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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보호AWS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 대한 Backup 및 복구 방법AWS
쿠람 니자미, Amazon Web Services (AWS)

2023년 4월 (문서 기록 (p. 41))

이 가이드에서는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네이티브 및 하이브리드 아키텍처용 Amazon Web Services (AWS) 
서비스를 사용하여 백업 및 복구 접근 방식을 구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RTO), RPO 
(복원 시간 목표) 및 규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기업 IT 및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기술 리더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가이드는 다양한 백업 아키텍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하이브리드 및 온프레미스 환경) 를 다
룹니다. 또한 아키텍처의 불변성 구성 요소를 위한 확장 가능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보호 솔루션을 구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관련 Amazon Web Services (AWS) 서비스도 다룹니다.

또 다른 접근 방식은 변경 불가능한 아키텍처를 사용하도록 워크로드를 현대화하여 구성 요소의 백업 및 복
구 필요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AWS변경 불가능한 아키텍처를 구현하고 백업 및 복구의 필요성을 줄이기 위
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버리스 위드AWS Lambda
• Amazon Elastic Container (Amazon ECS), Amazon Elastic Kubernetes (Amazon Elastic Container 서비

스) 를 갖춘 컨테이너 및AWS Fargate
• AMI (시스템 이미지) 및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Amazon EC2)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의 증가가 가속화됨에 따라 데이터를 보호하는 작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백업 
접근 방식의 내구성과 확장성에 대한 질문은 자주 제기됩니다. 클라우드가 백업 및 복원 요구 사항을 충족하
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데이터 보호AWS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
일까요?

AWS는 안전하고 성능이 뛰어나며 유연하며 비용을 절감하는 easy-to-use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입니다. 
AWS확장 가능한 백업 및 복구 솔루션을 생성, 구현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차별화되지 않는 어려운 작업을 
처리합니다.

데이터 보호 전략의AWS 일부로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 내구성: 아마존 심플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Amazon S3 Glacier 및 S3 Glacier Deep 
Archive는 99.999999999% (11나인) 의 내구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두 플랫폼 모두 지리적으
로 분산된 3개 이상의 가용 영역에서 객체 복제를 통해 안정적인 데이터 백업을 제공합니다. 많은AWS 서
비스에서 스토리지 및 내보내기/가져오기 작업에 Amazon S3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Amazon Elastic 
Block Store (Amazon Elastic Block Store) 는 Amazon Elastic Block Store (Amazon Elastic Block

• 보안: 전송 중이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 액세스 제어 및 데이터 암호화를 위한 다양한 옵션을AWS 제공합니
다.

• 글로벌 인프라: 전 세계에서AW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규정 준수 및 워크로드 요구 사항을 충족하
는 지역에서 데이터를 백업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 규정 준수:AWS 인프라는 다음 표준을 준수하는지 인증을 받았으므로 백업 솔루션을 기존 규정 준수 요법
에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조직 제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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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계약 표준에 관한 성명서 (SSAE) 16
• 국제 표준화 기구 (ISO) 27001
• PCI DSS(지불 카드 산업 데이터 보안 표준)
• HIPAA(미국 건강 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
• SEC1
• 연방정부의 위험 및 인증 관리 프로그램(FedRAMP)

• 확장성: 사용하면AWS 용량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구 사항이 바뀌면 관리 오버헤드 없이 사용
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 총소유비용 (TCO) 절감:AWS 운영 규모는 서비스 비용을 낮추고 서비스 TCO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
다.AWS AWS이러한 비용 절감을 가격 인하를 통해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 Pay-as-you-go 가격: 필요한 만큼AWS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하려는 기간 동안만 서비스를 구매하세요. 
AWS가격에는 선결제 수수료, 해지 위약금 또는 장기 계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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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팅된 비즈니스 결과
이 가이드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개요를 제공하는 것입니다.AWS다음에 대한 백업 및 복구 방법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온프레미스 아키텍처
•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 하이브리드 아키텍처
• AWS 기본 서비스
• 재해 복구 (DR)

모범 사례 및 고려 사항은 서비스 개요와 함께 다룹니다. 또한 이 가이드는 백업 및 복구를 위해 다른 접근 방
식을 사용하는 방법 간의 장점도 제공합니다.

3



AWS규범적 지침 Backup 및 복구 접근AWS

데이터 보호를 위한AWS 서비스 선택
AWS백업 및 복구 접근 방식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스토리지 및 보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
한 서비스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와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용 사례도 
다르면 서비스가 더 효과적입니다.

• Amazon S3 및 Amazon S3 Glacier 및 S3 Glacier Deep Archive 사용 사례에 모두 적합합니다. 이러한 서
비스는 개별 파일, 서버 또는 전체 데이터 센터를 백업하는 데 적합한 내구성이 뛰어난 범용 오브젝트 스토
리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AWS Storage Gateway하이브리드 사용 사례에 이상적입니다. Storage Gateway 일반적인 온프레미스 백
업 및 스토리지 요구 사항에 Amazon S3 성능을 사용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다음 표준 스토리지 프로토
콜을 사용하여 가상 머신 (VM) 또는 하드웨어 게이트웨이 어플라이언스를 통해 서비스에 연결됩니다.
• NFS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 SMB (Server 메시지 블록)
• 인터넷 소형 컴퓨터 시스템 인터페이스 (iSCSI)

게이트웨이는 이러한 일반적인 온프레미스 프로토콜을 다음과 같은AWS 스토리지 서비스에 연결합니다.
• Amazon S3
• Amazon S3 Glacier
• S3 Glacier Deep Archive
• Amazon EBS

Storage Gateway를 사용하면 파일, 볼륨, 스냅샷 및 가상 테이프를 위한 탄력적인 고성능 스토리지를 쉽게 
제공할 수AWS 있습니다.

• AWS Backup은 서비스 전반에 걸친 데이터 백업을 중앙 집중화하고 자동화하는 종합 관리형 백업AWS 서
비스입니다. 를 사용하면AWS Backup 백업 정책을 중앙에서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AWS 리소스에 대한 백
업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 EBS 볼륨
• EC2 인스턴스 (윈도우 애플리케이션 포함)
• Amazon RDS 및 Amazon Aurora 데이터베이스
• DynamoDB 테이블
• Amazon Neptune 데이터베이스
• Amazon DocumentDB(MongoDB와 호환) 데이터베이스
• Amazon EFS 파일 시스템
• Amazon File Server 파일 시스템용 Windows File Server 파일 시스템용 FSx for Windows File Server 파

일 시스템
• 온프레미스 및 VMware 클라우드 온의 VMware 워크로드AWS
• Storage Gateway

AWS Backup 비용은 한 달 동안 사용, 복원 및 전송한 스토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http:// 
aws.amazon.com/backup/pricing/AWS Backup 가격을 참조하세요.

• AWS Elastic Disaster Recovery대상AWS 계정 및 선호 지역의 저렴한 스테이징 영역에 시스템을 지속적
으로 복제합니다. Elastic 재해 복구는 온 premises-to-cloud DR 및 지역 간 DR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WS Config는 AWS 계정에 있는 AWS 리소스의 구성을 자세히 보여 줍니다. 여기에는 리소스가 구성된 
방식이 포함됩니다. 이 뷰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리소스 구성 및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할 수 있
습니다.

AWS리소스에 대한 AWS Config구성 기록을 켜면 시간 경과에 따른 리소스 관계 기록을 유지할 수 있습니
다. 이를 통해 최대 7년 동안AWS 리소스 관계 (삭제된 리소스 포함) 를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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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Amazon EBS 스냅샷 볼륨과 볼륨이 연결된 EC2 인스턴스의 관계를 추적할AWS Config 수 있습
니다.

• AWS Lambda워크로드에 대한 백업 및 복구 절차를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정의하고 자동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SDK를 사용하여AWS 서비스 및 해당 데이터와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Amazon 
CloudWatch Events를 사용하여 Lambda 함수를 일정에 따라 실행할 수 있습니다.

AWS서비스는 백업 및 복원을 위한 특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 중인 각AWS 서비스에 대해AWS 설명서
를 참조하여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백업, 복원 및 데이터 보호 기능을 확인하십시오.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AWS SDK 및 API 작업을 사용하여 데이터 백업 및 복구를 위한AWS 서비스별 기능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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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및 복구 솔루션 설계
데이터 백업 및 복원을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개발할 때는 먼저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또는 재해 상황과 잠재
적인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일부 산업에서는 데이터 보안, 개인 정보 보호 및 기록 보
존에 대한 규제 요구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Backup 및 복구 프로세스에는 다음과 같은 작업 로드 및 지원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RTO (복구 시간 목
표) 및 RPO (복구 시점 목표) 를 충족할 수 있는 적절한 세분화 수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파일 수준 복구 (예: 응용 프로그램의 구성 파일)
•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수준 복구 (예: MySQL 내의 특정 데이터베이스)
• 애플리케이션 수준 복구 (예: 특정 웹 서버 애플리케이션 버전)
• Amazon EC2 볼륨 수준 복구 (예: EBS 볼륨)
• EC2 인스턴스 수준 복구 (예: EC2 인스턴스)
• 관리형 서비스 복구 (예: DynamoDB 테이블)

솔루션에 대한 모든 복구 요구 사항과 아키텍처의 다양한 구성 요소 간의 데이터 종속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복원 프로세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아키텍처의 다양한 구성 요소 간의 백업 및 복구를 조정하십
시오.

다음 항목에서는 인프라 조직에 기반한 백업 및 복구 접근 방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IT 인프라는 온프레미스, 
하이브리드 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광범위하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6



AWS규범적 지침 Backup 및 복구 접근AWS

을 사용하여 Backup 및 복구AWS 
Backup

AWS Backup데이터 백업을 중앙 집중화하고 자동화하는 완전 관리형 백업 서비스입니다.AWS서비스.AWS 
BackupAmazon CloudWatch를 통합하는 오케스트레이션 계층을 제공합니다.AWS CloudTrail,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AWS Organizations및 기타 서비스 이 중앙 집중식AWS클라우드 네이티브 
솔루션은 재해 복구 및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로벌 백업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
용AWS Backup을 사용하면 백업 정책 구성 및 백업 활동 모니터링을AWS있습니다.

AWS Backup표준 백업 계획을 구현하는 데 이상적인 솔루션입니다.AWS전체 리소스AWS계정 및 리전 왜냐
면AWS Backup다중 지원AWS리소스 유형을 사용하면 여러 개를 사용하여 워크로드에 대한 백업 전략을 보
다 쉽게 유지 관리하고 구현할 수 있습니다.AWS총체적으로 백업해야 하는 리소스입니다.AWS Backup또한 
여러 개가 포함된 백업 및 복원 작업을 총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AWS있습니다.

규정 준수 및 감사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AWS BackupAudit Manager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지원하는 감사 
프레임워크 및 보고서를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AWS Backup볼트 잠금기능은 또한 의 백업 볼트에 
저장된 모든 백업에 대해 WORM (쓰기 1회 읽기/다중 쓰기) 구성을 적용하여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지원합
니다.AWS Backup.

