습니다.

Important

미국 이동 통신사는 최근 정책을 변경했으며 모든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TFN) 는 등록 절차
를 완료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등록 (p. 342) 섹션을 참조하세
요. 로 방문하여 전화번호 상태를 확인할 수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등록 상태 (p. 344) 있습
니다.
등록 절차는 최대 1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등록 요구 사항 및 프로세스 (p. 341)에서 확인하세요.

• 10DLC — (미국만 해당) 사용할 수 있으려면 등록 절차가 필요한 10자리 숫자입니다. 이 번호는 SMS
와 음성 메시지를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10DLC 전화번호를 요청하려면 먼저 회사 및 캠페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 외부 
심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신사 점수, 10DLC 캠페인 볼륨 및 처리량 제한이 증가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정보는 10DLC 등록 심사 (p. 323)을 참조하세요. 등록을 완료한 후 전화번호를 요청하
여 10DLC 캠페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10DLC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DLC (p. 318)에서 확인하
세요.

10DLC를 선택한 경우 10DLC 캠페인에 번호 지정 드롭다운 목록에서 10DLC 캠페인을 선택합니다. 
이 번호는 관련 캠페인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전화번호를 여러 10DLC 캠페인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10DLC 캠페인을 활성화하기 전에 10DLC 번호를 요청하면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오
류 메시지를 반환합니다. 목록에 캠페인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SMS 및 음성 설정 페이지의 10DLC 탭
에서 캠페인 상태를 확인하세요.

미국 기반 10DLC 및 무료 전화 번호의 경우 해당 번호가 지원하는 채널도 선택해야 합니다. SMS 채널,
음성 채널 또는 둘 다를 활성화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전화번호에 사용할 메시지 유형을 선택합니다.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프로모션 — 마케팅 메시지 또는 비즈니스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는 메시지를 보내려면 이 옵션을 선택
하십시오.

• 트랜잭션 — 암호 재설정이나 거래 알림과 같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메시지를 보내려면 이 옵션을 선
택합니다.

Note

5단계에서 10DLC를 선택한 경우 10DLC 캠페인을 만들 때 프로모션 또는 트랜잭션이 이미 지
정되어 있습니다. 10DLC 캠페인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10DLC 캠페
인 등록 (p. 326).

일부 국가 선택한 값에 따라 보내는 각 메시지에 대해 지불하는 가격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 메
시지는 높은 전달성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어 많은 국가에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프로모션 메시지는 비
용 효율성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SMS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요금을 참조하세
요.

7. 요약 섹션에는 번호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월별 가격에는 단일 번호의 비용이 표시됩니다.

수량에서 구매하려는 번호의 수량을 선택합니다. 단일 요청으로 최대 10개의 번호를 구매할 수 있습니
다. 나중에 추가 번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Subtotal은 구매하려는 전화번호 수량에 대한 월별 총 요금
을 표시하도록 업데이트됩니다.

8. (선택 사항) 전화번호를 추가로 구매하려면 국가 또는 지역 추가를 선택합니다.
9. 전화번호 구매를 완료하면 다음을 선택합니다.
10. 검토 및 요청 페이지에서 전화번호 세부 정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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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를 완료할 준비가 되었으면 [Request] 를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 을 선택하여 뒤로 돌아
가 내용을 변경하십시오.

Note

10DLC 캠페인을 10DLC 번호와 연결하면 10DLC 캠페인 상태가 검토를 위해 대기 중으로 다시 
변경됩니다. 10DLC 캠페인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 DLC 캠페인 상태를 (p. 328) 참조
하십시오.

긴 코드 요청은 일반적으로 즉시 승인됩니다. 요청이 승인되면 SMS 및 음성 설정 페이지의 전화번호 탭에서 
새 전화번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요청에 문제가 있는 경우 페이지 상단에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선택한 국가 중 하나에 사용
할 수 있는 긴 코드가 없는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요청을 승인하기 전에 계정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표시되면 요청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지원 티켓을 만들
어야 합니다.

Amazon Pinpoint 핀포인트에서 SMS 및 음성 설정 관
리
Amazon Pinpoint 계정에서 SMS 및 음성 채널의 메시지 작동 방식을 결정하는 몇 가지 설정을 변경할 수 있
습니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설정에 대한 정보와 설정을 변경하는 절차를 제공합니다.

주제
• SMS 설정 변경 (p. 338)
• 번호 설정 관리 (p. 339)
• 전화번호 제거 (p. 341)

SMS 설정 변경
Amazon Pinpoint 콘솔은 사용 사례 및 예산에 맞게 SMS 채널 설정을 업데이트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프로젝트의 SMS 채널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거나, AWS 계
정의 월간 SMS 지출 할당량을 설정하거나, AWS 계정의 기본 메시지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SMS 설정을 변경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All projects(모든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특정 프로젝트의 SMS 설정을 변경하려면 해당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 AWS 계정의 SMS 설정을 변경하려면 아무 프로젝트나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의 설정에서 SMS and voice(SMS 및 음성)를 선택합니다.
4. SMS 및 음성 설정 페이지의 일반 옆에 있는 편집을 선택합니다.
5. SMS 편집 페이지에서 다음 설정을 변경합니다.

• 이 프로젝트의 SMS 채널 활성화 - 현재 프로젝트의 SMS 채널을 활성화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SMS 채널을 비활성화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 취소합니다.

• 계정 수준 설정 — 이 설정을 변경하여AWS 계정의 SMS 설정을 수정합니다. 이러한 설정은 전체 
Amazon Pinpoint 계정과 SMS 메시지를 보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AWS 서비스 (예: Amazon 
Simple 알림 서비스) 에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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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메시지 유형 - 보내려는 SMS 메시지 유형을 선택합니다. 알림 및 일회용 암호 등 시간에 민감
한 콘텐츠를 보내려는 경우, 트랜잭션을 선택합니다. 마케팅 관련 내용을 보내려면 프로모션을 선택
합니다.

• 계정 지출 한도 — 매월 SMS 메시지를 보내는 데 지출하려는 최대 금액을 미국 달러로 지정합니다.
• 기본 발신자 ID - 선택적으로 SMS 메시지를 보내는 데 사용할 발신자 ID를 지정합니다. 발신자 ID

는 메시지를 수신할 때 수신자의 디바이스에 표시되는 영숫자 식별자입니다. 발신자 ID에 대한 지원
은 국가 또는 리전별로 다릅니다. 자세한 정보는 지원되는 국가 및 리전(SMS 채널) (p. 90)을 참조하
세요.

6. 변경 작업을 마치면 변경 사항 저장을 선택합니다.

번호 설정 관리
SMS 및 음성 설정 페이지의 번호 설정 섹션에 있는 옵션을 사용하여 계정에서AWS Support 요청하고 계정
에 할당한 전용 단축 코드 및 긴 코드의 설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축 코드는 대용량 SMS 메시징을 위한 
5자리 또는 6자리 번호입니다. 전용 단축 코드를 요청하는 방법은 the section called “단축 코드 요청” (p. 72)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긴 코드는 낮은 볼륨의person-to-person 통신을 위한 표준 10자리 전화번호입니다. 전
용 긴 코드를 요청하는 방법은 the section called “긴 코드 요청” (p. 75)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WS Support에서 전용 단축 코드 또는 긴 코드를 하나 이상 받으면, 번호 설정 섹션에 그러한 번호가 표시됩
니다. 이 섹션에서 해당 번호에 대한 SMS 키워드 설정 및 양방향 SMS 메시징 설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설정

키워드는 고객이 정보 메시지 또는 특별 할인 혜택과 같은 응답을 받기 위해 귀하의 번호로 보낼 수 있는 특
정 단어 또는 문구입니다. 번호가 키워드로 시작하는 메시지를 수신하면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사용자 
지정 가능한 메시지로 응답합니다.

단축 코드의 경우 AWS Support에서 단축 코드를 요청할 때 처음 정의하는 키워드 및 응답이 콘솔에 표시됩
니다. AWS Support에서는 단축 코드를 프로비저닝할 때 키워드 및 응답을 무선통신 사업자에 등록합니다.

긴 코드의 경우 기본 키워드 및 응답이 콘솔에 표시됩니다.

중요

키워드 및 응답 메시지는 무선통신 사업자 및 무선 산업 그룹이 정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
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한 그룹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귀하의 단축 코드 및 긴 코드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에는 번호 등록 거부 및 메시지 차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본 키워드

미국의 무선통신 사업자는 단축 코드가 다음 키워드를 지원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AWS는 모든 긴 코드와 
단축 코드가 다음 키워드를 지원할 것을 요구합니다.

HELP

고객 지원을 받는 데 사용됩니다. 응답 메시지에는 다음 예제와 같이 고객 지원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
야 합니다.

“계정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면 (206) 555-0199로 전화하십시오.”
중지(STOP)

귀하의 번호에서 전송되는 메시지 수신을 거부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대상은 STOP 외에 지원되는 모
든 옵트아웃 키워드(예: CANCEL 또는 OPTOU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옵트아웃 키워드 목
록은 SMS 옵트아웃 (p. 83)을 참조하십시오. 번호가 옵트아웃 키워드가 포함된 SMS 메시지를 수신하면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사용자 계정에서 옵트아웃한 개인에게 보내는 SMS 메시지 전송을 중단합
니다.

339



Amazon Pinpoint 사용 설명서
SMS 및 음성 설정 관리

응답 메시지는 다음 예제와 같이 옵트아웃한 개인에게 메시지 전송이 중지됨을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귀하의 옵트아웃이 처리되었으며 더 이상 메시지를 수신하지 않게 됩니다."

Note

수신자가 이러한 키워드 중 하나를 메시지의 첫 단어로 응답하면 Amazon Pinpoint Pinpoint는 해당 
키워드에 대한 응답으로 응답합니다. 예를 들어 수신자가 메시지 중 하나에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
하도록 도와줘”라고 응답하면 Amazon Pinpoint Pinpoint는 HELP 키워드에 대해 지정한 응답으로 
응답합니다.

등록된 키워드

등록된 키워드는 해당 SMS 사용 사례를 위한 키워드입니다. 단축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 이 키워드를 무선통
신 사업자에 등록해야 합니다. 고객은 이 키워드를 단축 코드로 보내서 귀사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
한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키워드 설정 변경

Amazon Pinpoint 콘솔을 사용하여 번호에 대한 키워드 응답을 사용자 지정합니다.

Important

미국 무료 전화번호에 대한 필수 옵트아웃 및 옵트인 키워드 응답은 STOP 및 UNSTOP이며, 이동
통신사에서 관리합니다. 사용자가 STOP 또는 UNSTOP으로 메시지에 회신하면 이동통신사에서 응
답 메시지를 보냅니다. Amazon Pinpoint 콘솔에서는 이러한 필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SMS 및 음성 설정 페이지의 번호 설정 아래에서 키워드 응답을 관리하려는 단축 코드 또는 긴 코드를 선
택합니다.

키워드 아래에서 콘솔은 다음에 대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 기본 HELP 및 STOP 키워드. 응답 메시지를 편집할 수 있지만 키워드는 편집할 수 없습니다.
• 등록된 키워드. 등록된 키워드를 변경하려면 먼저 AWS Support에서 요청을 생성하고 무선통신 사업

자에 키워드 업데이트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Amazon Pinpoint 콘솔에서 키워드가 일치하도
록 편집해야 합니다. 또한 응답 메시지를 편집할 수 있지만 메시지의 의도는 AWS Support에 제공하
는 메시지와 일관되어야 합니다.

2. 편집할 키워드가 포함된 테이블에서 편집을 선택한 후 키워드 및 응답 메시지를 편집합니다.
3. 변경 작업을 마치면 저장을 선택합니다.

양방향 SMS 설정

수신되는 SMS 메시지를 처리하도록 Amazon Pinpoint Pinpoint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번호가 SMS 메시지
를 수신하면 Amazon Pinpoint Pinpoint는 해당 메시지와 관련 데이터를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Amazon SNS) 주제로 보냅니다. 그런 다음 Amazon SNS 사용하여 추가 처리를 위해 주제 구독자 또는AWS 
서비스에 메시지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메시지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Amazon Pinpoint에서 양방향 SMS 메시징 
구성 (p. 86).

자체 관리형 옵트아웃

기본적으로 고객이 HELP 또는 STOP으로 시작하는 메시지를 전용 번호 중 하나로 보내면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사용자 지정 가능한 메시지로 자동 회신합니다. STOP 메시지가 수신되는 경우 Amazon Pinpoint 
Pinpoint는 고객이 future SMS 메시지를 받지 않도록 설정하기도 합니다. Amazon Pinpoint 이외의 서비스를 
사용하여 HELP 및 STOP 응답을 관리하려는 경우 자체 관리형 옵트아웃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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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어떤 번호에 대해 자체 관리형 옵트아웃을 활성화하려면 먼저 해당 번호에 대해 양방향 SMS 메시
징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고객이 지정된 긴 코드 또는 짧은 코드로 보내는 수신 
메시지를 처리하는 방식이 세 가지 변경됩니다. 첫째, 수신되는 HELP 및 STOP 메시지에 대한 자동 회신을 
중지합니다. (하지만 키워드 설정 (p. 340)을 사용하여 이러한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수동으로 구성할 수 있
습니다.) 둘째, Amazon Pinpoint Pinpoint는 고객이 STOP 메시지를 보낼 때 future SMS 메시지 수신을 자동
으로 중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신자에게 자동으로 응답하는 대신 수신되는 HELP 및 STOP 메시지를 양방
향 SMS 메시지를 수신하는 데 사용하는 Amazon SNS 주제로 라우팅합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HELP 요청 및 STOP 요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또한 옵트아웃 요청을 추적하고 이행해
야 합니다.

Important

대부분의 국가, 리전 및 관할 구역에서는 원치 않는 SMS 메시지를 보낼 경우 상당한 벌금을 부과합
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할 경우, 옵트아웃 요청을 포착하여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갖
춰야 합니다.

자체 관리형 옵트아웃을 활성화하려면

1. 번호 설정 아래에서 자체 관리형 옵트아웃을 활성화하려는 단축 코드 또는 긴 코드를 선택합니다.
2. 번호 설정 페이지에서 양방향 SMS를 선택합니다.
3. 양방향 SMS 메시징을 활성화하고 설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수행합니다. 양방향 SMS 메시징 설정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the section called “양방향 SMS 메시징 구성” (p. 86)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4. Opt-outs(옵트아웃)에서 Enable self-managed opt-outs(자체 관리형 옵트아웃 활성화)를 선택합니다.

전화번호 제거
전용 전화번호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에는 계정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번호를 삭제하면 다음 달 청구서
에서 해당 번호에 대한 요금 청구가 중단됩니다.

Important

계정에서 전화번호를 제거하면 영구적이며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전화번호를 삭제하면 future 같은 
번호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계정에서 번호를 삭제하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후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의 SMS 및 음성(SMS and voice)에서 전화번호(Phone numbers)를 선택합니다.
3. 번호 설정 섹션에서 제거하려는 전화번호를 선택합니다. 전화번호 삭제를 선택합니다.

Note

한 번에 하나의 번호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4. 번호 제거 확인 창에서 텍스트delete 필드에 입력한 다음 삭제를 선택합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등록 요구 사항 및 프로세스
Important

미국 이동 통신사는 최근 정책을 변경했으며 모든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TFN) 는 2022년 9월 30일 
이전에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로 방문하여 전화번호 상태를 확인할 수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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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상태 (p. 344) 있습니다.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수신자 부담 전화번
호 등록 (p. 342).
제출 후 등록이 처리되는 데 영업일 기준 최대 15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3일 업데이트: 2023년 4월 1일부터 등록되지 않은 무료 전화번호를 통해 전송되는 메시
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업계 전반의 임계값을 적용합니다.

• 일일 제한: 메시지 500개, 오전 12시 (태평양 표준시 기준) 에 재설정
• 주간 제한: 메시지 1,000개, 일요일 오전 12시 (태평양 표준시 기준) 에 재설정
• 월간 한도: 2,000개의 메시지, 월말 오전 12시 (태평양 표준시 기준) 에 재설정

가능한 빨리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등록 TFN을 통해 전송되는 메시지는 최대한으로 제
공되지만, 통신사가 미등록 트래픽을 계속 제한할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메시지의 필터링 및 
차단이 강화됩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를 사용하여 미국의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TFN) 를 사용하여 해당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TFN을 요청한 후 TFN을 사용하여 회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각 TFN에는 특정 사용 사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TFN을 일회용 암호 목적으로 등록하면 일회
용 암호 전송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TFN이 지정된 사용 사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금지 사용 사례
일부 사용 사례에 대해 메시지를 보내거나 TFN을 등록할 수 있는AWS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정 사용 
사례 (예: 규제 약물 또는 피싱과 관련된 사용 사례) 는 완전히 차단되고 다른 사용 사례는 높은 수준의 필터
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지된 메시지 콘텐츠 (p. 113)에 정의된 제한된 콘텐츠 사용 사례와 관련된 TFN
은 등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등록
의 단계를 따라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구입한 후에는 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Amazon Pinpoint 콘솔을 
사용해 전화번호 요청 (p. 336) Amazon Pinpoint 콘솔에서 직접 등록 프로세스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 콘솔을 통해 제출하는 정보는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통신 사업자 파트너에게 전달됩니
다. TFN을 등록할 때 누락된 부분이 없고 정확한 정보인지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
습니다. 입력하는 정보는 기업 본사의 정보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Important

Amazon Pinpoint 콘솔을 통해 제출하는 정보는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통신 사업자 파트너에게 
전달됩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등록하려면

1. 등록하기 전에 의 지침에 따라 TFN을Amazon Pinpoint 콘솔을 사용해 전화번호 요청 (p. 336) 구매합
니다.

2.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후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3. 탐색 창의 SMS 및 음성(SMS and voice)에서 전화번호(Phone numbers)를 선택합니다.
4. 무료 등록 탭에서 등록하려는 무료 전화 번호를 선택한 다음 등록 생성을 선택합니다.
5. Company Information(회사 정보) 섹션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회사 이름에 회사 이름을 입력합니다.
• 회사 웹 사이트(Company Website)에는 회사 웹 사이트의 전체 URL을 입력합니다.
• Address 1(주소 1)에는 기업 본사의 상세 주소를 입력합니다.
• Address 2(주소 2)(선택 사항)에는 필요한 경우 기업 본사의 건물 번호를 입력합니다.
• City(도시)에는 본사의 도시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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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e(주)에는 본사의 주를 입력합니다.
• Zip Code(우편 번호)에는 본사의 우편 번호를 입력합니다.
• Country(국가)에는 2자리 IDO 국가 코드를 입력합니다.

6. 연락처 정보 섹션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이름(First Name)에는 비즈니스 연락처가 될 사람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 성(Last Name)에는 비즈니스 연락처가 될 사람의 성을 입력합니다.
• Support 이메일(Support Email)에는 비즈니스 연락처가 될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 Support 전화번호(Support Phone Number)에 비즈니스 연락처가 될 사람의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7. Messaging Use Case(메시징 사용 사례)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 월별 SMS 볼륨(Monthly SMS Volume)은 매월 될 SMS 메시지 수를 선택합니다.
• Use Case Category(사용 사례 범주)는 전화번호에 대해 다음 사용 사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Two-factor authentication(이중 인증) - 이중 인증 코드를 보낼 때 사용합니다.
• 일회용 비밀번호(One-time passwords) - 사용자에게 일회용 암호를 보낼 때 사용합니다.
• 알림(Notifications) - 사용자에게 중요한 알림을 보내려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 폴링 및 설문(Polling and surveys) - 사용자의 기본 설정을 폴링할 때 사용합니다.
• 온디맨드 정보(Info on demand) - 요청을 보낸 후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합니다.
• 프로모션 및 마케팅(Promotions and Marketing) - 사용자에게 마케팅 메시지를 보낼 때만 사용합니

다.
• 기타(Other) - 사용 사례가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이 옵션의 Use 

Case Details(사용 사례 세부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 Use Case Details – optional(사용 사례 세부 정보(선택 사항))을 작성하여 선택한 Use Case 

Category(사용 사례 범주)에 추가 컨텍스트를 제공합니다.
• 옵트인 워크플로 설명에 사용자가 SMS 메시지 수신에 동의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예

를 들어 웹 사이트에서 온라인 양식을 작성합니다.
• 옵트인 워크플로 파일의 경우 사용자가 메시지 수신에 동의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업로드하

세요. 지원되는 파일 형식은 PNG이며 최대 파일 크기는 400KB입니다. 규정을 준수하는 옵트인 워크
플로의 추가 정보 및 예는 에서 확인할 수권한 획득 (p. 114) 있습니다.

Important

옵트인 목업 또는 스크린샷의 예:

• 웹사이트 옵트인: 클라이언트가 번호를 추가하고 메시지 수신에 동의하는 웹 양식의 목업 
또는 스크린샷.

• 웹 사이트 게시 (Support): 광고된 번호는 어디에 있으며 고객이 문자를 보낼 번호를 찾는 
곳입니다.

• 키워드 또는 QR 코드 옵트인: 고객은 이러한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해 키워드나 QR 코드를 
어디에서 찾나요?

• 2FA/OTP: 옵트인 목업 또는 스크린샷 (해당하는 경우 구두로 되어 있는 경우 옵트인 스크
립트의 목업 또는 스크린샷을 제공합니다.

• 정보 제공: 구두 동의 워크플로의 목업이나 스크린샷을 제공하고 메시지 콘텐츠를 제공하
세요.

8. 메시징 샘플(Messaging Samples) 섹션에서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 Message Sample 1(메시지 샘플 1)에는 최종 사용자에게 보낼 SMS 메시지 본문의 예제 메시지를 입
력합니다.

• 메시지 샘플 2 (선택 사항 3) 및 메시지 샘플 3 (선택 사항) 에 보낼 SMS 메시지 본문의 추가 예제 메시
지를 입력합니다.

• 각 Message Sample(메시지 샘플) 텍스트 상자의 최대 문자 수는 306자입니다.
9. 마쳤으면 Submit registration(등록 제출)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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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등록 상태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해당 등록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상태 중 하나로 등록됩니다.

• Created(생성됨) - 등록이 생성되었지만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 보류 중 — 메시지 전송을 시작하려면 먼저 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 검토 중(Reviewing) - 등록이 승인되었으며 검토 중입니다. 리뷰를 완료하는 데는 영업일 기준으로 최대 15

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완료(Complete) - 등록이 승인되었으며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 Requires Updates(업데이트 필요) - 등록을 수정하고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수신자 부담 전

화번호 등록 편집 (p. 344) 섹션을 참조하세요. 업데이트가 필요한 필드에는 경고 아이콘과 문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표시됩니다.

• 닫힘 — 무료 전화번호를 삭제했으므로 해당 번호에 대한 등록도 삭제해야 합니다.

등록 상태 확인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후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의 SMS 및 음성(SMS and voice)에서 전화번호(Phone numbers)를 선택합니다.
3. 수신자 부담 등록(Toll-free registrations) 탭에서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Toll-free Phone number)를 선택

합니다.
4. 그러면 각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의 등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등록 편집
등록을 제출한 후 등록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록 상태가 업데이트 필요로 표시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등록 양
식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필요한 필드에는 경고 아이콘과 문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습니다.