주요 차별화 요소AWS Backup는 Organizations 대한 지원입니다. 이 지원을 사용하여 조직 또는 조직 구
성 단위 수준에서 백업 정책을 정의 및 관리하고 관련 각 정책에 대해 자동으로 구현하도록 할 수 있습니
다.AWS계정 및 리전 새로 온보딩할 때AWS계정 및 리전에서는 백업 계획을 별도로 정의하고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AWS Backup태그를 사용하여 조직 전체의 백업 정책을 보다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각각 고유 빈도 및 보
존 설정이 있는 별도의 백업 계획을 만든 다음 백업에 포함할 리소스를 선택하는 고유한 키-값 쌍 태그를 만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05:00 UTC에서 백업을 시작하고 35일 보존 정책을 갖는 일일 백업 계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백업 계획에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백업 리소스 할당즉, 지원되는 모든 것을 지정합니다.AWS태그 
키가 있는 리소스지원및 태그 값매일이 계획에 따라 백업됩니다. 또한 매월 첫날 05:00 UTC에서 시작하며 
366일 보존 정책이 있는 월별 백업 계획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백업 계획에는 지원되는 백업 리소스 할당
을 지정하는 백업 리소스 할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AWS태그 키가 있는 리소스지원및 태그 값월간이 계획
에 따라 백업됩니다.

그런 다음 태그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quired-tags AWS Config모든 것을 보장하는 규칙AWS지원되
는 리소스에는 이 태그 키와 이러한 태그 값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은 표준 백업 방식
을 일관되게 구현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AWS에 대한 지원AWS Backup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을 확장하여 RPO (복구 시점 목표) 요구 사항이 다른 애플리케이션 및 아키텍처 계층의 백업을 표준화
할 수 있습니다.

백업 볼트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백업 저장소가 삭제되거나 의도하지 
않은 상태로 공유되지 않도록 하는 SCP (Organizations 서비스 제어 정책) 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AWS계
정. 자세한 내용 및 기타 중요한 보안 고려 사항은의 백업 보안을 위한 10가지 보안 모범 사례를 알아봅니
다.AWS블로그 게시물.

AWS Backup재해 복구 (DR) 계획의 구현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AWS여러 개를 지원하기 때문에AWS총체
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리소스입니다. 예를 들어 구현할 수 있습니다.리전 간과교차 계정대부분의 경우 백업
AWS에서 지원하는 리소스 유형AWS Backup. 교차 계정 백업은 별도의 계정에서 복사본을 사용할 수 있으
므로 백업 보안이 향상됩니다. 교차 리전 백업은 둘 이상의 리전에서 백업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가용성이 향
상됩니다.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AWS리소스 유형,리소스별 기능 가용성테이블.

예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의 Backup 및 복구AWS Backup오픈 소스 솔루션인프라스트럭처를 코드 (IAC) 
로 구현하고 지속적인 통합 및 CI/CD (지속적 전달) 접근 방식으로 백업 관리AWS Organizations조직. 이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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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션에는 자동 재적용과 같은 사용자 지정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AWS복원된 태그AWSDR 목적을 위해 
별도의 계정 및 리전에 보조 백업 볼트를 설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리소스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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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S3

Amazon S3 및 Amazon S3 Glacier를 
사용한 Backup 및 복원

Amazon S3와 Amazon S3 Glacier는 온프레미스, 하이브리드 및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에서 사용하기
에 이상적인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확장 가능한 용량을 제공하고 백업 데이터 세트가 늘
어나더라도 볼륨이나 미디어를 관리할 필요가 없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저렴한 스토리지 플랫폼을 제공합니
다. 이러한 서비스는 pay-for-what-you -use 모델과 저렴한 GB/월 비용 덕분에 광범위한 데이터 보호 사용 사
례에 적합합니다.

Amazon S3
Amazon S3를 사용하면 언제든지 원하는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Amazon S3를 애플
리케이션 데이터와 파일 수준 백업 및 복원 프로세스를 위한 내구성 있는 스토리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를 들어,AWS CLI 또는 SDK를 사용하는 백업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서 Amazon S3
로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AWS서비스에서는 Amazon S3를 사용하여 다음 예와 같이 내구성이 뛰어나고 안정적인 스토리지를 제공합
니다.

• Amazon EC2 Amazon S3를 사용하여 EBS 볼륨 및 EC2 인스턴스 스토어용으로 Amazon EBS 스냅샷을 
저장합니다.

• Storage Gateway Amazon S3와 통합되어 온 프레미스 환경에 Amazon S3 기반 파일 공유, 볼륨 및 테이
프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 Amazon RDS는 데이터베이스 스냅샷에 Amazon S3를 사용합니다.

많은 타사 백업 솔루션도 Amazon S3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Arcserve 통합 데이터 보호는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버의 안정적인 백업을 위해 Amazon S3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통합된 Amazon S3 기능을 사용하여 백업 및 복구 접근 방식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동시
에 Amazon S3가 제공하는 높은 내구성과 가용성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Amazon S3는 데이터를 버킷이라는 리소스 내에 객체로 저장합니다. 버킷에 객체를 원하는 만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세분화된 액세스 제어를 통해 버킷의 객체를 쓰고, 읽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일 객체는 크기가 
최대 5TB까지 가능합니다.

Amazon S3는 다음 클래스를 포함하여 여러 사용 사례에 맞춰 설계된 다양한 스토리지 클래스를 제공합니
다.

• 자주 액세스하는 데이터 (예: 구성 파일, 계획되지 않은 백업, 일일 백업) 의 범용 스토리지를 위한 S3 
Standard입니다.

• 저장 기간이 길지만 액세스 횟수가 비교적 적은 데이터 (예: 월별 백업) 를 위한 S3 Standard-IA IA는 드문 
액세스를 나타냅니다.

Amazon S3는 전체 수명 주기 동안 데이터를 관리하도록 구성할 수 있는 수명 주기 정책을 제공합니다. 정책
이 설정되면 애플리케이션이 변경되지 않고 데이터가 적절한 스토리지 클래스로 마이그레이션됩니다. 자세
한 내용은 Amazon S3 객체 수명 주기 관리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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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S3 버킷

백업 비용을 줄이려면 다음 예와 같이 Recovery Time Objective (RTO) 및 Recovery Point Objective (RPO) 
를 기반으로 계층형 스토리지 클래스 접근 방식을 사용하십시오.

• S3 스탠다드를 사용한 지난 2주 동안의 일일 백업
• S3 스탠다드-IA를 사용한 지난 3개월 동안의 주간 백업
• S3 Glacier Flexible Retrieval ((((Time Retrieval) 를 사용한 지난 해 분기별 백업
• S3 Glacier Deep Archive를 사용한 지난 5년간의 연간 백업
• 5년이 지난 S3 Glacier Deep Archive에서 백업 삭제

객체 수명 주기 관리를 사용하여 백업 전환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백업 및 아카이브를 위한 표준 S3 버킷 생성
S3 수명 주기 정책을 통해 구현된 회사의 백업 및 보존 정책을 사용하여 백업 및 아카이빙을 위한 표준 S3 버
킷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비용 할당 태깅 및AWS 결제 보고는 버킷 수준에서 할당된 태그를 기반으로 합니
다. 비용 할당이 중요한 경우 각 프로젝트 또는 사업부별로 별도의 백업 및 아카이브 S3 버킷을 생성하여 그
에 따라 비용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백업 스크립트와 애플리케이션은 생성한 백업 및 아카이브 S3 버킷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및 워크로드 
데이터의 point-in-time 스냅샷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표준 s3 접두사를 생성하여 point-in-time 데이터 스냅
샷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별 백업을 생성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백업 접두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YYYY/MM/DD/HH/<WorkloadName>/<files...>. 이렇게 하면 point-in-time 백업을 수동 또는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Amazon S3 버전 관리를 사용하여 롤백 기록 자동 유지
S3 객체 버전 관리를 활성화하여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는 기능을 포함하여 객체 변경 기록을 유지할 수 있습
니다. 이는 point-in-time 백업 일정보다 자주 변경될 수 있는 구성 파일 및 기타 개체에 유용합니다. 개별적으
로 되돌려야 하는 파일에도 유용합니다.

Amazon S3를 사용하여 AMI용 사용자 지정 구성 파일
을 백업 및 복구하기
객체 버전 관리 기능이 있는 Amazon S3는 워크로드 구성 및 옵션 파일의 레코드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V에서 유지 관리하는 표준AWS Marketplace Amazon EC2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이
미지에는 여러 구성 파일에서 구성이 유지되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Amazon S3에서 
사용자 지정 구성 파일을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가 시작되면 이러한 구성 파일을 인스턴스 사용
자 데이터의 일부로 인스턴스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을 적용하면 업데이트된 버전을 사용하기 
위해 AMI를 사용자 지정하고 다시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자 지정 백업 및 복원 프로세스에서 Amazon S3 사
용
Amazon S3는 기존 사용자 지정 백업 프로세스에 빠르게 통합할 수 있는 범용 백업 스토어를 제공합니다. 
AWS CLI,AWS SDK 및 API 작업을 사용하여 Amazon S3를 사용하는 백업 및 복원 스크립트와 프로세스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 데이터베이스 내보내기를 수행하는 데이터베이스 백업 스크립트가 있
을 수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를 사용자 지정하여 야간 백업을 Amazon S3에 복사하여 오프사이트 스토리지
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개요는 클라우드에 파일 Batch 업로드 튜토리얼을 
참조하십시오.

개별 RPO를 기반으로 여러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내보내고 백업할 때도 비슷한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
습니다. 또한AWS Systems Manager를 사용하여 관리형 인스턴스에서 백업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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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ystems Manager는 개별 백업 프로세스에 대한 자동화, 액세스 제어, 스케줄링, 로깅 및 알림을 제공합
니다.

Amazon S3 Glacier
Amazon S3 Glacier는 데이터 보관 및 온라인 백업을 위한 안전하고 내구성 있는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저렴
한 클라우드 아카이브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비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S3 Glacier는 몇 밀리초에서 몇 시
간까지 세 가지 스토리지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S3 Glacier Flexible Retrieval 및 S3 Glacier Deep Archive는 
데이터 복원 속도에 따라 추가 옵션을 제공합니다. S3 Glacier를 사용하면 온프레미스 솔루션에 비해 상당한 
비용 절감으로 크거나 적은 양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S3 Glacier는 장기 또는 무기한 
보존 요구 사항이 있는 백업 데이터를 저장하고 장기 데이터 보관에 매우 적합합니다. S3 Glacier는 다음과 
같은 스토리지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 분기당 한 번 필요하고 신속하게 복원해야 하는 데이터 (밀리초 단위) 를 보관하기 위한 S3 Glacier 인스턴
트 검색

• 복원이 자주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데이터를 일 년에 한두 번, 몇 시간 내에 아카이빙하기 위한 S3 Glacier 
플렉시블 검색

• 드물게 복원할 필요가 있는 장기 백업 주기 데이터를 12시간 이내에 보관하기 위한 S3 Glacier Deep 
Archive

다음 테이블에는 아카이브 검색 옵션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스토리지 클래스 신속 표준 대량

S3 Glacier Instant 
Retrieval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S3 Glacier Flexible 
Retrieval

1~5분 3~5시간 5~12시간

S3 Glacier Deep Archive 사용할 수 없음 12시간 이내 48시간 이내

Amazon S3를 사용하면 S3 버킷을 만들 때 S3 버킷의 각 객체에 대한 스토리지 클래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
다. 객체를 생성한 후 다른 스토리지 클래스의 새 객체에 객체를 복사하여 스토리지 클래스를 변경할 수 있습
니다. 또는 지정한 규칙에 따라 객체의 스토리지 클래스를 자동으로 변경하는 수명 주기 구성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백업 및 복원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기 위해, 및AWS SDK를 통해 Amazon S3 Glacier 및 S3 Glacier Deep 
Archive에AWS Management Console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AWS CLI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Glacier를 
참조하세요.