회사 등록을 편집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의 SMS 및 음성(SMS and voice)에서 전화번호(Phone numbers)를 선택합니다.
3. 무료 등록 탭에서 편집하려는 번호를 선택하고 등록 ID를 선택합니다.
4. Update registration(등록 업데이트)을 선택하여 양식을 편집하고 경고 아이콘이 있는 필드를 수정합니

다.
5. 이전에 제출한 파일을 옵트인 스크린샷 파일로 다시 업로드하세요.
6. Important

모든 필드를 다시 확인하여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마쳤으면 Submit registration(등록 제출)을 선택하여 다시 제출합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등록 삭제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등록을 제출한 후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려면 등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먼저 삭제한 다음 등록을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을 삭제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의 SMS 및 음성(SMS and voice)에서 전화번호(Phone numbers)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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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료 등록 탭에서 삭제하려는 등록 ID를 선택한 다음 등록 삭제를 선택합니다.

등록 문제
수신자 부담 번호 등록이 수락되지 않는 경우 등록 거부 사유를 설명하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러한 거부
에 대해 모범 사례에 나와 있지 않은 의문 사항이 있는 경우 지원 팀에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거부된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 요청을 제출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지원 메뉴를 선택한 다음 지원 센터를 선택합니다.
3. 지원 페이지에서 사례 생성을 선택합니다.
4. 사례 유형(Case type)으로 서비스 한도 증가(Service limit increase)를 선택합니다.
5. Limit type(한도 유형)에서 Pinpoint SMS를 선택합니다.
6. 리소스 섹션에서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캠페인 등록을 시도한 위치를 선택합니다.
• Resource Type(리소스 유형)에서 10DLC or TFN Registration(10DLC 또는 TFN 등록)을 선택합니다.
• Limit(한도)에서 Company or Campaign Registration Rejection(회사 또는 캠페인 등록 거부)을 선택합

니다.
7. 사용 사례 설명에 거부된 무료 전화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8. Contact options(연락처 옵션)에서 Preferred contact language(기본 설정 연락처 언어)에 대해 AWS 

Support 팀과 통신할 때 사용할 언어를 선택합니다.
9. 연락 방법에서 AWS Support 팀과 통신할 때 사용할 방법을 선택합니다.
10. Submit(제출)을 선택합니다.

해당AWS Support 팀에서 해당AWS Support 사례에서 수신자 부담 등록이 거부된 이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수신자 부담 번호 등록 절차 관련 FAQ

현재 내가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의 SMS 및 음성(SMS and voice)에서 전화번호(Phone numbers)를 선택합니다.
3. 무료 전화번호에는 해당 유형이 무료 전화번호로 표시됩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등록해야 합니까?

예. 현재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2022년 9월 30일 이전에 등록해야 계속 사용할 수 있
습니다. 2022년 8월 1일 이후에 새 수신자 부담 전호번호를 구매하는 경우 메시지를 보내려면 등록해야 합니
다.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는 어떻게 구매합니까?

Amazon Pinpoint 콘솔을 사용해 전화번호 요청 (p. 336)에 있는 지침에 따라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구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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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는 어떻게 등록합니까?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등록 (p. 342)에 있는 지침에 따라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등록합니다.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의 등록 상태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등록 상태 (p. 344)에 있는 지침에 따라 등록 및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까?

회사 주소, 비즈니스 연락처 및 사용 사례를 제공해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등
록 (p. 342)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등록이 거부되면 어떻게 됩니까?

등록이 거부되면 등록 상태가 업데이트 필요로 변경되며 의 지침에 따라 등록할 수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등
록 편집 (p. 344) 있습니다.

필요한 권한은 무엇입니까?

Amazon Pinpoint 콘솔을 방문하는 데 사용하는 IAM 권한은 “sms-voice:*”권한을 통해 활성화해야 합니
다.

푸시 알림 설정
푸시 알림 설정 페이지를 사용하여 Amazon Pinpoint Pinpoint가 현재 프로젝트에 대한 푸시 알림을 iOS, 
Android 또는 Amazon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자격 증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 채널에서 각각 지원되는 다음 푸시 알림 서비스에 대한 자격 증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Amazon Device Messaging(ADM)
• Apple 푸시 알림 서비스 (APNs)
• Baidu 클라우드 푸시
• Firebase Cloud Messaging(FCM)

주제
• 푸시 알림 설정 업데이트 (p. 346)
• APNs 설정 관리 (p. 347)

푸시 알림 설정 업데이트
콘솔을 사용하면 Amazon Pinpoint가 현재 프로젝트에 대한 푸시 알림을 iOS, Android 및 Amazon 디바이스
로 보내는 데 사용하는 자격 증명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푸시 알림 설정을 업데이트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All projects(모든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푸시 알림 설정을 업데이트할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의 설정에서 푸시 알림을 선택합니다.
4. 푸시 알림 옆의 편집을 선택합니다.
5. Baidu 클라우드 푸시 또는 ADM 서비스의 설정을 업데이트하려면 더 많은 푸시 알림 서비스 표시를 선

택합니다.
6. 사용하려는 푸시 알림 서비스의 올바른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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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N — Apple 개발자 계정에서 받는 인증 토큰 서명 키 또는 TLS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다음 섹션인 APN 설정 관리를 참조하세요.

• FCM — Firebase 콘솔에서 가져오는 웹 API 키 (API_KEY 또는 서버 키라고도 함) 가 필요합니다. 
FCM 자격 증명을 얻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irebase 설명서의 자격 증명을 참조하십시오.

• 바이두 — 바이두 클라우드 푸시 프로젝트에서 가져온 API 키와 비밀 키가 필요합니다.
• ADM — Amazon 개발자 계정의 OAuth 자격 증명 (클라이언트 식별자 및 클라이언트 암호) 이 필요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개발자 설명서의 Amazon 디바이스 메시징 자격 증명 얻기를 참조하십
시오.

7. 마쳤으면 저장을 선택합니다.

APNs 설정 관리
Apple 푸시 알림 서비스 (APN) 의 경우, APN 키 또는 인증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Amazon Pinpoint 
Pinpoint가 iOS 앱에 푸시 알림을 전송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키

Amazon Pinpoint Pinpoint가 APNs 인증 토큰에 암호로 서명하는 데 사용하는 프라이빗 서명 키입니다. 
이 서명 키는 Apple 개발자 계정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서명 키를 입력하면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사용자가 푸시 알림을 보낼 때마다 토큰을 사용하여 
APNS에 인증합니다. 이 서명 키로 APNS 프로덕션 환경 및 샌드박스 환경에 푸시 알림을 보낼 수 있습
니다.

서명 키는 인증서와 달리 만료되지 않습니다. 키는 한 번만 입력하면 되고, 나중에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
다. 또한 동일한 서명 키를 여러 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pple 개발자 계정 도움말의 인
증 토큰을 사용하여 APNS와 커뮤니케이션하기 를 참조하십시오.

Certificate

푸시 알림을 보낼 때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APNS에 인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TLS 인증서입니
다. APN 인증서는 프로덕션 및 샌드박스 환경을 모두 지원하거나 샌드박스 환경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인증서는 Apple 개발자 계정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인증서는 1년 후 만료됩니다. 이 경우, 새 인증서를 생성하고 이를 Amazon Pinpoint Pinpoint에 제공하여 
푸시 알림 전송을 갱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pple 개발자 계정 도움말의 TLS 인증서를 사용하여 
APN과의 통신을 참조하십시오.

APN 설정을 관리하려면

1. 푸시 알림 편집 페이지에서 Apple 푸시 알림 서비스 (APNs) 를 선택합니다.
2. 인증 유형 아래에서 사용하려는 인증 유형에 따라 키 자격 증명 또는 인증서 자격 증명을 선택합니다.

• 키 자격 증명을 선택하는 경우 Apple 개발자 계정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하십시오https:// 
developer.apple.com/account/.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인증 토큰을 만들려면 이 정보가 필요
합니다.

• 키 ID — 서명 키에 할당된 ID입니다. 이 값을 찾으려면 Certificates, IDs & Profiles(인증서, ID 및 
프로파일)를 선택하고 키 섹션에서 원하는 키를 선택합니다.

• 번들 식별자 - iOS 앱에 할당된 ID입니다. 이 값을 찾으려면 [Certificates, IDs & Profiles]를 선택하
고 [Identifiers] 섹션에서 [App IDs]를 선택한 다음 원하는 앱을 선택합니다.

• 팀 식별자 - Apple 개발자 계정 팀에 할당된 ID입니다. 이 값은 Membership(멤버십) 페이지에 있
습니다.

• 인증 키 — 인증 키를 생성할 때 Apple 개발자 계정에서 다운로드하는.p8 파일입니다. Apple에서
는 인증 키를 한 번만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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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tificate credentials(인증서 자격 증명)를 선택한 경우 다음 정보를 제공합니다.

• SSL 인증서(SSL certificate) – TLS 인증서용 .p12 파일입니다. Apple 개발자 계정에서 인증서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다음 Keychain Access에서 이 파일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 인증서 암호 — 인증서에 암호를 할당한 경우 여기에 암호를 입력합니다.
3. 프로덕션 지원의 경우 인증서가 APN 프로덕션 환경으로의 푸시 알림 전송을 지원하는 경우 Enabled

(Enabled) 를 선택하십시오. 인증서가 샌드박스 환경만 지원하는 경우, Disabled(사용 안 함)를 선택합니
다.

4. 기본 인증 유형에서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기본적으로 APN을 사용하여 인증하는 방법 (서명 
키를 사용하려면 키, TLS 인증서를 사용하려면 인증서) 을 선택합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콘
솔을 사용하여 전송하는 모든 APN 푸시 알림에 이 기본 설정을 사용합니다. Amazon Pinpoint APIAWS 
CLI, 또는AWS SDK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 기본 설정을 재정의할 수 있습
니다. 기본 인증 유형이 실패하면 Amazon Pinpoint Pinpoint는 다른 인증 유형을 사용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5. 마쳤으면 저장을 선택합니다.

모바일 및 웹 앱 분석 설정
모바일 앱 분석 및 웹 앱 분석 페이지를 가이드로 사용하여 사용 데이터를 Amazon Pinpoint Pinpoint로 전송
하도록 모바일 및 웹 앱을 통합 및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는 고객이 앱을 사용하는 방법을 확인하
는 데 도움이 되는 지표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30일 동안 앱에 로그인한 고객의 수, 앱의 특정 기능을 
사용한 고객의 수 또는 특정 디바이스 유형을 사용하여 앱에 액세스한 고객의 백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앱의 활용도를 개선하고 고객 참여 만족 및 유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벤트 스트림 설정
이벤트 스트림 설정 페이지를 사용하여 현재 프로젝트의 사용 및 참여 데이터, 즉 이벤트 데이터를 지원되
는 AWS 서비스로 스트리밍하는 것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스트리밍을 활성화할 경우 사용하려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역할과 스트림 유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Note

Amazon Kinesis 스트림을 아직 만들지 않았다면 Amazon Kinesis 콘솔 https:// 
console.aws.amazon.com/kinesis 으로 이동하십시오. 스트림 생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Amazon 
Kinesis Data Streams 개발자 가이드 또는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개발자 안내서 를 참조하
세요.
스트림을 설정하고 전송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inesis로 이벤트
를 스트리밍하기 위한 IAM 역할을 참조하십시오.

이벤트 스트리밍을 설정하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후 https://console.aws.amazon.com/pinpoint/에서 Amazon 
Pinpoint 콘솔을 엽니다.