Amazon S3 Glacier로 Amazon S3 라이프사이클 객체
를 이전하는 방법과 Amazon S3 Glacier 아카이브를 관
리하는 방법을 비교한 비교
Amazon S3는 S3 객체를 Amazon S3 Glacier 스토리지 클래스로 편리하게 전환하므로 백업의 수명 주기와 
비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체의 크기와 아키텍처의 여러 구성 요소에 대한 개체 컬렉션을 복원해
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 프로세스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적으로 복원해야 하는 소형 객체가 많은 경우 다음 옵션이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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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명 주기 정책을 사용하여 객체를 개별적으로 Amazon S3 Glacier로 자동 전환합니다.
• 객체를 단일 파일로 압축하여 Amazon S3 Glacier에 저장

Amazon S3 Glacier는 사용하는 스토리지 클래스에 따라 각 객체에 대해 최소 용량 요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S3 Glacier 인스턴트 검색의 경우 각 객체에 대해 128KB의 최소 용량 요금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
은 성능 차트를 참조하십시오. up-to-date

S3 Glacier Flexible Retrieval 또는 S3 Glacier Deep Archive에 아카이브된 각 객체에 대해 Amazon S3가 객
체 이름 및 기타 메타데이터용으로 8KB의 스토리지를 사용합니다. Amazon S3은 이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므
로 Amazon S3 API를 사용하여 아카이브된 객체의 실시간 목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추가 스토리지에 대
해 S3 Standard 요금이 청구됩니다.

또한 Amazon S3는 S3 Glacier Flexible Retrieval 또는 S3 Glacier Deep Archive 스토리지 클래스에 아카이
브된 각 객체에 대해 32KB의 스토리지를 추가합니다. 이 추가 데이터는 객체를 식별하고 복원하는 데 필요합
니다. 이 추가 스토리지에 대해 Amazon S3 Glacier 또는 S3 Glacier Deep Archive 요금이 청구됩니다.

객체를 단일 파일로 압축하면 Amazon S3 Glacier에서 사용하는 추가 스토리지를 줄이고 많은 소형 객체에 
대한 최소 용량 요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고려 사항은 수명 주기 정책이 객체에 개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특정 시점부터 
개체 컬렉션을 집합적으로 복원해야 하는 경우 백업의 무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객체 간에 동일한 
만료 및 수명 주기 전환 시간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모든 객체가 동시에 전환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수명 주
기 규칙이 충족되는 시점과 규칙에 대한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 사이에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AWS 지식 센터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수명 주기 정책의 아카이브를 사용하는 것과 생성한 별도의 아카이브를 관리하는 것 사이의 복
원 작업을 고려해 보십시오. Amazon S3 Glacier에서 각 객체에 대한 복원을 개별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
를 위해서는 스크립트를 작성하거나 툴을 사용하여 여러 객체에 대한 복원을 총체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S3 Batch 작업을 사용하여 개별 요청 수를 줄이거나 Amazon S3 콘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mazon S3 및 Amazon S3 Glacier의 백업 데이터 
보안

데이터 보안은 보편적인 관심사이며AWS 보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보안은 모든AWS 서비스의 기
초입니다. Amazon S3와 같은 스토리지 서비스는 저장 및 전송 시 액세스 제어 및 암호화를 위한 강력한 기
능을 제공합니다. 모든 Amazon S3 및 Amazon S3 Glacier API 엔드포인트는 전송 중인 데이터를 암호화하
는 SSL/TLS (SSL/TLS) 를 지원합니다. Amazon S3 Glacier는 기본적으로 모든 저장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Amazon S3에서는 다음을 수행하여 저장 중인 객체에 대한 서버 측 암호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Amazon S3 관리형 암호화 키로 서버 측 암호화 사용
•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 키가 저장되어 있는 서버 측 암호화 사용AWS KMS

또는 데이터를 에 업로드하기 전에 암호화할 수AWS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클라이언트 측 암호화 설명서
를 참조하세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을 사용하여 S3 객체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IAM은 S3 버킷 내의 개별 객체 및 특정 접두사 경로에 대한 권한을 제어합니다. 에서 객체 수준 로깅을 사용
하여 S3 객체에 대한 액세스를 감사할 수AWS CloudTrail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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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볼륨을 사용한 Amazon EC2 
Backup 및 복구

AWSAmazon EC2 인스턴스를 백업하는 여러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스토리지용 Amazon 
Elastic Block Store (Amazon EBS) 볼륨 또는 인스턴스 스토어 볼륨을 백업하는 다양한 측면을 다룹니다. 요
구 사항을 충족하는AWS 경우 백업 관리를 위한 첫 번째AWS Backup 선택으로 고려해 보십시오. 백업은 원
래 의도한 기능을 복원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복원 및 복구 기능을 정기적으로 
테스트하여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의 솔루션 아키텍처는 아키텍처의 대부분이 Amazon EC2 기반으로 하는 완전히 기반인 워
크로드 환경을 설명합니다.AWS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시나리오에는 웹 서버, 애플리케이션 서버, 모
니터링 서버, 데이터베이스 및 Active Directory가 포함됩니다.

AWS인스턴스와 스토리지를 생성, 프로비저닝, 백업, 복원 및 최적화하는 차별화되지 않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아키텍처에 표시된 많은 Amazon EC2 서버에 대해 완전한 기능을 갖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
다. 이러한 서비스가 귀사의 아키텍처에서 복잡성과 관리를 줄이는 데 적합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AWS또한 
Amazon EC2 기반 아키텍처의 가용성을 개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Amazon EC2의 워크로드를 
보완하는 Amazon EC2 Auto Scaling 및 Elastic Load Balancing Balancing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러한 서비
스를 사용하면 아키텍처의 가용성과 내결함성을 개선하고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손상된 
인스턴스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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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EC2 백업 및 복구

EC2 인스턴스는 영구 스토리지용 Amazon EBS 볼륨을 주로 사용합니다. Amazon EBS는 이 섹션에서 자세
히 설명하는 다양한 백업 및 복구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제
• 스냅샷 및 AMI를 사용한 Amazon EC2 백업 및 복구 (p. 14)
• AMI 및 EBS 스냅샷을 사용하여 EBS 볼륨 백업 생성 (p. 16)
• Amazon EBS 스냅샷 또는 AMI에서 복원 (p. 21)

스냅샷 및 AMI를 사용한 Amazon EC2 백업 및 복구
AMI를 사용하여 EC2 인스턴스의 전체 백업을 생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 볼륨의 스냅샷을 생성해야 하는
지 생각해 보십시오.

백업에 AMI 또는 Amazon EBS 스냅샷 사용
AMI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하나 이상의 스냅샷 Instance-store-backed AMI에는 인스턴스의 루트 볼륨에 대한 템플릿 (예: 운영 체제, 
애플리케이션 서버, 애플리케이션 서버, 애플리케이션 서버, 애플리케이션)

• AMI를 사용하여 인스턴스를 시작할 수 있는 AWS 계정을 제어하는 시작 권한
• 시작될 때 인스턴스에 연결할 볼륨을 지정하는 블록 디바이스 매핑

AMI를 사용하여 사전 구성된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로 새 인스턴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인스턴스
를 시작하기 위한 재사용 가능한 구성인 기준을 설정하려는 경우 AMI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 EC2 인스
턴스의 AMI를 생성하면 인스턴스에 연결된 모든 볼륨의 스냅샷이 생성됩니다. 스냅샷에는 디바이스 매핑이 
포함됩니다.

스냅샷을 사용하여 새 인스턴스를 시작할 수는 없지만 기존 인스턴스의 볼륨을 교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데이터 손상이나 볼륨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생성한 스냅샷에서 볼륨을 생성하고 이전 볼륨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스냅샷을 사용하여 새 볼륨을 프로비저닝하고 새 인스턴스 시작 중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에서AWS 또는 에서 유지 관리하고 게시한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 AMI를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를 위한 별
도의 볼륨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AWS Marketplace 데이터 볼륨을 운영 체제 및 애플리케이션 
볼륨과 분리된 스냅샷으로 백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에서AWS 게시하거나 에서 게시한 새로 업데이트
된 AMI가 포함된 데이터 볼륨 스냅샷을 사용하십시오AWS Marketplace.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새로 게시된 
AMI에서 구성 정보를 비롯한 모든 사용자 지정 데이터를 백업하고 복원하기 위한 신중한 테스트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복원 프로세스는 AMI 백업 또는 스냅샷 백업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스턴스 백업으로 
사용할 AMI를 생성하는 경우 복원 프로세스의 일부로 AMI에서 EC2 인스턴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잠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인스턴스를 종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잠재적 충돌의 예로는 도메인에 가입된 
Windows 인스턴스의 SID (보안 식별자) 가 있습니다. 스냅샷 복원 프로세스에서는 기존 볼륨을 분리하고 새
로 복원된 볼륨을 연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새로 연결된 볼륨을 가리키도록 구성을 변
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AWS Backup인스턴스 수준 백업을 AMI로 지원하고 볼륨 수준 백업을 리소스 태그에 따라 별도의 스냅샷으
로 지원합니다.

서버 볼륨
EBS 볼륨은 Amazon EC2 기본 영구 스토리지 옵션입니다.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정형 데이터나 볼륨의 파일 
시스템에 있는 파일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에 이 블록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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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규범적 지침 Backup 및 복구 접근AWS
별도의 서버 볼륨

EBS 볼륨은 특정 가용 영역에 배치됩니다. 볼륨은 단일 구성 요소의 고장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서버에 복제됩니다. 장애는 볼륨의 크기 및 성능에 따라 볼륨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손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EBS 볼륨은 0.1-0.2% 의 연간 장애율 (AFR) 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EBS 볼륨은 AFR이 약 4% 인 
일반 상용 디스크 드라이브보다 20배 더 안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1,000개의 EBS 볼륨을 실행하는 
경우 하나 또는 두 개의 볼륨에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Amazon EBS는 데이터 point-in-time 백업을 위한 스냅샷 기능도 지원합니다. 모든 EBS 볼륨 유형은 내구
성이 뛰어난 스냅샷 기능을 제공하며 99.999% 의 가용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ompute 서비스 수준 계약 을 참조하세요.