2. All projects(모든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데이터 스트리밍을 설정하려는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탐색 창의 설정 아래에서 Event stream(이벤트 스트림)을 선택합니다.
4. 서비스 섹션에서 편집을 선택합니다.
5. Amazon Kinesis Kinesis로 스트리밍을 선택합니다.
6. Choose a stream type(스트림 유형 선택) 아래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Amazon Kinesis 데이터 스트림으로 이벤트 전송 — 분석을 위해 Amazon Pinpoint 이벤트 데이터를 
외부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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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스트림으로 이벤트 전송 — Amazon Redshift Redshift와 같은AWS 데
이터 스토어로 이벤트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7. Amazon Kinesis 스트림의 경우 데이터를 내보내는 데 사용할 Amazon Kinesis 스트림을 선택합니다.

Note

Amazon Kinesis 스트림을 아직 만들지 않았다면 Amazon Kinesis 콘솔 https:// 
console.aws.amazon.com/kinesis 으로 이동하십시오. 스트림 생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Amazon Kinesis Data Streams 개발자 가이드 또는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개발자 안
내서 를 참조하세요.

8. IAM 역할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기존 역할 사용 — Amazon Pinpoint Pinpoint가 계정에 이미 있는 IAM 역할을 맡도록 하려면 이 옵션
을 선택하십시오. 선택한 역할은 firehose:PutRecordBatch 작업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허용하는 정책의 예는 Amazon Pinpoint 개발자 안내서의 권한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 역할 자동 생성 — 필요한 권한이 있는 IAM 역할을 자동으로 생성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 역
할은 Amazon Pinpoint Pinpoint가 7단계에서 선택한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권한을 부
여합니다.

9. 저장을 선택합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프로젝트에 대한 이벤트를 수신하면 이 데이터를 Kinesis 스트림으로 전송합니
다. Amazon Pinpoint가 이벤트를 위해 전송하는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개발자 안내
서의 Kinesis로 Amazon Pinpoint 이벤트 스트리밍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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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을 통한 Amazon Pinpoint 모니
터링 CloudWatch

CloudWatch Amazon을 사용하여 Amazon Pinpoint 계정 및 프로젝트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지표를 수집, 
확인 및 분석할 수 있습니다. Amazon CloudWatch Pinpoint를 구성하면 Amazon Pinpoint 캠페인의 전달과 
엔드포인트 등록 및 가져오기 작업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를 CloudWatch 사용하여 특정 지표가 
사용자가 정의한 값을 초과할 때 이를 알리는 경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간에 특정한 수
의 캠페인 메시지가 실패할 경우 자동으로 이메일을 보내도록 경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및 로그를 스트리밍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Amazon Pinpoint 개발자 안내서의 Kinesis로 Amazon 
Pinpoint 이벤트 스트리밍을 참조하십시오.

이 장의 주제:
• CloudWatch로 익스포트되는 Amazon Pinpoint 지표 (p. 350)
• CloudWatch에서 Amazon Pinpoint 지표 보기 (p. 353)
• Amazon Pinpoint 지표에 대한 CloudWatch 경보 생성 (p. 354)

CloudWatch로 익스포트되는 Amazon Pinpoint 지표
다음 주제에서는 Amazon Pinpoint가 CloudWatch로 내보내는 지표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단원의 주제:
• 메시지 전송 관련 지표 (p. 350)
• 엔드포인트 관련 지표 (p. 352)
• 가져오기 작업 관련 지표 (p. 352)
• 일회용 암호와 관련된 지표  (p. 352)
• 이벤트 관련 지표 (p. 353)

메시지 전송 관련 지표

지표 설명

DirectSendMessagePermanentFailure 영구적 문제로 인해 전송되지 않은 메시지의 수입니
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엔드포인트가 만
료되거나 잘못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Amazon Pinpoint는 메시지 재
전송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단위: 개수

차원: ApplicationId

DirectSendMessageTemporaryFailure 영구적 문제로 인해 전송에 실패한 직접 메시지의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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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설명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Amazon Pinpoint 
서비스의 내부 문제로 인해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았
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발생할 경
우 Amazon Pinpoint는 메시지 재전송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단위: 개수

차원: ApplicationId

CampaignSendMessagePermanentFailure 영구적 문제로 인해 전송되지 않은 캠페인 메시지의 
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엔드포인트 토큰
이 만료되거나 잘못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단위: 개수

차원: ApplicationId

CampaignSendMessageTemporaryFailure 일시적 문제로 인해 전송되지 않은 메시지의 수입니
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Amazon Pinpoint 
서비스의 내부 문제로 인해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았
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발생할 경
우 Amazon Pinpoint는 메시지 재전송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단위: 개수

차원: ApplicationId

DirectSendMessageThrottled 해당 계정의 메시지 전송 능력에 병목 현상이 발생
하여 전송되지 않은 직접 메시지의 수입니다.

단위: 개수

차원: ApplicationId

CampaignSendMessageThrottled 해당 계정의 메시지 전송 능력에 병목 현상이 발생
하여 전송되지 않은 캠페인 메시지의 수입니다.

단위: 개수

차원: ApplicationId

CampaignSendMessageLatency 캠페인이 실행을 시작했을 때와 실행을 완료했을 때 
사이에 경과된 시간(초).

단위: 개수

차원: Application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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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포인트 관련 지표
지표 설명

EndpointRegistrationFailure 를 통해 제출된 엔드포인트 등록의 수AWSSDK 또
는 가져올 수 없었던 Amazon Pinpoint API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수신되는 엔드포
인트 레코드가 잘못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단위: 개수

차원: ApplicationId

가져오기 작업 관련 지표
지표 설명

ImportedEndpointFailure 가져오기 작업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가져올 수 없
었던 엔드포인트의 수.

단위: 개수

차원: ApplicationId

ImportJobFailure 어떤 이유든지 완료할 수 없었던 가져오기 작업의 
수

단위: 개수

차원: ApplicationId

ImportJobDuration 각 가져오기 작업의 시작과 종료 사이에 경과된 시
간(초).

단위: 개수

차원: ApplicationId

일회용 암호와 관련된 지표
지표 설명

OTPVerificationSuccess 성공한 OTP (일회용 암호) 확인 요청 수입니다.

단위: 개수

차원: ApplicationId

OTPVerificationAttempt OTP를 확인하려는 총 시도 횟수입니다.

단위: 개수

차원: Application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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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설명

OTPVerificationFailure 실패한 OTP 확인 요청의 총 수입니다.

단위: 개수

차원: ApplicationId

OTPVerificationFailureFinalAttempt 최종 시도에서 실패한 OTP 확인 요청의 총 수입니
다.

단위: 개수

차원: ApplicationId

이벤트 관련 지표

지표 설명

TotalEvents Amazon Pinpoint가 기록한 총 이벤트 수입니다. 
이 지표에는 에 의해 기록된 이벤트가 포함됩니
다.AWSSDK 또는 Amazon Pinpoint API를 통해 사
용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수

차원: ApplicationId

ExportedEvents 내보내기 위한 이벤트 스트림에 성공적으로 기록된 
총 이벤트 개수.

단위: 개수

차원: ApplicationId

ExportEventErrors 이벤트 스트림에 기록 후 발생된 총 오류 개수. 이러
한 오류에는 Amazon Pinpoint와 관련되지 않은 문
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로 스트리
밍한 이벤트의 양이 프로비저닝된 처리량을 초과할 
때 이러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수

차원: ApplicationId, ErrorCode

CloudWatch에서 Amazon Pinpoint 지표 보기
Amazon CloudWatch 콘솔 또는 Amazon CloudWatch API를 사용하여 Amazon Pinpoint에 대한 지표를 모니
터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에서는 CloudWatch콘솔을 사용하여 지표를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CloudWatch 콘솔을 사용하여 지표를 보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watch/에서 CloudWatch 콘솔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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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색 창에서 지표(Metrics)를 선택합니다.
3. 모든 지표 탭에서 Pinpoint(핀포인트)를 선택합니다.
4. 확인하려는 지표 유형을 선택합니다.
5. 지표를 선택하여 차트에 추가합니다.

또한 CloudWatch를 사용하여 이러한 지표의 변경에 대한 알림을 보내는 경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지표에 대한 CloudWatch 경보 생성 (p. 354) 단원을 참조하세요.

Amazon Pinpoint 지표에 대한 CloudWatch 경보 생
성

Amazon CloudWatch에서는 특정 지표의 값이 정의한 임계값 내에 있거나 벗어날 경우 알림을 보내는 경보
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인 문제로 인해 특정 수 이상의 캠페인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은 경
우 이를 알리는 경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 CampaignSendMessageTemporaryFailure 지표의 값이 
지정한 값보다 큰 경우 경보가 알림을 보냅니다.

이 주제에서는 CloudWatch 콘솔을 사용하여 Amazon Pinpoint 지표에 대한 경보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
명합니다. 경보 구성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여 경보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
시오.Amazon CloudWatch 경보 사용의Amazon CloudWatch 사용 설명서.

Amazon Pinpoint 지표에 대한 경보를 생성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watch/에서 CloudWatch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Alarms를 선택합니다.
3. 경보 생성(Create alarm)을 선택하세요.
4. 지표 선택(Select metric)을 선택하세요.
5. 모든 지표 탭에서 Pinpoint를 선택한 다음 경보를 생성할 지표 유형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지표 유

형은 사용하는 Amazon Pinpoint 기능에 따라 다릅니다.
6. 경보를 생성하려는 지표를 선택한 후 지표 선택을 선택합니다. 지표에 대한 그래프와 기타 정보가 표시

된 Specify metric and conditions(지표 및 조건 지정)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7. 조건에서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 Threshold type(임계값 유형)에서 정적을 선택합니다.
• metric가 다음과 같은 경우 항상에서 지표 값이 임계값보다 클 때, 크거나 같을 때, 작을 때, 작거나 

같을 때 중 경보를 트리거할 조건을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than(기준)에 경보를 트리거하려는 임계값
을 입력합니다.

8. 추가 구성에서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 Datapoints to alarm(경보에 대한 데이터 포인트)에서 경보를 트리거하기 위해 지표 값이 임계값 조건
을 충족해야 하는 평가 기간(데이터 포인트)을 입력합니다.

• Missing data treatment(누락된 데이터 처리)에서 일부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 경보에서 수행할 작업을 
선택합니다.

9. 다음(Next)을 선택합니다.
10. 알림에서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 Whenever this alarm state is(이 경보 상태가 다음과 같은 경우 항상)에 in Alarm(경보)을 선택합니다.
• 용SNS 주제 선택에서 경보 알림을 전송할 Amazon SNS (Amazon SNS) 주제를 선택하거나 생성합니

다.
11. 다음(Next)을 선택합니다.
12. 경보의 이름과 설명(선택 사항)을 입력하고 다음(Next)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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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Preview and create(미리 보기 및 생성)에서 경보가 원하는 대로 설정되었는지 검토하여 확인한 다음 경
보 생성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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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Amazon Pinpoint를 사용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문제 해결 정보와 가능한 해결책을 적어둡니
다.

Amazon Pinpoint Pinpoint에 다음과 같이 이벤트를 로깅하려고 시도합니다.