Amazon EBS는 모든 EBS 볼륨의 스냅샷 (백업) 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스냅샷은 EBS 볼륨
의 백업을 생성하기 위한 기본 기능입니다. 스냅샷은 EBS 볼륨의 사본을 다중 가용 영역에 중복 저장이 가능
한 Amazon S3에 저장이 가능한 Amazon S3에 저장합니다. 초기 스냅샷은 볼륨의 전체 복사본이며, 진행 중
인 스냅샷은 블록 수준의 증분 변경 사항만 저장합니다. Amazon EBS 스냅샷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Amazon EC2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스냅샷을 촬영한 동일한 리전의 Amazon EC2 콘솔에서 복원 작업을 수행하거나, 스냅샷을 삭제하거나, 스냅
샷과 연결된 스냅샷 메타데이터 (예: 태그) 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스냅샷을 복원하면 전체 볼륨 데이터가 포함된 새 Amazon EBS 볼륨이 생성됩니다. 부분 복원만 필요한 경
우 다른 디바이스 이름으로 실행 중인 인스턴스에 볼륨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마운트하고 운영 체
제 복사 명령을 사용하여 백업 볼륨의 데이터를 프로덕션 볼륨으로 복사합니다.

Amazon EC2 설명서에 설명된 대로 Amazon EBS 스냅샷 복사 기능을 사용하여AWS 지역 간에 Amazon 
EBS 스냅샷을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기본 복제 기술을 관리할 필요 없이 백업을 다른 
지역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서버 볼륨 설정
운영 체제, 로그,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에 대해 별도의 표준 볼륨 세트를 이미 사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서버 볼륨을 설정하면 디스크 공간 고갈로 인한 애플리케이션 또는 플랫폼 장애의 폭발 반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리적 하드 드라이브에서는 볼륨을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이 더 큽니다. 물리적 드라이브의 경우 새 드라이브를 구입하고 데이터를 백업한 다음 새 드라이
브에 데이터를 복원해야 합니다. 를AWS 사용하면 Amazon EBS를 사용하여 프로비저닝된 볼륨을 확장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사용자 데이터, 로그 및 스왑 파일에 대해 별도의 볼륨을 유지하여 이러한 리소스에 대
해 별도의 백업 및 복원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볼륨을 분리하여 데이터의 성능 및 스토리지 
요구 사항에 따라 다양한 볼륨 유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다양한 워크로드에 맞게 비용을 최적
화하고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스토어 볼륨에 대한 고려 사항
인스턴스 스토어는 인스턴스에 블록 수준의 임시 스토리지를 제공합니다. 스토리지는 호스트 컴퓨터에 물리
적으로 연결된 디스크에 위치합니다. 인스턴스 스토어는 버퍼, 캐시, 스크래치 데이터 및 기타 임시 콘텐츠와 
같이 자주 변경되는 정보의 임시 스토리지나 기타 임시 콘텐츠와 같이 자주 변경되는 정보의 임시 스토리지
는 버퍼, 캐시, 스크래치 데이터 및 기타 임시 콘텐츠와 같이 자주 변경되는 정보의 임시 스토리지나 또한 부
하가 분산된 웹 서버 풀과 같이 여러 인스턴스에 복제되는 데이터에도 적합합니다.

인스턴스 스토리지의 데이터는 관련 인스턴스의 수명 기간 동안만 지속됩니다. 인스턴스가 재부팅(의도적 
또는 의도적이지 않게)되면 인스턴스 스토어의 데이터는 유지됩니다. 그러나 다음 상황에서는 인스턴스 스
토어의 데이터가 손실됩니다.

• 기본 드라이브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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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지정 및 표준 적용

• 인스턴스가 중지됩니다.
• 인스턴스가 종료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장기 데이터의 경우 인스턴스 스토어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Amazon S3, Amazon 
EBS 또는 Amazon EFS 등 내구성이 뛰어난 데이터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스턴스 스토어 볼륨의 일반적인 전략은 복구 지점 목표 (RPO) 와 복구 시간 목표 (RTO) 에 따라 필요한 데
이터를 Amazon S3에 정기적으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새 인스턴스가 시작될 때 Amazon S3에서 
인스턴스 스토어로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가 중지되기 전에 Amazon S3에 데이터를 업
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EBS 볼륨을 생성하여 인스턴스에 연결하고 주기적으로 인스턴
스 스토어 볼륨의 데이터를 EBS 볼륨으로 복사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지식 센터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EBS 스냅샷 및 AMI에 대한 태깅 및 표준 적용
모든AWS 리소스에 태그를 지정하는 것은 비용 할당, 감사, 문제 해결 및 알림을 위한 중요한 관행입니다. 볼
륨 관리 및 복원에 필요한 관련 정보가 표시되도록 EBS 볼륨에는 태깅이 중요합니다. 태그는 EC2 인스턴스
에서 AMI로 또는 소스 볼륨에서 스냅샷으로 자동으로 복사되지 않습니다. 백업 프로세스에 이러한 소스의 
관련 태그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액세스 정책, 첨부 정보, 비용 할당 등의 스냅샷 메타데
이터를 설정하여 future 이러한 백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리소스 태그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태
깅 모범 사례 기술 paper 참조하십시오.

모든AWS 리소스에 사용하는 태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백업 관련 태그를 사용하십시오.

• 소스 인스턴스 ID
• 소스 볼륨 ID (스냅샷용)
• 복구 지점 설명

AWS Config규칙 및 IAM 권한을 사용하여 태깅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IAM은 강제 태그 사용을 지원하
므로 Amazon EBS 스냅샷에서 작업할 때 특정 태그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IAM 정책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권한을 부여하는 IAM 권한 정책에 정의된 태그 없이CreateSnapshot 작업을 시도하면 스냅샷 생성이 실패
하고 액세스가 거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력한 보안 정책 생성 및 구현에 대한 Amazon EBS 스냅샷 태깅
에 대한 블로그 게시물을 참조하십시오.

AWS Config규칙을 사용하여AWS 리소스의 구성 설정을 자동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관리형 규칙이라는 사용자 지정 가능하고 사전 정의된 규칙을AWS Config 제공합니다. 고유의 사용
자 지정 규칙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는 리소스의 구성 변경을AWS Config 계속 추적하면서 이러한 변경 사항
이 규칙의 조건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리소스가 규칙을 위반한 경우, AWS Config는 해당 리소스
와 규칙을 규칙 미준수로 표시합니다. 필수 태그 관리 규칙은 현재 스냅샷과 AMI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AMI 및 EBS 스냅샷을 사용하여 EBS 볼륨 백업 생성
AWSAMI 및 스냅샷을 생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필요에 맞는 접근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고객이 직면하는 일반적인 문제는 스냅샷 수명주기를 관리하고 목적, 보존 정책 등에 따라 
스냅샷을 명확하게 정렬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태그를 지정하지 않으면 스냅샷이 실수로 삭제되거나 자동 정
리 프로세스의 일부로 삭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스냅샷이 여전히 필요한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존된 스냅샷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스냅샷 또는 AMI를 생성하기 전에 EBS 볼륨 준비
스냅샷을 만들거나 AMI를 생성하기 전에 EBS 볼륨에 필요한 준비를 하십시오. AMI를 생성하면 인스턴스에 
연결된 각 EBS 볼륨에 대한 새 스냅샷이 생성되므로 이러한 준비는 AMI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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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에서 스냅샷 생성

전원이 켜진 EC2 인스턴스에서 사용 중인 연결된 EBS 볼륨의 스냅샷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냅샷은 
snapshot 명령을 실행할 때 EBS 볼륨에 기록된 데이터만 캡처합니다. 이때 애플리케이션이나 운영 체제에 
의해 캐시된 데이터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시스템이 I/O를 수행하지 않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트래픽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지된 상태가 이상적이지만, 연중무휴 IT 운영이 표준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시스템 메모리의 데이터를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 중인 디스크로 
플러시하고 스냅샷을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 동안 볼륨에 대한 파일 쓰기 작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경우 스
냅샷이 완전해야 합니다.

클린 백업을 수행하려면 데이터베이스 또는 파일 시스템을 중지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은 데
이터베이스나 파일 시스템에 따라 다릅니다.

데이터베이스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능하면 데이터베이스를 핫 백업 모드로 전환하십시오.
2. Amazon EBS 스냅샷 명령을 실행합니다.
3. 데이터베이스를 핫 백업 모드에서 해제하거나 읽기 전용 복제본을 사용하는 경우 읽기 전용 복제본 인스

턴스를 종료합니다.

파일 시스템의 프로세스는 비슷하지만 운영 체제 또는 파일 시스템의 기능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XFS
는 일관된 백업을 위해 데이터를 플러시할 수 있는 파일 시스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xfs_freeze를 참조하십
시오. 또는 I/O 동결을 지원하는 논리적 볼륨 관리자를 사용하여 이 프로세스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볼륨에 대한 모든 파일 쓰기를 플러시하거나 일시 중지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운영 체제에서의 볼륨 마운트를 해제합니다.
2. 스냅샷 명령을 실행합니다.
3. 볼륨을 다시 마운트하여 일관되고 완전한 스냅샷을 생성합니다. 스냅샷 상태가 pending 인 상태에서 볼

륨을 다시 마운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냅샷 프로세스는 백그라운드에서 계속되며 스냅샷 생성이 빠르고 특정 시점을 캡처합니다. 백업하고 있는 
볼륨은 단 몇 초 만에 마운트 해제됩니다. 운영 중단이 예상되고 클라이언트가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소규모 
백업 기간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루트 디바이스 역할을 하는 EBS 볼륨의 스냅샷을 생성하는 경우 스냅샷을 생성하기 전에 인스턴스를 중지
합니다. Windows는 애플리케이션 정합성이 보장되는 스냅샷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VSS (볼륨 섀도 복
사본 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AWSVSS 인식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이미지 수준 백업을 수행할 수 있는 SS 
Manager 문서를 제공합니다. 스냅샷에는 이러한 애플리케이션과 디스크 간에 대기 중인 트랜잭션의 데이터
가 포함됩니다. 연결된 볼륨을 모두 백업하는 경우 인스턴스를 종료하거나 연결을 해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Note

비슷한 다른 인스턴스를 배포할 수 있도록 Windows AMI를 생성하려는 경우 EC2Config 또는 
EC2Launch를 사용하여 인스턴스를 Sysprep하십시오. 그런 다음 중지된 인스턴스에서 AMI를 만
듭니다. Sysprep은 Amazon EC2 Windows 인스턴스에서 SID, 컴퓨터 이름 및 드라이버를 비롯
한 고유한 정보를 제거합니다. SID가 중복되면 액티브 디렉터리, Windows 서버 업데이트 서비스 
(WSUS), 로그인 문제, Windows 볼륨 키 활성화, Microsoft Office 및 타사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MI가 백업용이고 모든 고유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동일한 인스턴스를 복원하려
는 경우에는 인스턴스와 함께 Sysprep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콘솔에서 수동으로 EBS 볼륨 스냅샷 생성
인스턴스에서 완전히 테스트되지 않은 주요 변경 사항을 적용하기 전에 적절한 볼륨 또는 전체 인스턴스의 
스냅샷을 생성하십시오. 예를 들어 인스턴스에서 애플리케이션 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거
나 패치하기 전에 스냅샷을 만들고 싶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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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에서 수동으로 스냅샷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Amazon EC2 콘솔의 엘라스틱 블록 스토어 볼륨 페이지에
서 백업하려는 볼륨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작업 메뉴에서 스냅샷 생성을 선택합니다. 필터 상자에 인스턴
스 ID를 입력하여 특정 인스턴스에 연결된 볼륨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입력하고 적절한 태그를 추가합니다. 나중에 볼륨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Name 태그를 추가하세요. 태
깅 전략에 따라 적절한 다른 태그를 추가하세요.