• 의Amazon Kinesis Data Streams 지침에 따라 이벤트 스트림을이벤트 스트림 설정 (p. 348) 켜십시오.
• 사용자 지정 로깅 솔루션 사용.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 사용자 참여 이벤트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세요. 여

러 서비스가 포함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Amazon Pinpoint 지원하는Amazon CloudWatch 메트릭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마존을 통한 

Amazon Pinpoint 모니터링 CloudWatch (p. 350)을 참조하세요.
• Amazon Pinpoint API 호출을 사용하여 CloudTrail 로그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개발

자 안내서의 Amazon Pinpoint API 호출 로깅을 참조하십시오.AWS CloudTrail

주제
• 세그먼트 가져오기 실패 (p. 356)
• 세그먼트 내보내기 실패 (p. 357)
• BadRequestException: 사용자당 최대 엔드포인트 초과 수: 15개 (p. 357)
• BadRequestException UpdateEndpointsBatch or 연산 호출 시 UpdateEndpoints : 사용자 지정 특성이 

너무 많음 (p. 357)
• 캠페인 문제 (p. 358)
• 동적 세그먼트: 엔드포인트 개수 (p. 359)
• 여정 문제: PutEvents 요청을 사용할 때 이벤트 기반 여정이 활성화되지 않음 (p. 359)
• 여정 문제: 모든 여정 참가자는 '예/아니요' 분할 활동 중에 '아니요' 분기를 거칩니다. (p. 360)
• SMS 전송 실패 (p. 360)
• SMS 전송 지연 (p. 361)
• 양방향 SMS (p. 361)
• 음성 (p. 362)
• 푸시 알림: 전송 문제 (p. 362)
• 푸시 알림: 메시지를 받지 못함 (p. 362)
• 푸시 알림: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음 (p. 363)
• 이메일: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음 (p. 363)
• 이메일: 반송 상태 (p. 363)
• CLI 예 (p. 364)

세그먼트 가져오기 실패
세그먼트 가져오기에 실패하면 다음 오류 메시지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가져오기 작업: 세그먼트 이름이 있는 SampleTemplate .csv 파일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SampleTemplate. 
잘못된 요청: 받은 데이터가 createImportJob 작업에 예상한 형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요청의 정보 형식이 
올바른지 확인한 다음 요청을 다시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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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및 해결 방법

• 이 오류는 가져온 템플릿의 형식이 올바르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 템플릿이 유효한 JSON 또는 CSV 형식인지 확인합니다. 올바른 형식의 예는 를세그먼트 파일 (p. 144) 참

조하십시오. 콘솔에서 샘플 템플릿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세그먼트, 세그먼트 만들
기, 세그먼트 가져오기, 예제 CSV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 지정한 모든 속성이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ChannelType및 주소는 세그먼트를 가져올 때 필수 필드입니다. 
속성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템플릿에 추가할 수 있는 속성의 전체 목록은 을 참조하십시오지원
되는 속성 (p. 148).

세그먼트 내보내기 실패
세그먼트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콘솔에서 내보내기 작업이 계속 실패합니다.

문제 및 해결 방법

• 콘솔에서 내보내는 경우 대량 내보내기의 경우 내보내기 작업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 이 제한을 해결하기 위해 명령줄 참조 (CLI) 또는 SDK를 통해 CreateExportJobAPI를 사용하여 세그먼트

를 Amazon S3 버킷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BadRequestException: 사용자당 최대 엔드포인트 
초과 수: 15개

이 오류는 동일한 엔드포인트와 연결된 15개 이상의 엔드포인트를 추가하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UserId.

Note

새 엔드포인트의 채널 유형이 ADM, GCM, APNS, APNS_VOICE, APNS_VOIP_SANDBOX 또는 
BAIDU인 경우 해당 채널 유형 중 하나를 가진 엔드포인트가 이미 있으면 요청이 성공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개발자 안내서의 대상 구성원의 최대 엔드포인트 수 관리를 참조하십시
오.

문제 및 해결 방법

• update-endpoint API를 사용하여 새 엔드포인트를 만들거나 기존 엔드포인트를 편집할 때 특정 엔드포인
트가 최대 15개의 엔드포인트 주소를 초과할 때 이 오류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 이 한도는 현재 서비스의 엄격한 한도입니다. 늘릴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엔드포인트 할당량을 참
조하세요.

BadRequestException UpdateEndpointsBatch or 연
산 호출 시 UpdateEndpoints : 사용자 지정 특성이 
너무 많음

이 오류는 250개 이상의 속성을 추가하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사용자 지정 속성은 엔드포인트당 최대 15KB
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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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Pinpoint 사용 설명서
캠페인 문제

문제 및 해결 방법

• 세그먼트를 내보내고 검사하여 사용자 지정 속성의 수를 확인합니다.
• 기본 속성 수는AttributesMetrics, 및 에 지정된 속성을 포함하여UserAttributes 250개입니다.
•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엔드포인트 할당량을 참조하세요.

캠페인 문제
장애 원인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로깅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링 및 로깅
을 참조하세요. (p. 356)

캠페인 문제: 캠페인에서 일부 엔드포인트가 성공적으
로 처리되지 않았거나 타겟팅되지 않았습니다.
대상 엔드포인트: 캠페인이 실행될 때 메시지가 전송되는 선택한 채널의 총 엔드포인트 수입니다. 이 합계에
는 세그먼트에서 중복되거나 비활성 엔드포인트가 제외됩니다.

처리된 엔드포인트: 캠페인 실행 중에 메시지를 전송한 성공적으로 타겟팅된 엔드포인트의 총 수입니다.

문제 및 해결 방법

• 성공적으로 처리된 엔드포인트 수가 세그먼트의 총 엔드포인트 수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세그먼트에 비활
성 엔드포인트 또는 캠페인에서 사용하지 않는 채널 유형의 엔드포인트가 포함된 경우 이러한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과 관련된 특정개별 캠페인에 대한 지표 (p. 240)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동적 세그먼트를 사용하는 경우 세그먼트를 내보내면 대상 세그먼트에 포함된 채널당 끝점 수를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그먼트의 엔드포인트 데이터는 동적 세그먼트에 정의된 기준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캠페인 문제: 메시지 조절
문제 및 해결 방법

• 다운스트림 메시지 전송 및 이동통신사 서비스로 인한 병목 현상
• 캠페인이 실행된CampaignSendMessageThrottled 기간 동안Amazon CloudWatch 지표를 검토하여 

이것이 문제인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CloudWatch에서 Amazon Pinpoint 지표 보기 (p. 353)을 
참조하세요.

• 전송률 조절 기능은 엔드포인트 전송 속도 용량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할당량을 참조하세요.

캠페인 문제: 수신자 시간대
문제 및 해결 방법

• true로 isLocalTime설정하여 수신자의 현지 시간을 사용하도록 캠페인을 예약합니다.
• 캠페인이 수신자의 현지 시간을 캠페인에 사용하도록 예약된 경우 모든 엔드포인트는 엔드포인트 정의

에서 올바른 형식의Demographic.Timezone 속성 값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엔드포인트가 
성공적으로 타겟팅되지 않습니다. isLocalTime옵션은 각 수취인의 현지 시간대를 기준으로 배송 시간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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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Pinpoint 사용 설명서
캠페인 문제: 처리 시간

캠페인 문제: 처리 시간
문제 및 해결 방법

• 캠페인에 모든 엔드포인트를 처리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 캠페인에 모든 타겟 엔드포인트를 처리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엔드포인트가 처리되지 않고 로그에 

campaign_send_status가 표시됩니다EXPIRED.
• 캠페인의 타깃팅이 되는 엔드포인트 수를 기반으로 사용 사례 및 전송 채널을 기반으로 캠페인 실행 최

대 시간 및 초당 최대 메시지 수가 구성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프로젝트의 기본 설정 구
성 (p. 308)을 참조하세요.

캠페인 문제: 전송, 렌더링 또는 영구 장애
• 렌더링 문제를 포함한 다운스트림 전송 문제

• 다른 엔드포인트 유형에 도달하면 전송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애 원인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
는 로깅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운스트림 전송 문제를 추가로 해결하려면 해당 엔드포인
트 유형과 관련된 전송 문제를 참조하세요.

• 렌더링 문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합니다. 메시지 템플릿을 사용했는데 템플릿 데이터가 누락되거
나, 템플릿 데이터의 형식이 잘못되었거나, 템플릿 매개 변수와 엔드포인트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 경
우. 자세한 내용은 전송 문제 아래의 이메일 섹션을 참조하세요.

• 영구 장애.
•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엔드포인트 주소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합니다. 영

구 오류의 원인이 로그에 표시됩니다. 영구적인 실패는 다시 시도되지 않습니다. 영구적인 오류의 예로
는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와 같은 잘못된 주소, 권한 문제, 샌드박스의 계정 또는 할당량 부족 등이 있
습니다.

동적 세그먼트: 엔드포인트 개수
문제 및 해결 방법

• 캠페인을 만들 때 동적 세그먼트를 사용하는 경우 엔드포인트 수는 근사치이므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
다. 세그먼트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동적 세그먼트의 엔드포인트 데이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적 세그
먼트에 정의된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정 문제: PutEvents 요청을 사용할 때 이벤트 기반 
여정이 활성화되지 않음

문제 및 해결 방법

• 구성된 값이여정 생성 (p. 174) 초과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엔드포인트당 최대 일일 메시지 수
• 엔드포인트가 여정에서 수신할 수 있는 최대 메시지 수
• 초당 최대 여정 메시지 수
• 엔드포인트당 최대 항목 수

• 이벤트로 활성화된 여정의 활성 수가 프로비저닝된 임계값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 이벤트 구성 요소 및 엔드포인트 구성 요소를 포함하여 PutEventsAPI 요청의 모든 구성 요소가 완료되었

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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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 문제: 모든 여정 참가자는 '예/아니

요' 분할 활동 중에 '아니요' 분기를 거칩니다.

• 특정 여정이PutEvent 요청에 있는 것과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 여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이벤트가 구성되었는지 확인하세요. Journey 입력 조건에서 이 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벤트 기반 여정은 다이얼 작동 수명이 3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컨택 센터 사용 사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다음 예제 요청을 사용하여 “TestEvent” 입력 조건을 사용하여 여정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aws pinpoint put-events --application-id 7149cbb8XXXXXXXX --events-request file://
PutEvents.json
file://PutEvents.json  
{ 
    "BatchItem": { 
        "ExampleEndpointID": { 
            "Endpoint": { 
                "User": { 
                    "UserId": "10107" 
                },  
                "ChannelType": "EMAIL", 
                "Address": "johndoe@example.com" 
                    
            }, 
            "Events": { 
                "JourneyEvent": { 
                    "EventType": "TestEvent", 
                    "Timestamp": "2019-02-10T19:48:57+00:00" 
                } 
            } 
        } 
    }
}

여정 문제: 모든 여정 참가자는 '예/아니요' 분할 활동 
중에 '아니요' 분기를 거칩니다.

문제 및 해결 방법

• 대기 시간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송 이벤트는 즉시 평가되므로 모든 참가
자가 '아니요' 브랜치로 이동합니다.
•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건 평가 후에 일정 기간 동안 대기 시간이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이벤트 기준 및 다음 사용자 지정AWS Lambda 활동에 따른 예/아니요 분할에는 이벤트 결과가 누적되고 
처리되는 데 15분이 소요되는 암시적 대기 시간이 있습니다.

• 이벤트 기준 및 다음 채널 활동 (SMS, EMAIL, PNS) 에 따라 예/아니요 분할을 수행하면 채널 메시지 전달
에 대한 전송 이벤트 상태가 누적되고 처리되기까지 1시간이 걸립니다.

• 채널 전송 상태와 관련된 표준 이벤트만 예/아니요 분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SMS 전송 실패
문제 및 해결 방법

• Amazon Pinpoint 번호 검사기를 사용하여 번호가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SMS 전송은 '모바일' 전화유형에
서 지원됩니다. 'VOIP' 번호로의 SMS 전송은 실패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 시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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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전송 지연

• 의TextMessageMonthlySpend 메트릭을 검토하여 월간 SMS 지출 할당량이 고갈되지 않았는지 확인
하세요Amazon CloudWatch. 자세한 내용은 를 사용하여 월간 SMS 및 음성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
다. CloudWatch (p. 80) 섹션을 참조하세요.

• 배송 문제가 기기 한 대 또는 두 개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기기 관련 문제를 제외하세요. 장애 발생 시 해당 
번호가 Amazon Pinpoint 외부에서 SMS를 수신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SMS 이벤트 로깅을 켜면 장애 원인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메시지 상태를 검토하세요.
• 전화에 연결하려고 시도하는 중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 특별 요구 사항 및 규정을 적어둡니다. Amazon Pinpoint 통한 SMS의 국가 기능 및 제한 사항 (p. 89)이를 
확인하고 이러한 요구 사항이 충족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SMS 전송 지연
문제 및 해결 방법

• SMS 전송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AWS 인프라에서 벗어난 후 메시지가 이동하
는 분산 경로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장치 관련 문제는 네트워크 범위가 좋지 않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장 좋은 방법은 대상 장치의 메시지 전송 시간과 수신 시간을 비교하여 SMS 전송 지연을 측정하는 것입
니다.

• 메시지 초당 부품 수 (MPS) 제한 (p. 66)원래 ID와 관련된 경우에도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SMS
양방향 SMS 응답은 SNS 주제, 구독자 또는 둘 다에서 수신되지 않습니다.

문제 및 해결 방법

• 해당 기능이 지원되는 국가에서 양방향 SMS가 활성화된 번호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지원되는 국가 및 리
전(SMS 채널) (p. 90) 및 Amazon Pinpoint에서 양방향 SMS 메시징 구성 (p. 86)를 참조하세요.

• 발신자 번호가 Amazon Pinpoint Pinpoint의 양방향 SMS 지원 번호와 동일한 국가에서 왔는지 확인하십시
오.
• 해외 전화번호에서 보낸 인바운드 SMS는 Amazon Pinpoint Pinpoint로 전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

송 가능성은 국가별 통신 현지 규칙 및 규정과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국제 SMS 전송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시도됩니다.

• 발신자 번호가 Amazon Pinpoint Pinpoint의 양방향 SMS 활성화 번호와 동일한 국가에서 발급되지 않고 
발신자 번호의 소스 국가가 양방향 SMS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사용자에게 긴 코드나 짧은 코드
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번호 구매 유형 (p. 315)를 참조하세요.

• Amazon Pinpoint 전화번호 검사기 API를 사용하여 발신자 번호가 가상 번호가 아니라 유효한 휴대폰 번호
인지 확인하십시오. Amazon Pinpoint Pinpoint에 있는 것과 같은 두 가상 번호 간의 통신은 최대한 많은 노
력을 기울여 시도됩니다.

• NumberOfMessagesPublishedNumberOfNotificationsDelivered, 에 대한 Amazon SNS 
CloudWatch 지표를 검토하고 Amazon SNS 주제가 인바운드 SMS를 수신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
오.NumberOfNotificationsFailed
• 인바운드 SMS 타임스탬프NumberOfMessagesPublished 시점에 대한 데이터 포인트가 있는 경우 

수신자 응답이 다운스트림에서 성공적으로 수신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 Amazon Pinpoint에서 Amazon 
SNS 구독자에게 도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Amazon SNS SNS와 대상 엔드포인트 간에는 구성 
또는 전송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용 중인 전송 프로토콜의 Amazon SNS 주제에서 로깅
을 활성화하십시오. Amazon SNS 메시지 전송 상태를 참조하세요.

• 인바운드 SMS 타임스탬프 시점에NumberOfMessagesPublished 메트릭에 대한 데이터 포인트가 있
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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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 Amazon SNS 주제 정책을 검토하여 Amazon Pinpoint 서비스에서 Amazon SNS 주제에 게시하는 것
을 허용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정책에 대한 예는 Amazon Pinpoint에서 양방향 SMS 구성 (p. 87) 섹션
을 참조하세요.

• 양방향 SMS 번호에 연결된 Amazon SNS 주제가 암호화된 경우:
• 사용된 키가 대칭인지 확인합니다.
•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키 정책이 수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을 참조

하십시오암호화된 주제에 대한 특별 요구 사항 (p. 88).

음성
Amazon Pinpoint 음성 메시지를 기록하려면 Amazon Pinpoint SMS 및 Voice v1 API에 대한 Amazon 
Pinpoint 음성 메시지에 대한 로깅을 설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를 참조하십시오. .

문제 및 해결 방법

• 기본적으로 Amazon Pinpoint 프로젝트의 음성 채널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음성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려면 프로젝트 아래의 설정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SMS 및 음성 기능에서 두 기능이 각각 꺼
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 옵션에서 SMS를 켤 수 있지만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음
성 채널을 켤 수 있습니다.

aws pinpoint update-voice-channel --application-id AppId --voice-channel-request 
 Enabled=true

• TooManyRequests 예외
• 계정이 샌드박스에 있는 경우 24시간 동안 20개의 메시지 제한이 있습니다. 이 제한은 다음과 같이 늘릴 

수프로덕션 액세스 요청 (p. 127) 있습니다.
• Amazon Pinpoint 음성 채널은 24시간 동안 한 명의 수신자당 메시지 5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한도

는 늘릴 수 없는 엄격한 한도입니다.

푸시 알림: 전송 문제
문제 및 해결 방법

• SendMessages API를 통해 전송되는 직접 푸시 알림 메시지의 경우, 전달에 대한 통찰력을 얻으려면 API 
응답을 캡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응답에서 EndpointResult객체 내부의 StatusMessage 속성을 검
토하세요. 이 속성에는 다운스트림 푸시 알림 서비스에서 받은 플랫폼 응답 코드가 포함됩니다.

• 캠페인의 경우 Kinesis Data Streams 통한 로깅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_campaign.send 이벤트의
플랫폼 응답 코드를 검토하여 Amazon Pinpoint Pinpoint가 다운스트림 푸시 알림 서비스로부터 받은 전송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푸시 알림: 메시지를 받지 못함
문제 및 해결 방법

• 장치 연결 문제 — 문제가 특정 장치에서만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장치의 푸시 알림 서비스 엔드포인트 연
결이 차단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FCM 포트 및 방화벽 및 Apple 기기에 Apple 푸시 알림이 수신되지 
않는 경우를 참조하세요.

• 엔드포인트 OptOut속성 값 - 엔드포인트 OptOut값이 로ALL 설정된 경우 엔드포인트는 알림을 받지 않습
니다. get-endpoint CLI를 사용하여 엔드포인트 OptOut값이 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NONE. 엔드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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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시 알림: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음

트가 옵트아웃되면 캠페인 또는 여정을 통해 전송된 메시지가 엔드포인트로 전송되지 않으며 로그도 생성
되지 않습니다.

• 토큰 환경 — Amazon Pinpoint 엔드포인트의 채널 유형이 디바이스에 대해 생성된 토큰과 일치하는
지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FCM 통합 기능이 있는 앱 토큰 주소의 채널로 GCM을 사용하고 APN에는 
APNS_Sandbox를, 샌드박스의 앱에는 APNS_Sandbox를, 프로덕션 중인 앱의 경우 APNS를 채널로 사용
하십시오.

오류 상태인 전송 시도에 대한 인사이트는 전송 시도에 사용된 각 푸시 채널의 푸시 알림 응답 코드를 참조
하십시오.

푸시 알림: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음
문제 및 해결 방법

• Kinesis 이벤트 로그에 전송 성공 상태가 표시되거나 특정 요청 페이로드 또는 메시지 유형에서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알림이 장치에 전달되고 있지만 시스템 알림 트레이에 표시
되지 않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 문제를 해결하려면 앱의 onMessageReceivedAPI 핸들러에 로그 명령문을 통합하세요. 예시는 FCM 및
APN을 참조하십시오. 이 작업을 통해 장치에서 알림을 수신했지만 시스템 알림 트레이에는 표시되지 않
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메시지가 알림 또는 알림 페이로드로 수신되지만 데이터 또는 자동 페이로드로는 수신되지 않는 경우 애플
리케이션의 수신 메시지 핸들러 코드를 검토하여 수신된 알림이 기기 알림 트레이로 푸시되는지 확인하십
시오.

• 애플리케이션에서 메시지 유형의 데이터, 알림, 알림 또는 백그라운드가 수신될 때 의도한 동작이 무엇인
지, 애플리케이션이 다양한 메시지 유형을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메일: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음
문제 및 해결 방법

• 이메일 템플릿을 사용할 때 tmessage 변수가 누락되거나 형식이 잘못되었거나 메시지 변수와 엔드포인트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렌더링 오류가 발생합니다.

• 캠페인이 실행된RenderingFailure 기간 동안 Amazon SES CloudWatch 지표를 검토하여 렌더링이 문
제인지 확인하십시오. 렌더링 실패는 Amazon Pinpoint 이벤트 로그에 _email.rendering_실패 이벤트로 나
타납니다.

• 템플릿 없이 캠페인을 실행하여 엔드포인트가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작업
을 통해 문제가 템플릿 변수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든 메시지 변수에 해당하는 엔드포인트 속성이 있고 형식이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메시지 템플릿에 맞춤형 콘텐츠 추가 (p. 262)을 참조하세요.

• 세그먼트의 엔드포인트에 대한 속성이 없는 경우 엔드포인트에 전송을 허용하도록 템플릿의 모든 메시지 
변수에 대한 기본값을 구성합니다.

이메일: 반송 상태
소프트 바운스 솔루션

• 일시적인 장애로 인해 소프트 바운스가 발생하며 로그의 _email.softbounce 이벤트 유형 아래에 표시됩니
다.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일정 기간 동안 소프트 바운스 이메일을 다시 전송하려고 시도합니다.

•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에서 소프트 바운스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신자 사서함이 꽉 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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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 예

• 수신자 사서함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서버 제한을 초과했습니다.
• 서버에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 소프트 바운스와 관련된 특정 오류 코드는 421, 450, 451 또는 452입니다. 이러한 오류 코드에 대한 설명
은 단순 메일 전송 프로토콜 (SMTP) 고급 상태 코드 레지스트리를 참조하십시오. 로그의 smtp_response
는 바운스 이벤트에 대한 오류 코드를 제공합니다.

하드 바운스 솔루션

• 하드 바운스는 로그의 _email.hardbounce 이벤트 유형 아래에 나타나는 지속적인 전송 실패입니다. 이러
한 실패는 다시 시도되지 않습니다.

•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에서 하드 바운스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주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도메인 이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수신자의 이메일 서버가 이메일을 차단했습니다.
• 이메일 주소가 계정 금지 목록에 있습니다.

• 프로젝트의 하드 바운스 수를 모니터링하고 수신자 목록에서 하드 바운스 이메일 주소를 제거하세요. 하드 
바운스는 보내는 평판과 이메일 메시지의 전달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의 모범 사례를 검토하세요반송 메일 (p. 52).

CLI 예
다음 예는 Amazon Pinpoint Pinpoint의 일반적인 CLI 명령입니다.

• 엔드포인트 데이터 가져오기: 엔드포인트 CLI 가져오기

aws pinpoint get-endpoint —application-id AppId —endpoint-id EndpointId

위의 명령에서 다음과 같이 변경하세요.

• 엔드포인트가 포함된 Amazon Pinpoint 프로젝트의 ID로 AppId바꾸십시오.
• 검색 중인 기존 엔드포인트의 EndpointIdID로 바꾸십시오.

• 사용자 데이터 가져오기: get-user-endpointsCLI

aws pinpoint get-user-endpoints —application-id AppId —user-id UserId

위의 명령에서 다음과 같이 변경하세요.

• 엔드포인트가 포함된 Amazon Pinpoint 프로젝트의 ID로 AppId바꾸십시오.
• 사용자의 UserIdID로 바꾸십시오.

• 엔드포인트 업데이트 또는 새 엔드포인트 생성: 업데이트-엔드포인트 CLI

aws pinpoint update-endpoint —application-id AppId —endpoint-id EndpointId —endpoint-
request '{"ChannelType":"SMS","Address":"+12345678","Location":{"Country":"USA"},"User":
{"UserId":"UserId"}}'

위의 명령에서 다음과 같이 변경하세요.