AMI 생성
AMI는 인스턴스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AMI에는 이미지가 생성될 때 인스턴스에 연결
된 EBS 볼륨의 루트 볼륨과 스냅샷이 포함됩니다. EBS 스냅샷만으로는 새 인스턴스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AMI에서 새 인스턴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AMI를 생성하면 사용 중인 계정과 지역에 생성됩니다. AMI 생성 프로세스는 인스턴스에 연결된 각 볼륨에 
대해 Amazon EBS 스냅샷을 생성하며, AMI는 이러한 Amazon EBS 스냅샷을 참조합니다. 이러한 스냅샷은 
Amazon S3에 있으며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EC2 인스턴스의 AMI를 생성한 후 AMI를 사용하여 인스턴스를 다시 생성하거나 인스턴스의 사본을 추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또는 DR을 위해 한 리전에서 다른 리전으로 AMI를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AMI는 VMWARE 가상 머신과 같은 가상 머신을 EC2 인스턴스로 마이그레이션하지 않는 한 EC2 인스턴스
에서 생성해야AWS 합니다. Amazon EC2 콘솔에서 AMI를 생성하려면 인스턴스를 선택하고, 작업을 선택하
고,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 이미지 생성을 선택합니다.

Amazon Data Lifecycle Manager
Amazon EBS 스냅샷의 생성, 보존 및 삭제를 자동화하려면 Amazon Data Lifecycle Manager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스냅샷 관리를 자동화하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백업 일정을 실행하여 중요한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 감사 기관이나 내부 규정 준수 부서에서 요구하는 백업을 보관합니다.
• 오래된 백업을 삭제하여 스토리지 비용을 절감합니다.

Amazon Data Lifecycle Manager Manager를 사용하면 EC2 인스턴스 (및 연결된 EBS 볼륨) 또는 별도의 
EBS 볼륨에 대한 스냅샷 관리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간 복사와 같은 옵션을 지원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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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샷을 다른AWS 지역에 자동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스냅샷을 대체 지역에 복사하는 것은 대체 지역의 
DR 작업 및 복원 옵션을 지원하는 한 가지 접근 방식입니다. Amazon Data Lifecycle Manager를 사용하여 빠
른 스냅샷 복원을 지원하는 스냅샷 수명 주기 정책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Amazon Data Lifecycle Manager Amazon EC2와 Amazon EBS에 포함된 기능입니다. Amazon Data 
Lifecycle Manager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AWS Backup
AWS Backup여러AWS 서비스의 리소스를 포함하는 백업 계획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Amazon Data 
Lifecycle Manager Manager와는 다릅니다. 리소스 백업을 개별적으로 조정하는 대신 함께 사용 중인 리소스
를 포함하도록 백업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AWS Backup또한 완료된 백업의 복구 지점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는 백업 볼트 개념도 포함되어 있
습니다. 복원 작업은 각 개별 리소스로 진행하여 생성된 백업을 복원하는AWS Backup 대신 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AWS Backup감사 관리 및 보고와 같은 다양한 추가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설명서의 을 사용하여 Backup 및 복구AWS Backup (p. 7)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다중 볼륨 백업 수행
스냅샷을 사용하여 RAID 배열의 EBS 볼륨에 데이터를 백업하려는 경우 스냅샷이 일관되어야 합니다. 이러
한 볼륨의 스냅샷은 독립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동기화되지 않은 스냅샷에서 RAID 배열의 EBS 볼륨
을 복원할 경우 배열의 무결성이 손상됩니다.

RAID 어레이에 대해 일관된 스냅샷 세트를 생성하려면 CreateSnapshotsAPI 작업을 사용하거나 Amazon 
EC2 콘솔에 로그인하고 Elastic Block Store, 스냅샷, 스냅샷 생성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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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D 구성에서 연결된 여러 볼륨이 있는 인스턴스의 스냅샷은 집합적으로 다중 볼륨 스냅샷으로 생성됩니
다. 다중 볼륨 스냅샷은 EC2 인스턴스에 연결된 여러 EBS 볼륨에서 데이터 조정 및 충돌 일치 스냅샷을 생
성할 수 있습니다. point-in-time 스냅샷이 여러 EBS 볼륨에서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스턴스를 중지하여 볼륨 간을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볼륨의 스냅샷이 시작된 후 (보통 1~2초) 파일 
시스템은 작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스냅샷이 생성된 후 각 스냅샷은 개별 스냅샷으로 처리됩니다. 단일 볼륨 스냅샷과 마찬가지로, 복원, 삭제, 
지역 간 및 계정 복사 등의 모든 스냅샷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일 볼륨 스냅샷과 마찬가지로 다
중 볼륨 스냅샷에도 태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복원, 복사 또는 보존 중에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다중 
볼륨 스냅샷에 태그를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논리적 볼륨 관리자 또는 파일 시스템 수준 백업에서 이러한 백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백업 에이전트를 사용하면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에서 다양한 에이전트 
기반 백업 솔루션을 사용할 수 AWS Marketplace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하나의 큰 볼륨에 있는 기본 시스템 볼륨의 복제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대용량 볼륨만 백업해야 하고 기본 시스템에서는 백업이 수행되지 않으므로 백업 프로세스가 간소화됩니다. 
그러나 먼저 백업 중에 단일 볼륨이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와 최대 볼륨 크기가 애플리케이션에 적합
한지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Amazon EC2 백업 보호
백업의 보안을 고려하고 실수로 또는 악의적으로 백업이 삭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접근 방식을 총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 침해로 인해 중요한 백업이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려
면 백업을 다른AWS 계정으로 복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AWS 계정이 여러 개 있는 경우 별도의 계정을 아카
이브 계정으로 지정하여 다른 모든 계정에서 백업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서 교차 계정 백업을
사용하여 이 작업을 수행할 수AWS Backup 있습니다.

재해 복구 계획에서는 리전별 장애 발생 시 다른 AWS 리전에서 EC2 인스턴스를 재현해야 할 수도 있습니
다. 백업을 동일한 계정 내의 다른 지역으로 복사하여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수로 인한 
삭제를 방지하는 추가 계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재해 복구 (DR) 목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AWS Backup
은 지역 간 백업을 지원합니다.

ec2:DeleteSnapshot 및 ec2:DeregisterImage 작업에 대한 IAM 권한 차단을 고려해 보십시오. 대신 보존 정
책 및 방법을 통해 EBS 스냅샷과 Amazon EC2 AMI의 수명 주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삭제 작업을 차단하
는 것은 EBS 스냅샷에 WORM (한 번 쓰기, 여러 번 읽기) 전략을 구현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EBS 스냅샷 
및 기타AWS 리소스를 지원하는 AWS BackupVault Lock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ec2: 및 ec2:ModifyImageAttributeModifySnapshotAttribute IAM 작업을 차단하여 사용자가 AMI 및 EBS 
스냅샷을 공유하는 기능을 차단하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AMI와 스냅샷이 조직 외부AWS 계
정과 공유되지 않습니다. 를 사용하는AWS Backup 경우 사용자가 백업 볼트에서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지 못
하도록 제한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이 설명서의 AWS Backup (p. 7)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mazon EC2에는 실수로 삭제된 EBS 스냅샷을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휴지통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스냅샷을 삭제하도록 허용할 경우 이 기능을 켜서 필요한 스냅샷이 영구적으로 삭제되지 않도록 하
십시오. Amazon EC2 콘솔에서는 여러 스냅샷을 선택하고 한 번의 작업으로 삭제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여러 스냅샷을 삭제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정리 스크립트와 자동화를 사용할 때는 필요한 스냅샷
을 실수로 삭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휴지통 기능은 이러한 유형의 상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
다.

EBS 스냅샷 아카이빙
EBS 스냅샷을 보관하면 90일 이상 복원할 계획이 없는 볼륨 사본을 참조용으로 보관하는 비용 효율적인 방
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EBS 볼륨의 모든 관련 스냅샷을 영구적으로 삭제하기 전에 수행하기에 좋은 중간 
단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EBS 볼륨의 end-of-lifecycle 단계로 스냅샷을 보관하
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삭제보다 보관하면 휴지통을 사용하는 것보다 비용 효율적인 삭제 보존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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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s Manager, 및AWS SDK를 사용한 스냅샷 및 
AMI 생성 자동화AWS CLI
백업 접근 방식에는 스냅샷 또는 AMI가 생성되기 전과 후에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일 시스
템을 중지하려면 서비스를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AMI 생성 중에 인스턴스를 중지하
고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키텍처의 여러 구성 요소에 대한 백업을 집합적으로 생성해야 할 수도 있습
니다. 각 구성 요소에는 자체 생성 전 단계와 작성 후 단계가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백업 프로세스가 일관되게 적용되는지 확인하여 백업의 유지 관리 기간을 줄일 수 있
습니다. 사전 작성 및 작성 후 사용자 지정 작업을 자동화하려면AWS CLI 및 SDK를 사용하여 백업 프로세스
를 스크립팅하십시오.

자동화는 필요에 따라 또는 Systems Manager 유지 관리 기간 중에 실행할 수 있는 Systems Manager 런
북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Amazon EC2 장애 명령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 없이 사용자에게 Systems 
Manager 런북을 실행할 수 있는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백업 프로세스와 태
그를 일관되게 적용하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AWSCreateSnapshot 및 AWSCreateImage 런북을 사용하
여 스냅샷 및 AMI를 생성하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사용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Systems Manager 관리
자에는 AMI 패치 적용UpdateLinuxAmi 및 AMI 생성을 자동화하는 AWS 및 AWSUpdateWindowsAmi 런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및 를 사용하여 스냅샷AWS CLI 및 AWS Tools for Windows PowerShellAMI 생성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도 
있습니다. aws ec2 create-snapshotAWS CLI 명령을 사용하여 자동화의 한 단계로 EBS 볼륨의 스냅샷을 생
성할 수 있습니다. aws ec2 create-snapshots 명령을 사용하여 EC2 인스턴스에 연결된 모든 볼륨에 대해 충
돌 시 정합성이 유지되고 동기화된 스냅샷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AWSCLI를 사용하여 새 AMI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aws ec2 register-image 명령을 사용하여 EC2 인스턴스
용 새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의 종료, 이미지 생성 및 재시작을 자동화하려면 이 명령을 aws 
ec2 stop instance 및 aws ec2 start instance 명령과 결합하십시오.

Amazon EBS 스냅샷 또는 AMI에서 복원
인스턴스의 AMI 백업을 복원하여 모든 관련 볼륨을 포함한 전체 EC2 인스턴스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EC2 
인스턴스에 연결된 단일 볼륨만 복원해야 하는 경우 해당 볼륨을 개별적으로 복원하고 기존 볼륨을 분리한 
다음 복원된 볼륨을 EC2 인스턴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복구 시간을 줄이고 종속 애플리케이션 및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면 복원 프로세스에서 대체 중인 
리소스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낮은 환경 (예: 비운영 환경) 에서 복원 프로세스를 정기
적으로 테스트하여 프로세스가 복구 시점 목표 (RPO) 및 복구 시간 목표 (RTO) 를 충족하고 복원 프로세스
가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복원 프로세스가 복원 중인 인스턴스에 의존하는 애플리케이션 및 서
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한 다음 필요에 따라 복원을 조정하십시오. 복원 프로세스가 실패하거나 일
관되지 않게 구현될 위험을 줄이려면 복원 프로세스를 최대한 자동화하고 테스트하십시오.

Amazon EBS 스냅샷의 데이터는 EBS 볼륨에 비동기적으로 로드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가 로드되
지 않은 볼륨에 액세스하는 경우 Amazon S3에서 데이터를 로드되는 동안 평소보다 지연 시간이 길어집니
다. 지연 시간에 민감한 애플리케이션에 이러한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EBS 볼륨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Amazon EBS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빠른 스냅샷 복원을 지원하므로 볼륨을 초기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워크로드 아키텍처는 복원 절차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트래픽을 처리하는 여러 인스턴스와 함께 
Elastic Load Balancing Balancing을 사용하는 경우 장애가 발생하거나 손상된 인스턴스를 서비스에서 제외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새 인스턴스를 복원하여 교체하는 동안 다른 인스턴스가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
지 않고 계속 트래픽을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설명된 다음 복원 프로세스는 Elastic Load Balancing Balancing을 사용하지 않는 인스턴스를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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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스냅샷에서 파일 및 디렉터리 복원
EBS 스냅샷은 스냅샷을 생성하는 데 사용된 원본 볼륨과 point-in-time 정확히 일치합니다. 개별 파일 또는 
디렉터리를 복원하려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먼저 파일 또는 디렉터리가 포함된 EBS 스냅샷에서 볼륨을 복원합니다.
2. 파일을 복원하려는 EC2 인스턴스에 볼륨을 연결합니다.
3. 파일을 EC2 인스턴스 볼륨에 복사합니다.
4. 복원된 볼륨을 분리하고 삭제합니다.

Amazon EBS 스냅샷에서 EBS 볼륨 복원
스냅샷에서 볼륨을 생성하여 인스턴스에 연결하여 기존 EC2 인스턴스에 연결된 볼륨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콘솔AWS CLI, 또는 API 작업을 사용하여 기존 스냅샷에서 볼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운영 체제
를 사용하여 인스턴스에 볼륨을 마운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마운트 포인트를 사용해야 하는 볼륨을 교체하는 경우 새 볼륨을 제자리에 마운트할 수 있도록 해당 
볼륨을 마운트 해제하십시오. 볼륨을 마운트 해제하려면 먼저 해당 볼륨을 사용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중지하
십시오. 루트 볼륨을 교체하는 경우 루트 볼륨을 분리하기 전에 먼저 인스턴스를 중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콘솔을 사용하여 볼륨을 이전 point-in-time 백업으로 복원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 Amazon EC2 콘솔의 엘라스틱 블록 스토어 메뉴에서 스냅샷을 선택합니다.
2. 복원할 스냅샷을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3. [작업] 을 선택한 다음 [볼륨 생성] 을 선택합니다.
4. EC2 인스턴스와 동일한 가용 영역에서 새 볼륨을 생성합니다.
5. Amazon EC2 콘솔에서 인스턴스를 선택합니다.
6. 인스턴스 세부 정보에서 루트 디바이스 항목 또는 Block Devices 항목에 교체하려는 디바이스 이름을 기

록해 둡니다.
7. 볼륨을 연결합니다. 프로세스는 루트 볼륨과 루트 볼륨이 아닌 볼륨에 따라 다릅니다.

루트 볼륨의 경우:

1. EC2 인스턴스를 중지합니다.
2. EC2 엘라스틱 블록 스토어 볼륨 메뉴에서 교체하려는 루트 볼륨을 선택합니다.
3. [동작] 을 선택한 다음 [볼륨 분리] 를 선택합니다.
4. EC2 엘라스틱 블록 스토어 볼륨 메뉴에서 새 볼륨을 선택합니다.
5. [동작] 을 선택한 다음 [볼륨 연결] 을 선택합니다.
6. 볼륨을 연결하려는 인스턴스를 선택하고 앞서 적어둔 것과 동일한 디바이스 이름을 사용합니다.

루트가 아닌 볼륨의 경우:

1. EC2 엘라스틱 블록 스토어 볼륨 메뉴에서 교체하려는 루트가 아닌 볼륨을 선택합니다.
2. [동작] 을 선택한 다음 [볼륨 분리] 를 선택합니다.
3. EC2 Elastic Block Store 볼륨 메뉴에서 새 볼륨을 선택한 다음 작업, 볼륨 연결을 선택하여 새 볼륨을 

연결합니다. 연결하려는 인스턴스를 선택한 다음 사용 가능한 디바이스 이름을 선택합니다.
4. 인스턴스용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기존 볼륨을 마운트 해제한 다음 새 볼륨을 그 자리에 마운트합니

다.

Linux에서는umount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Windows에서는 디스크 관리 시스템 유틸리티와 같
은 논리적 볼륨 관리자 (LVM)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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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C2 Elastic Block Store Volumes 메뉴에서 해당 볼륨을 선택한 다음 [작업], [볼륨 분리] 를 선택하여 
교체하려는 이전 볼륨을 모두 분리합니다.

운영 체제 명령과 함께 를AWS CLI 사용하여 이러한 단계를 자동화할 수도 있습니다.

EBS 스냅샷에서 EC2 인스턴스 생성 또는 복원
전체 EC2 인스턴스를 복원하는 데 사용할 백업을 생성하려면 Amazon Machine Images (AMI) 를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AMI는 가상화 유형과 같은 시스템 정보를 캡처합니다. 또한 EC2 인스턴스에 연결된 각 볼륨
과 해당 디바이스 매핑에 대한 스냅샷을 생성하여 동일한 구성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스턴스를 복원하기 위해 EBS 스냅샷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먼저 새 EC2 인스턴스의 루트 볼륨이 
될 EBS 스냅샷에서 AMI를 생성하십시오.

1. Amazon EC2 콘솔의 엘라스틱 블록 스토어 메뉴에서 스냅샷을 선택합니다.
2. 새 EC2 인스턴스의 루트 볼륨을 생성하는 데 사용할 스냅샷을 검색하고 선택합니다.
3. [동작] 을 선택한 다음 [스냅샷에서 이미지 만들기] 를 선택합니다.
4. 이미지 이름 (예:YYYYMMDD-restore-for-i-012345678998765de) 을 입력하고 새 이미지에 적합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미지가 생성되고 사용 가능해지면 루트 볼륨에 EBS 스냅샷을 사용할 새 EC2 인스턴스를 시작할 수 있습
니다.

AMI에서 실행 중인 인스턴스 복원
AMI 백업에서 새 인스턴스를 가져와 실행 중인 기존 인스턴스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AMI에
서 새 인스턴스를 시작하는 동안 기존 인스턴스를 중지하고 오프라인 상태로 유지한 다음 필요한 업데이트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두 인스턴스가 동시에 실행되어 충돌이 발생할 위험이 줄어듭니다. 
인스턴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운되었거나 유지 관리 기간 중에 복원을 수행하는 경우 괜찮은 접근 방식
입니다. 새 인스턴스를 테스트한 후 이전 인스턴스에 할당된 모든 엘라스틱 IP 주소를 재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새 인스턴스를 가리키도록 DNS (도메인 이름 서비스) 레코드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원 중에 서비스 내 인스턴스의 가동 중지 시간을 최소화해야 하는 경우 AMI 백업에서 새 인스턴스
를 시작하고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기존 인스턴스를 새 인스턴스로 교체합니다.

두 인스턴스가 모두 실행되는 동안에는 새 인스턴스가 플랫폼 수준 또는 애플리케이션 수준 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SID와 컴퓨터 이름으로 실행되는 도메인 가입 Windows 인스턴스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유한 식별자가 필요한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안 그룹을 사용하여 액세스 및 테스트용 자체 IP 주소를 제외하고 새 인스턴스의 모든 인바운드 연결을 일
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새 인스턴스가 준비되기 전에 다른 서버와 서비스가 새 인스턴스
에 연결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새 인스턴스의 아웃바운드 연결을 일시적으로 차단하여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이 다른 리소스에 대한 연결 또는 업데이트를 시작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가 되
면 기존 인스턴스를 중지한 다음 새 인스턴스에서 서비스와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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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프레미스 인프라에서 다음으로 
Backup 및 복구AWS

온프레미스 인프라 백업의 내구성 있는 오프사이트 스토리지로 사용할AWS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AWS 스토리지 서비스를 사용하면 백업 및 보관 작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백업 작업을 위한 스토리지 인
프라 프로비저닝, 확장 또는 인프라 용량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Amazon S3와 Amazon S3 Glacier는 이러한 서비스를 신규 및 기존 백업 및 복구 접근 방식에 통합하기 위한 
광범위한 API 작업 및 SDK를 제공합니다. 또한 백업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는 애플리케이션을AWS 스토리지 
솔루션과 직접 통합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온프레미스 인프라에서 사용 중인 백업 및 아카이브 소프트웨어가 API 작업을AWS 통해 
직접 인터페이스합니다. 백업 소프트웨어는AWS -를 인식하므로 온프레미스 서버의 데이터를 Amazon S3 
또는 Amazon S3 Glacier로 직접 백업합니다.

기존 백업 소프트웨어가AWS 클라우드를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경우 Storage Gateway를 사용할 수 있
습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인 Storage Gateway는 온프레미스 시스템에 확장 가능한 클라우드 스토
리지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Amazon S3 또는 Amazon S3 Glacier에 암호화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
장하는 동시에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작동하는 개방형 표준 스토리지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Storage 
Gateway를 온프레미스 블록 기반 스토리지 워크로드에 대한 백업 및 복구 접근 방식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
습니다.

Storage Gateway는 백업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 스토리지로 전환하려는 하이브리드 시나리오에서 유용합
니다. Storage Gateway는 또한 온프레미스 스토리지에 대한 자본 투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Storage 
Gateway VM 또는 전용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로 배포합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Storage Gateway를 백업 및 
복구에 적용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Storage Gateway는 다양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세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 SMB 기반 또는 NFS 기반 액세스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파일 및 백업 이미지를 Amazon S3 클
라우드 스토리지에 내구성 있는 객체로 저장하는 파일 게이트웨이입니다.

• 클라우드 기반 iSCSI 블록 스토리지 볼륨을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에 제공하기 위한 볼륨 게이트웨이입
니다. 볼륨 게이트웨이는AWS 클라우드에 볼륨의 전체 복사본을 저장하는 동시에 온프레미스에서 로컬 캐
시 또는 전체 볼륨을 제공합니다.