• 엔드포인트가 포함된 Amazon Pinpoint 프로젝트의 ID로 AppId바꾸십시오.
• 생성 또는 업데이트 중인 기존 엔드포인트의 EndpointIdID로 바꾸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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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 예

• 사용자의 UserIdID로 바꾸십시오.
• 엔드포인트 삭제: 엔드포인트 CLI 삭제

aws pinpoint delete-endpoint —application-id AppId —endpoint-id EndpointId 

위의 명령에서 다음과 같이 변경하세요.

• 엔드포인트가 포함된 Amazon Pinpoint 프로젝트의 ID로 AppId바꾸십시오.
• 삭제하려는 기존 엔드포인트의 EndpointIdID로 바꾸십시오.

• 전화번호 확인: phone-number-validateCLI

aws pinpoint phone-number-validate —number-validate-request PhoneNumber=+12065550100

위의 명령에서 다음과 같이 변경하세요.

• +12065550100# 확인하려는 전화 번호로 바꾸십시오.
• 메시지 보내기 예제 CLI: 번호로 SMS 보내기

aws pinpoint send-messages --application-id AppID --message-request 
 '{"MessageConfiguration": {"SMSMessage":{"Body":"This is a test message"}},"Addresses": 
 {"DestinationPhoneNumber": {"ChannelType":"SMS"}}}‘

위의 명령에서 다음과 같이 변경하세요.

• 엔드포인트가 포함된 Amazon Pinpoint 프로젝트의 ID로 AppId바꾸십시오.
• 보내려는 DestinationPhoneNumber전화번호로 바꾸십시오.

• 메시지 보내기 예제 CLI: 발신 번호를 SMS로

aws pinpoint send-messages --application-id AppID --message-request 
 '{"MessageConfiguration": {"SMSMessage":{"Body":"hello, how are 
 you?","OriginationNumber": "OriginPhoneNumber"}},"Addresses": {"DestinationPhoneNumber": 
 {"ChannelType":"SMS"}}}‘

위의 명령에서 다음과 같이 변경하세요.

• 엔드포인트가 포함된 Amazon Pinpoint 프로젝트의 ID로 AppId바꾸십시오.
• 메시지를 전송하려는 OriginPhoneNumber전화번호로 교체합니다.
• 보내려는 DestinationPhoneNumber전화번호로 바꾸십시오.

• 메시지 전송 예제 CLI: 엔드포인트로 SMS

aws pinpoint send-messages —application-id AppID  —message-request 
 '{"MessageConfiguration": {"SMSMessage":{"Body":"This is a test message"}},"Endpoints": 
 {"EndPointId": {}}}'

위의 명령에서 다음과 같이 변경하세요.

• 엔드포인트가 포함된 Amazon Pinpoint 프로젝트의 ID로 AppId바꾸십시오.
• 전송하려는 기존 엔드포인트의 EndPointIdID로 바꾸십시오.

• 메시지 보내기 예제 CLI: userId ID에 SMS 보내기

aws pinpoint send-users-messages —application-id AppID —send-users-message-request 
 '{"MessageConfiguration": {"SMSMessage":{"Body":"This is a test"}},"Users": {"User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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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 예

위의 명령에서 다음과 같이 변경하세요.
• 엔드포인트가 포함된 Amazon Pinpoint 프로젝트의 ID로 AppId바꾸십시오.
• 사용자의 UserIdID로 바꾸십시오.

• 캠페인 생성??? (p. 253) CLI를 사용한 캠페인 생성

aws pinpoint create-campaign —application-id AppId —write-campaign-request file://
campaignclirequest.json  

file://campaignclirequest.json  
{ 
 "Description": "CLITestCampaign", 
 "HoldoutPercent": 0, 
 "MessageConfiguration":  
 { 
  "DefaultMessage":  
  { 
   "Body": "TestFromCLI" 
  } 
 }, 
 "Name": "TestingCLICampaign", 
 "Schedule":  
 { 
  "StartTime": "IMMEDIATE" 
 }, 
 "TemplateConfiguration":  
  { 
  "EmailTemplate":  
   { 
   "Name": "TemplateName", 
   "Version": "Version" 
   } 
  }, 
 "SegmentId": "SegmentID", 
 "SegmentVersion": 1
}

위의 명령 및 파일에서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엔드포인트가 포함된 Amazon Pinpoint 프로젝트의 ID로 AppId바꾸십시오.
• 템플릿 TemplateName이름으로 바꾸십시오.
• ### 템플릿 버전으로 바꿉니다.
• SegmentID# #### 세그먼트의 ID로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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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Pinpoint 문서 기록
다음 표에서는 2018년 12월 이후 Amazon Pinpoint 사용 설명서의 각 릴리스에서 변경된 2018년 12월 이후
Amazon Pinpoint 사용 설명서의 각 릴리스에서 변경된 2018년 12월 이후 Amazon Pinpoint 사용 설명서의 
이 설명서에 대한 업데이트 알림을 받으려면 RSS 피드를 구독하면 됩니다.

• 마지막 문서 업데이트: 2022년 8월 1일

변경 사항 설명 날짜

문제 해결 (p. 367) 새 섹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문제 해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13일

10DLC 캠페인 등록 (p. 367) 10DLC 캠페인 등록 지침과 두 개
의 새로운 10DLC 캠페인 조각상
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DLC 캠페인 등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11일

컨택 센터 활동 설정 (p. 367) 지침은 여행당 최대 3개의 컨택 센
터 활동 할당량을 표시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SMS 템플릿 등록에
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
니다.

2023년 4월 4일 4일

SMS 템플릿 등록 (p. 367) SMS 템플릿 승인 요청 지침이 추
가되었습니다. SMS 템플릿 등록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2023년 3월 15일

10DLC 회사 등록 (p. 367) 10DLC 회사 등록을 등록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등록을 편집하
여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10DLC 회사 등록 편
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3일

10DLC 캠페인 등록 거부 사
유 (p. 367)

10DLC 캠페인 등록에 문제가 있
는 경우 표를 사용하여 등록이 거
부된 이유와 해결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DLC 캠페인 등록 
거부 사유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
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27일

싱가포르 발신자 ID 등록하
기 (p. 367)

2023—01—30부터 싱가포르 
SMS 발신자 ID 레지스트리 
(SSIR) 를 통해 발신자 ID 레지스
트리 (SSIR) 를 통해 발신자 ID 레
지스트리 (SSIR) 를 통해 발신자 
ID 레지스트리 (SSIR) 를 통해 발
2023년 1월 30일까지 ID를 등록
하지 않으면 해당 발신자 ID를 사
용하여 보낸 모든 메시지의 ID가 
규제 기관 규칙에 따라 LIKELY-
SCAM으로 변경됩니다. 싱가포르 

2023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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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요건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
인할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 의 SMS 문자 수 
한도 (p. 367)

SMS 메시지가 지원되는 문자 제
한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되는 제
한을 초과하는 문자를 제외하도록 
메시지가 잘리는 대신 잘못된 메
시지 예외가 반환됩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의 SMS 문자 제
한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15일

Amazon Pinpoint SMS 결제 및 사
용 보고서 이해 (p. 367)

아웃바운드 SMS용 Amazon 
Pinpoint 청구서를 읽는 방법
Amazon Pinpoint Pinpoint의 SMS 
청구 및 사용 보고서에 대한 이해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2022년 12월 2일

10DLC 캠페인 등록 (p. 367) 10DLC 캠페인 등록을 위한 옵트
인 워크플로 필드는 2022-11-17부
터 필요합니다. 10DLC 캠페인 등
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DLC 
캠페인 등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
니다.

2022년 11월 14일

비활성화된 전화번호 보고
서 (p. 367)

비활성화 보고서에는 모바일 네트
워크에서 비활성화된 전화번호의 
현재 목록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SMS 발신 목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MS 비활성화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비
활성화된 전화번호 처리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31일

전화번호 풀 (p. 367) 풀은 전화번호 및 발신자 ID의 모
음입니다. 풀을 생성할 때 지정된 
원본 ID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ID에는 키워드, 메시지 유형, 옵트
아웃 목록, 양방향 구성 및 자체 관
리형 옵트아웃 구성이 포함됩니
다. 전화 번호 풀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Amazon Pinpoint Pinpoint의 
풀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27일

지역별 이용 가능 여부 (p. 367) Amazon Pinpoint Pinpoint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동부 (오하이
오) 리전에서 Amazon Pinpoin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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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등
록 (p. 367)

미국 이동 통신사는 최근 정책을 
변경했으며 모든 수신자 부담 전
화번호 (TFN) 는 2022년 9월 30일 
이전에 모든 수신자 부담 전화번
호 (TFN) 는 2022년 9월 30일 이
전에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
다. 미국 수신자 부담 번호 등록 요
건 및 절차에서 무료 번호 등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2022년 8월 1일

정확한 커뮤니케이션 전달을 위한 
정확한 여정 일정 (p. 367)

Amazon Pinpoint Pinpoint는 고객
이 사용자에게 보내는 통신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새로운 
여정 전송 제한을 추가했습니다. 
Amazon Pinpoint 여정은 사용자
의 행동이나 속성에 따라 사용자
에게 커뮤니케이션 경로를 안내하
는 다단계 캠페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컨택 센터 활동 설정을 참
조하십시오.

2022년 5월 22일

여정 컨택 센터 재평가 (p. 367) 컨택 센터를 통해 보내기 활동이 
포함된 여정의 동작이 수정되었습
니다. 여정 참가자가 컨택 센터 활
동에 참여하면 전화를 걸기 전에 
해당 활동으로 이어진 모든 이전 
결정을 재평가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컨택 센터 활동 설정을 참조
하십시오.

2022년 1월 13일

사파리 웹 푸시 (p. 367) 이제 macOS 노트북 및 데스크톱 
컴퓨터의 Safari 브라우저 사용자
에게 푸시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
다.

2021년 11월 18일

SMS 시뮬레이터 (p. 367) 테스트 SMS 메시지를 실제 전화
번호로 전송하고 실제 성공 또는 
실패 이벤트를 수신하는 데 사용
할 수 있는 SMS 시뮬레이터가 추
가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18일

이메일 금지 목록 변경 (p. 367) Amazon SES 콘솔을 통해 이메일 
금지 목록이 Amazon SES 콘솔을 
통해 관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 금지 목록 관리를 참조하
십시오.

2021년 11월 3일

인앱 메시지 (p. 367) 캠페인 및 여정을 사용하여 인앱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28일

10DLC 회사 심사 (p. 367) 이제 10DLC 회사 등록 심사를 요
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 
SMS 처리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25일

Amazon Connect 콜 센터 통
합 (p. 367)

이제 콜 센터를 통해 메시지를 보
내는 단계를 포함하도록 여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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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규제 설정 (p. 367) 인도의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는 경우 이제 캠페인 및 여정에서
인도 현지 경로의 엔티티 ID 및 템
플릿 ID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17일

세그멘테이션 (p. 367) 고급 세분화 기능을 사용하여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대
상 고객을 더욱 세분화할 수 있습
니다. 세그먼트 만들기를 참조하
십시오.

2021년 1월 14일

메시지 템플릿 (p. 367) 템플릿 도우미를 사용하여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메
시지 템플릿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도우미를 사용
하여 메시지 개인화하기를 참조하
십시오.

2020년 11월 16일

여정 (p. 367) 이제 Amazon Pinpoint Pinpoint에
서 이벤트 트리거 여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정 만들기를 참조하
십시오.

2020년 9월 30일

사용자 지정 속성 (p. 367)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이제
이메일 메시지 템플릿에 대해 최
대 250개의 사용자 지정 속성을 
지원합니다.