• 신뢰할 수 있는 백업 소프트웨어를 온 프레미스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로 연결하기 위한 테이프 게이트웨이
로, 이 게이트웨이는 차례로 Amazon S3와 Amazon S3 Glacier에 연결됩니다. 이 옵션은 클라우드의 확장
성과 내구성을 제공하여 기존 투자나 프로세스를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장기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파일 게이트웨이
많은 조직에서 백업과 같은 2차 및 3차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이전하여 클라우드 여정을 시작합니다. 파일 게
이트웨이의 SMB 및 NFS 인터페이스 지원은 IT 그룹이 기존 온프레미스 백업 시스템에서 클라우드로 백업 
작업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SMB 또는 NFS에 쓸 수 있는 Backup 애플리케이션, 네이티브 데
이터베이스 툴 또는 스크립트는 파일 게이트웨이에 쓸 수 있습니다. 파일 게이트웨이는 백업을 최대 5TiB 크
기의 Amazon S3 객체로 저장합니다. 적절한 크기의 로컬 캐시를 사용하면 최근 백업을 사용하여 빠른 현장 
복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백업을 저렴한 S3 스탠다드-인프리퀀트 액세스 및 Amazon S3 Glacier 스토리지 
계층으로 계층화하여 장기 보존 요구 사항을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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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게이트웨이는 Amazon S3에 블록 기반 스토리지를 공급하여 내구성이 뛰어난 오프사이트 백업을 가능
하게 합니다. 최근에 백업한 파일을 신속하게 복원해야 하는 시나리오에 특히 유용합니다. 파일 게이트웨이
는 SMB 및 NFS 프로토콜을 지원하므로 사용자는 네트워크 파일 공유에 액세스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Amazon S3 객체 버전 관리 기능을 를 를 를 수 있습니다. 객체 버전 관리를 사
용하면 파일의 이전 객체 버전을 복원한 다음 SMB 또는 NFS를 사용하여 해당 버전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
니다.

볼륨 게이트웨이
볼륨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면 온프레미스 서버에 클라우드 기반 iSCSI 블록 스토리지 볼륨을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볼륨 게이트웨이는 내구성 있고 확장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오프사이트 스토리지를 위해 볼륨 
데이터를 Amazon S3에 저장합니다. 볼륨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면 볼륨의 전체 point-in-time 스냅샷을 만들
어 클라우드에 Amazon EBS 스냅샷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스냅샷으로 저장한 후 전체 볼륨을 EBS 볼륨
으로 복원하고 EC2 인스턴스에 연결하여 클라우드 기반 DR 솔루션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볼륨을 
Storage Gateway로 복원하여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볼륨 게이트웨이는 Amazon Amazon EC2 Amazon EBS 볼륨 기능과 통합되므로 스냅샷 프로세스를 자동화
하고AWS Backup 스케줄링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볼륨 게이트웨이는 내구성이 뛰어난 Amazon S3 기
반 Amazon EBS 스냅샷 및 태깅 기능의 추가 이점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BS 스냅샷 설명
서를 참조하세요.

테이프 게이트웨이
테이프 게이트웨이는 오프사이트 가상 테이프 백업 스토어를 위한 Amazon S3와 Amazon S3 Glacier의 뛰
어난 내구성, 저렴한 계층형 스토리지, 광범위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Amazon S3와 Amazon S3 Glacier에 저
장된 모든 가상 테이프는 지리적으로 분산된 3개 이상의 가용 영역에 복제되고 저장됩니다. 가상 테이프는 
99.999% 의 내구성으로 보호됩니다.

AWS또한 정기적으로 고정성 검사를 수행하여 데이터를 읽을 수 있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
다. Amazon S3에 저장된 모든 테이프는 기본 키 또는 사용자AWS KMS 키를 사용하는 서버 측 암호화로 보
호됩니다. 또한 테이프 이동성과 관련된 물리적 보안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테이프 게이트웨이를 사용하
면 복원 중에 잘못되거나 손상된 테이프를 받을 수 있는 오프사이트 테이프 웨어하우징과 비교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Amazon S3에 데이터를 저장하면 월별 스토리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S3 Glacier Deep Archive를 사
용하면 장기 보관 요구 사항에 맞게 더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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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 게이트웨이는 온 프레미스 환경에서 확장성이 높고 중복되며 내구성이 뛰어난 스토리지 서비스 
(Amazon S3, S3 Glacier Flexible Retrieval 및 S3 Glacier Deep Archive) 에 이르는 가상 테이프 라이브러리 
(VTL) 역할을 합니다.

테이프 게이트웨이는 가상 미디어 체인저 및 가상 테이프 드라이브를 갖춘 개방형 표준 iSCSI 기반 VTL로 
기존 백업 애플리케이션에 Storage Gateway 제공합니다. 대규모로 확장 가능한 Amazon S3에 저장된 가상 
테이프 컬렉션에 데이터를 쓰면서 기존 백업 애플리케이션 및 워크플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이
상 가상 테이프의 데이터에 즉시 또는 자주 액세스할 필요가 없는 경우 백업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S3 
Glacier Flexible Retrieval 또는 S3 Glacier Deep Archive에 보관하여 스토리지 비용을 더욱 절감할 수 있습니
다.

S3 Glacier Flexible Retrieval 또는 S3 Glacier Deep Archive에 아카이브된 테이프를 검색하기 위해 일반적
으로 각각 3~5시간 또는 12시간이 걸립니다. 테이프 게이트웨이는 가상 테이프에 액세스하기 위한 iSCSI 기
반 테이프 라이브러리 인터페이스와 호환되는 백업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이프당 최소 
100GB 스토리지 크기도 고려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테이프 게이트웨이를 지원하는 타사 백업 애플리케이
션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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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Backup 및 복구AWS데
이터 센터로 이동

클라우드 기반 워크로드 및 온프레미스 인프라에 대해 DR 또는 비즈니스 연속성과 같은 시나리오를 구현해
야 하는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서버용 데이터 백업 프레임워크가 이미 있는 경우AWSVPN 
연결을 통한 리소스 또는AWS Direct Connect. EC2 인스턴스에 백업 에이전트를 설치하고 데이터 보호 정책
에 따라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을 백업할 수 있습니다. Amazon S3 중간 서비스로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수준 백업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API 작업, SDK 또는AWS CLI데이터를 온프레미스 환경으로 
복원하려면

데이터를 백업하려면AWSAmazon EC2 이외의 서비스는 다음을 사용합니다.AWS CLI, SDK 및 API 작업을 
통해 원하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그런 다음 Amazon S3 S3로 데이터를 복사한 다음 Amazon S3 
온프레미스 환경으로 복사합니다. 일부 서비스는 Amazon S3 S3로의 직접 내보내기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
어 Amazon RDS는 를 지원합니다.네이티브 백업Amazon S3 S3로의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의

27

https://docs.aws.amazon.com/AmazonRDS/latest/UserGuide/SQLServer.Procedural.Importing.html#SQLServer.Procedural.Importing.Native.Enabling


AWS규범적 지침 Backup 및 복구 접근AWS
Amazon RDS

클라우드 네이티브AWS 서비스의 
Backup 및 복구

백업 및 복구 접근 방식에는 워크로드에 사용되는AWS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WS데이터 관리 및 상
호 작용을 위한 서비스별 기능 및 옵션을 제공합니다. 콘솔,AWS CLI, SDK 및 API 작업을 사용하여 사용 중
인AWS 서비스의 백업 및 복구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Amazon RDS와 (p. 28) Amazon 
DynamoDB를 (p. 29) 예로 다룹니다. AWS BackupDynamoDB와 Amazon RDS를 모두 지원하므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해야 합니다.

Amazon RDS의 Backup 및 복구
Amazon RDS에는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자동화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mazon RDS는 개별 데이
터베이스가 아닌 전체 DB 인스턴스를 백업하여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의 스토리지 볼륨 스냅샷을 생성합니
다. Amazon RDS를 사용하면 자동 백업을 위한 백업 창을 설정하고,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스냅샷을 생성
하고, 지역 및 계정 간에 스냅샷을 공유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Amazon RDS는 DB 인스턴스를 백업하고 복원하기 위한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 자동 백업은 DB 인스턴스의 point-in-time 복구 (PITR) 를 제공합니다. 자동 백업은 새 DB 인스턴스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켜집니다.

Amazon RDS는 DB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정의한 백업 기간 동안 매일 전체 데이터 백업을 수행합니다. 자
동 백업의 보존 기간을 최대 35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Amazon RDS는 DB 인스턴스에 대한 트랜잭션 
로그를 Amazon S3에 5분마다 업로드합니다. Amazon RDS는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 로그와 함께 일일 
백업을 사용하여 DB 인스턴스를 복원합니다. 보존 기간 중 최대LatestRestorableTime (일반적으로 
마지막 5분) 까지 원하는 시간 (초) 으로 인스턴스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DB 인스턴스의 최근 복원 가능 시간을 찾으려면DescribeDBInstances API 호출을 사용하십시오. 또는 
Amazon RDS 콘솔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 탭을 살펴보십시오.

PITR을 시작하면 트랜잭션 로그가 가장 적절한 일일 백업과 결합되어 DB 인스턴스를 요청된 시간으로 복
원합니다.

• DB 스냅샷은 DB 인스턴스를 알려진 상태로 원하는 만큼 자주 복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자 시작 백업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해당 상태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Amazon RDS 콘솔 또
는CreateDBSnapshot API 호출을 사용하여 DB 스냅샷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냅샷은 콘솔 또
는DeleteDBSnapshot API 호출을 사용하여 명시적으로 삭제할 때까지 보관됩니다.

이 두 백업 옵션 모두 Amazon RDS에서AWS Backup 지원되며 다른 기능도 제공합니다. AWS Backup를 사
용해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의 표준 백업 계획을 설정하고 특정 데이터베이스의 백업 계획이 고유한 경
우 사용자가 시작한 인스턴스 백업 옵션을 사용해 보십시오.

Amazon RDS는 DB 인스턴스에서 사용하는 기본 스토리지에 직접 액세스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렇게 하
면 RDS DB 인스턴스의 데이터베이스를 로컬 디스크로 직접 내보낼 수도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클라이언트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기본 백업 및 복원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mazon RDS MySQL 데이
터베이스에서 mysqldump 명령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로컬 클라이언트 시스템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
다. 경우에 따라 Amazon RDS는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백업 및 복원을 수행하기 위한 증강 옵션도 제공합니
다. 예를 들어, Amazon RDS는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의 RDS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내보내고 가져오는
저장 프로시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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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S CNAME 사용

전체 백업 및 복원 접근 방식의 일환으로 데이터베이스 복원 프로세스와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테스트해야 합니다.