2020년 9월 18일

인도 규제 요구 사항 (p. 367) TRAI에 등록하는 단계가 변경
되었습니다. 인도의 수신자에게 
SMS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특별 
요구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2020년 9월 15일

지역별 이용 가능 여부 (p. 367) 아시아 태평양 (도쿄) 리전, 유럽 
(런던) 및 캐나다 (중부) 리전에서 
Amazon Pinpoint Pinpoint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 
SMS 및 음성 API는 이 리전에서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0년 9월 10일

지역별 이용 가능 여부 (p. 367) 아시아 태평양 (도쿄) 리전에서 
Amazon Pinpoint Pinpoint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 
SMS 및 음성 API는 이 지역의 음
성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
의하십시오.

2020년 9월 2일

공유 단축 코드 (p. 367) 미국 배송사는 더 이상 공유 단
축 코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더 
이상 공유 단축 코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2020년 8월 20일

지역별 이용 가능 여부 (p. 367) 아시아 태평양 (서울) 리전에서 
Amazon Pinpoint Pinpoint를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Amazon Pinpoint API를 사용하여 
SMS 메시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2020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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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이용 가능 여부 (p. 367) 이제AWS GovCloud (US) 리전에
서 Amazon Pinpoint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30일

맞춤 채널 (p. 367) 이제 캠페인에서 사용자 지정 채
널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23일

기계 학습 (p. 367) 이제 메시지 템플릿이 포함된 기
계 학습 모델을 사용하여 캠페인 
및 여정에서 보내는 메시지에 동
적 맞춤형 추천을 추가할 수 있습
니다.

2020년 3월 4일

템플리트 (p. 367) 이제 메시지 템플릿의 버전을 만
들고 보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20일

템플리트 (p. 367) 이제 음성 메시지에 대한 메시지 
템플릿을 만들고, 보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유형의 메시지 템
플릿에서 사용하는 메시지 변수에 
대해 기본값을 지정할 수도 있습
니다.

2019년 11월 18일

여정 (p. 367) 이제 Amazon Pinpoint 프로젝트
에 여정, 즉 다단계 캠페인 메시징 
워크플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31일

템플리트 (p. 367) 이제 Amazon Pinpoint 계정의 모
든 메시지 템플릿을 한 곳에서 만
들고 보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Amazon Pinpoint 프로젝트를 위
해 보내는 메시지에 이러한 템플
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7일

분석 (p. 367) 이메일, 푸시 알림 또는 SMS 메시
지를 전송하는 캠페인의 경우, 엔
드포인트 메시징 지표를 24시간 
내에 캠페인이 전송한 고유 엔드
포인트 수를 나타내는 지표 및 차
트로 바꿨습니다. 푸시 알림을 전
송하는 캠페인의 경우, 고유 엔드
포인트당 세션 및 고유 엔드포인
트당 구매의 이벤트 개수 지표를 
앱이 열린 횟수와 캠페인 전송 후 
24시간 내에 구매된 단위 수를 나
타내는 지표 및 차트로 바꿨습니
다. 모든 새로운 지표 및 차트는 표
준 및 A/B 테스트 캠페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 25일

배송 가능성 대시보드 (p. 367) 이제 전달 가능성 대시보드에는 
개별 캠페인에 대한 결과물이 포
함됩니다. 또한 반송 메일, 수신 거
부, 수신함 배치 또는 IP 차단 목록 
비율이 특정 값에 도달하면 알려
주는 경보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
다.

2019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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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이용 가능 여부 (p. 367) AWS아시아 태평양 (뭄바이) 및 
아시아 태평양 (시드니) 리전에서 
Amazon Pinpoint Pinpoint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25일

일반 설정 (p. 367) Amazon Pinpoint 콘솔을 사용하
여 프로젝트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2019년 1월 10일

이전 업데이트
다음 표에서는 2018년 12월까지 변경된 2018년 12월까지 변경된 각 릴리스에서 변경된 2018년 12월까지 변
경된 각 릴리스에서 변경된 2018년 12월까지 설명합니다.

변경 사항 설명 날짜

지역별 가용성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이제
AWS 미국 서부 (오레곤) 및 유럽 
(프랑크푸르트) 리전에서 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21일

배달 가능성 대시보드 Amazon Pinpoint Pinpoint에
는 이제 전송 가능성 대시보드
가 (p. 38) 포함되어 있어 Amazon 
Pinpoint를 사용하여 보내는 이메
일의 전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
습니다.

2018년 12월 3일

이벤트 트리거 이제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 캠
페인이 전송되도록 구성할 수 있
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장바구
니에 항목을 추가하되 구매를 완
료하지 않을 때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이벤트가 발생
할 때 전송되도록 캠페인을 구성
하는 방법은 4단계: 캠페인 전송 
시점 선택 (p. 164) 단원을 참조하
십시오.

2018년 11월 19일

음성 채널 새로운 Amazon Pinpoint 음성 
채널을 사용하여 음성 메시지를 
생성하여 전화로 고객에게 전달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Amazon 
Pinpoint SMS 및 음성 API를 사용
해야만 음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
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mazon 
Pinpoint 음성 채널 (p. 124)을 참
조하세요.

2018년 11월 15일

트랜잭션 이메일 이제 Amazon Pinpoint Pinpoint
를 사용하여 세그먼트나 캠페인
을 먼저 만들 필요 없이 개별 수
신자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 이메일 전송

2018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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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설명 날짜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Pinpoint 이메일 보내기 (p. 31) 단
원을 참조하십시오. 이메일 채널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메
일 설정 (p. 311) 단원을 참조하십
시오.

유럽 (아일랜드) 에서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AWS 유럽 (아일랜드) 리전
에서 Amazon Pinpoint Pinpoin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25일

새 콘솔 디자인 Amazon Pinpoint 콘솔은 완전히 
새롭게 사용하기 쉽도록 설계되
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생성 프
로세스를 간소화하여 Amazon 
Pinpoint 콘솔에서 직접 프로젝트
를 생성할 필요 없이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AWS Mobile Hub 있습
니다.

2018년 10월 4일

고급 세분화 고급 로직 및 비교를 포함하는 동
적 세그먼트를 설정 (p. 137)하는 
능력을 추가했습니다.

2018년 10월 4일

를 통한 모니터링 CloudWatch 이제 CloudWatch Amazon을 사용
하여 Amazon Pinpoint 계정과 관
련된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4일

분석 차트 참조 이제 분석 섹션에는 새 보고서
와 업데이트된 보고서가 몇 개 포
함되어 있습니다. 각 지표에 관
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
서 (p. 229)를 추가하였습니다.

2018년 6월 12일

캠페인 테스트 이제 세그먼트 또는 개별 수신자 
목록으로 전송하여 메시지를 테스
트 (p. 162)할 수 있습니다.

2018년 5월 7일

사용자 ID를 가져와서 세그먼트 
정의

사용자 ID 목록이 포함된 파일을 
가져와서 (p. 143) 세그먼트를 정
의합니다. 세그먼트에 메시지를 
전송할 때 대상은 그 파일에서 각 
사용자 ID에 연결된 각 엔드포인
트입니다.

2018년 5월 7일

자체 관리형 옵트아웃 및 대시보
드 내보내기

Amazon Pinpoint 외부에서 SMS 
수신 거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SMS (p. 340) 계정 설정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분석을 위해
Amazon Pinpoint 대시보드를 내
보낼 (p. 230) 수도 있습니다.

2018년 3월 28일

이메일 프로젝트 생성 및 자격 증
명 확인

이메일 프로젝트 생성 (p. 24) 및
이메일 전송에 사용된 자격 증명 
확인 (p. 21)에 대한 정보가 추가
되었습니다.

2018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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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설명 날짜

SMS 모범 사례 SMS 캠페인 관련 팁 및 정보
를 포함하는 모범 사례 가이
드 (p. 112)를 추가했습니다.

2018년 2월 23일

SMS 사용 사례 지원 요청 지출 할당량을 높이거나 발신 번
호 또는 발신자 ID를 예약하려면 
AWS Support에 연락하여 SMS 
사용 사례 지원을 요청 (p. 69)하
십시오.

2018년 2월 21일

세그먼트 가져오기 설명서 Amazon Pinpoint Pinpoint는 이제 
IAM 역할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2018년 2월 6일

국가별 양방향 SMS 지원 양방향 SMS를 지원하는 국가 
및 리전을 나열하도록 SMS 채널
에 대해 지원되는 국가 및 리전 
표 (p. 90)를 업데이트했습니다.

2018년 2월 5일

모바일 푸시에 대한 TTL(Time to 
Live) 값

Amazon Pinpoint 콘솔에서 캠
페인에 대한 모바일 푸시 메시지
를 작성할 (p. 160) 때 TL (Timeto 
Live)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2월 22일

Amazon S3 내보내기 문서 삭제 Amazon Pinpoint 이벤트 데이터
를 Amazon S3로 직접 내보내는 
기능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
다. 대신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를 사용하여 
이벤트 데이터를 Amazon S3, 
Amazon Redshift 및 기타AWS 서
비스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이벤
트 데이터 스트리밍” (p. 250)을 참
조하세요.

2017년 12월 18일

세그먼트 가져오기 설명서 세그먼트 가져오기 (p. 143)에는 
엔드포인트 파일, 이러한 파일 내
에서 사용 가능한 속성 및 가져오
기를 위한 IAM 역할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업데이트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7년 10월 26일

APN 토큰 인증 및 APN 샌드박스 
지원

APN 채널 설정은.p8 (p. 17) 서
명 키를 허용하므로 Amazon 
Pinpoint Pinpoint에서 푸시 알림
을 위한 인증 토큰을 생성할 수 있
습니다.

APNs 채널을 사용하여 프로덕션 
및 샌드박스 환경에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2017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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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설명 날짜

ADM 및 Baidu 모바일 푸시 프로젝트에서 Amazon Device 
Message 및 Baidu 클라우드 푸시
에 대한 모바일 푸시 채널을 활성
화 (p. 17)합니다.

2017년 9월 27일

Amazon Cognito 사용자 풀을 사
용한 사용자 풀을 사용한 사용자 
분석

사용자 및 인증에 대한 분석
을 (p. 233) 활성화하려면 Amazon 
Cognito 사용자 풀을 사용하여 사
용자 로그인을 관리하십시오.

2017년 9월 26일

계정 설정 콘솔의 SMS 설정 (p. 315) 페이지
를 사용하여 모든 프로젝트에 적
용되는 계정 수준 SMS 설정을 관
리합니다.

2017년 9월 11일

사용자 분석 Amazon Pinpoint 콘솔의 사용자 
차트는 (p. 233) 앱 사용 및 사용자 
인증에 대한 지표를 제공합니다.

2017년 8월 31일

직접 이메일 메시지 캠페인을 만들거나 세그먼트
와 접촉하지 않고 한정된 대상
에게 직접 이메일 메시지를 전
송 (p. 225)할 수 있습니다.

2017년 7월 05일

새 채널: 이메일 및 SMS 모바일 푸시 (p. 15) 채널 외에
도 Amazon Pinpoint 프로젝
트의 일부로 이메일 (p. 19) 및
SMS (p. 54) 채널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널이 활성화
되면 캠페인으로 이메일 또는 문
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2017년 08월 6일

직접 메시징 캠페인을 만들거나 세그먼트와 접
촉하지 않고 한정된 대상에게 푸
시 알림 및 문자 메시지를 직접 전
송 (p. 225)할 수 있습니다.

2017년 08월 6일

수익 차트 Amazon Pinpoint 콘솔에서 수익 
차트를 (p. 236) 보고 앱에서 발생
한 수익과 사용자가 구매한 항목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년 3월 31일

이벤트 스트림 앱 및 캠페인 이벤트를 Kinesis 
스트림으로 전송하도록 Amazon 
Pinpoint Pinpoint를 (p. 250) 구성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3월 24일

Amazon Pinpoint 정식 출시 이 릴리스에서는 Amazon 
Pinpoint 를 도입했습니다.

2016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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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번역으로 제공되는 번역입니다. 제공된 번역과 원본 영어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영어 버전이 우
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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