DNS CNAME 레코드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복구 
중 클라이언트에 미치는 영향 줄이기
PITR 또는 RDS DB 인스턴스 스냅샷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하면 새 엔드포인트가 있는 새 DB 인
스턴스가 생성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특정 DB 스냅샷 또는 특정 시점으로부터 여러 DB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RDS DB 인스턴스를 복원하여 라이브 RDS DB 인스턴스를 대체할 때는 특별한 고려 사항이 있
습니다. 예를 들어, 중단과 수정을 최소화하면서 기존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를 새 인스턴스로 리디렉션하
는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복원된 데이터 시간과 새 인스턴스가 쓰기를 받기 시작하는 복구 시간을 고
려하여 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DB 인스턴스 엔드포인트를 가리키는 별도의 DNS CNAME 레코드를 만들고 클라이언트가 이 DNS 이름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를 업데이트하지 않고도 복원된 새 엔드포인트
를 가리키도록 CNAME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CNAME 레코드의 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T 지정한 TTL에 따라 다른 요청이 이루어지
기 전에 DNS 확인자에 레코드가 캐시되는 시간이 결정됩니다. 일부 DNS 리졸버 또는 애플리케이션은 TTL
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TTL보다 더 오래 레코드를 캐시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Amazon 
Route 53의 경우 더 큰 값 (예: 172,800초 또는 2일) 을 지정할 경우 DNS 재귀 해석기가 Route 53으로 이 레
코드의 최신 정보를 가져오려면 Route 53을 호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연 시간이 줄어들고 Route 53 
서비스에 대한 요금이 줄어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Route 53이 도메인의 트래픽을 라우팅하는 방법
을 참조하십시오.

애플리케이션 및 클라이언트 운영 체제는 새 DNS 확인 요청을 시작하고 업데이트된 CNAME 레코드를 검색
하기 위해 플러시하거나 다시 시작해야 하는 DNS 정보를 캐시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복원을 시작하고 복원된 인스턴스로 트래픽을 이동할 때는 모든 클라이언트가 이전 인스턴스 
대신 복원된 인스턴스에 쓰는지 확인하십시오. 데이터 아키텍처는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하고, 복원된 인스턴
스로 트래픽을 이동하도록 DNS를 업데이트하고, 이전 인스턴스에 아직 기록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DNS CNAME 레코드를 업데이트하기 전에 기존 인스턴스를 중
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복원된 인스턴스에서 모든 액세스가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개별적으로 처
리할 수 있는 일부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에 일시적으로 연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면 유지 관리 기간 중에 데이터베이스 복원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수 백오프를 사용한 재시도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연결 실패를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작성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복원 중에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애플리케이션이 예기치 않게 충돌
하지 않고 복구할 수 있습니다.

복원 프로세스를 완료한 후에는 이전 인스턴스를 중지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보안 그룹 규칙을 
사용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까지 이전 인스턴스로의 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점진적 
폐기 접근 방식을 취하려면 먼저 실행 중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안 그룹의 액세스를 제한하십시오. 더 이
상 필요하지 않은 인스턴스는 나중에 중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의 스냅샷을 생
성하여 삭제합니다.

DynamoDB의 Backup 및 복구
DynamoDB는 DynamoDB 테이블 데이터를 거의 지속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PITR을 제공합니다. 활성화하
면 DynamoDB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끌 때까지 지난 35일 동안 테이블의 증분 백업을 유지합니다.

DynamoDB 콘솔AWS CLI, 또는 DynamoDB API를 사용하여 DynamoDB 테이블의 온디맨드 백업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ynamoDB 테이블 백업을 참조하십시오. 을 사용하여AWS Backup 정기적인 
백업이나 future 백업을 예약할 수 있으며 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백업 접근 방식을 사용자 지정하고 자동
화할 수 있습니다. 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DynamoDB를 백업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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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oDB

시물 Amazon DynamoDB 온디맨드 Backup 예약을 위한 서버리스 솔루션 을 참조하십시오. 예약 스크립트 
및 정리 작업을 생성하지 않으려면 을 사용하여AWS Backup 백업 계획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백업 계획에
는 DynamoDB 테이블의 일정 및 보존 정책이 포함됩니다. AWS Backup백업을 생성하고 보존 일정에 따라 
이전 백업을 삭제합니다. AWS Backup또한 저렴한 계층형 스토리지, 교차 계정 및 지역 간 복사를 비롯하여 
DynamoDB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없는 고급 DynamoDB 백업 옵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
급 DynamoDB 백업을 참조하십시오.

복원된 DynamoDB 테이블에서 다음을 수동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자동 조정 정책
• IAM 정책
• Amazon CloudWatch 지표 및 경보
• 태그
• 스트림 설정
• TTTTTT 설정

백업에서 전체 테이블 데이터만 새 테이블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복원된 테이블은 활성 상태가 된 이후에만 
쓸 수 있습니다.

복원 프로세스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새로 복원된 테이블 이름을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
다. 구성 파일,AWS Systems Manager Parameter Store 값 또는 클라이언트가 사용해야 하는 테이블 이름을 
반영하도록 동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다른 참조에서 DynamoDB 테이블 이름을 검색하도록 애플리케이
션과 클라이언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복원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전환 프로세스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IAM 권한을 통해 기존 DynamoDB 
테이블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하고 새 테이블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새 
테이블을 사용하도록 애플리케이션 및 클라이언트 구성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DynamoDB 
테이블과 새로 복원된 DynamoDB 테이블 간의 차이를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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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집중식 백업 관리 솔루션 이동

하이브리드 아키텍처에 대한 Backup 
및 복구

이 가이드에서 설명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및 온프레미스 배포를 워크로드 환경에 온-프레미스와 함께 사
용하는 하이브리드 시나리오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AWS인프라 구성 요소. 웹 서버, 응용 프로그램 서버, 모
니터링 서버, 데이터베이스 및 Microsoft Active Directory를 포함한 리소스는 고객 데이터 센터 또는AWS. 에
서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AWS클라우드는 온프레미스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에 연결됩니다.

이는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의 일반적인 시나리오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
는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AWS용량 증대를 위해 이러한 고객 데이터 센터는 종종AWS대용량 네
트워크 링크에 의한 네트워크. 예:AWS Direct Connect는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서 로 프라이빗 전용 연
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AWS. 이를 통해 데이터 보호를 위해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있는 대역
폭과 일관된 대기 시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워크로드에 일관된 성능과 지연 시간을 제공합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하이브리드 환경 접근 방식의 한 가지 예를 제공합니다.

잘 설계된 데이터 보호 솔루션은 일반적으로 이 가이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솔루션과 온프레미스 솔루션에 
설명된 옵션의 조합을 사용합니다. 많은 ISV는 온프레미스 인프라를 위한 업계 최고의 백업 및 복원 솔루션
을 제공하며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을 지원하도록 솔루션을 확장했습니다.

가용성 향상을 위해 중앙 집중식 백업 관리 솔루션을 
클라우드로 이동

기존 백업 관리 솔루션 투자 활용AWS를 사용하면 접근 방식의 복원력과 아키텍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주 
백업 서버와 하나 이상의 미디어 또는 스토리지 서버가 온프레미스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이 서버는 보호하
려는 서버 및 서비스에 가까운 여러 위치에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 백업 서버를 EC2 인스턴스로 이동하여 
온프레미스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고가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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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데이터 흐름을 관리하기 위해 보호할 서버와 동일한 리전에 있는 EC2 인스턴스에 미디어 서버를 하나 
이상 생성할 수 있습니다. EC2 인스턴스 근처의 미디어 서버는 인터넷 전송 비용을 절약합니다. Amazon S3 
또는 Amazon S3 Glacier에 백업하면 미디어 서버가 전반적인 백업 및 복구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Storage Gateway를 사용하여 지리적으로 분산된 데이터 센터 및 사무실의 데이터에 대한 중앙 집중식 
클라우드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일 게이트웨이를 통해 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온디맨
드 액세스 지연 시간이 짧습니다.AWS전 세계에 걸쳐 있는 응용 프로그램 워크플로우에 적합합니다. 캐시 새
로 고침과 같은 기능을 사용하여 지리적으로 분산된 위치에서 데이터를 새로 고칠 수 있으므로 사무실 간에 
콘텐츠를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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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재해 복구AWS
백업 및 복원 접근 방식과 지원 서비스 및 기술을 사용하여 재해 복구 (DR)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많
은 기업이AWS 클라우드를 백업 및 복원 및 DR 사이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AWSDR 및 비즈니스 연속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제
• 온프레미스 DR 대상AWS (p. 33)
• 클라우드 네이티브 워크로드를 위한 DR (p. 35)

온프레미스 DR 대상AWS
온프레미스 워크로드를 위한 오프사이트 재해 복구 (DR)AWS 환경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시나리오입니다. 사용할 기술을 선택하기 전에 필요한 복구 시간 및 복구 시점 목표를 비롯한 DR 목표를 정
의하십시오. 이 정의를 돕기 위해 DR 계획 체크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DR 환경을 신속하게 설정하고 프로비저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옵션을 사용할 수AWS 있습니다. 모
든 워크로드 종속성을 고려하고 DR 계획 및 솔루션을 철저하고 정기적으로 테스트하여 무결성을 확인하십
시오.

AWS에서 루트 볼륨 및 운영 체제를 비롯한 온프레미스 서버의 전체 복제본을 만들 수AWS 있습니다. AWS 
Elastic Disaster Recovery Elastic Disaster Recovery는 대상 AWS 계정에서 선호하는 저렴한 스테이징 영
역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AWS 리전 복제합니다. 블록 레벨 복제는 운영 체제, 시스템 상태 구성, 데이터베
이스, 애플리케이션 및 파일을 포함하는 서버 스토리지의 정확한 복제본입니다. 재해가 발생한 경우 Elastic 
Disaster Recovery에 명령하여 몇 분 안에 수천 대의 시스템을 완전히 프로비저닝된 상태로 신속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Elastic Disaster Recovery는 각 온프레미스 서버에 설치된 에이전트를 사용합니다. 에이전트는 온프레미스 
서버의 상태를 실행 중인 저전력 Amazon EC2 서버와 동기화합니다AWS. 또한 Elastic Disaster Recovery를 
사용하여 DR 페일오버 및 페일백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페일오버 및 페일백 프로세스를 자동화
하면 더 낮고 일관된 복구 시간 목표 (RTO) 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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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제 서버 상태 보고
2. 스테이징 영역 리소스가 자동으로 생성 및 종료됨
3. 복구 인스턴스는 RTO가 분, RPO가 초 단위인 상태로 실행되었습니다.
4. 연속 블록 레벨 복제 (압축 및 암호화)

DR 프로세스를 테스트하고 라이브 스테이징 환경이 온-프레미스 환경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온프레미스, 스테이징 및 시작된 DR 환경에서 적절한 라이선스가 사용 가능하
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중앙 데이터베이스에서 작업을 폴링하고 가져올 수 있는 작업자 
유형 프로세스가 중복이나 충돌을 방지하도록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복구 서버 인스턴
스가 온라인 상태가 되기 전에 수행해야 하는 모든 필수 단계를 DR 프로세스에 포함시키십시오. 또한 복구 
서버 인스턴스가 온라인 상태이고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된 후에 수행할 단계를 포함하십시오. AWS Elastic 
Disaster Recovery계획 자동화 솔루션 또는 다른 접근 방식과 같은 솔루션을 사용하여 DR 계획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Storage Gateway 볼륨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여 온프레미스 서버에 클라우드 기반 볼륨을 제공할 수 있습니
다. Amazon EBS 스냅샷을 사용하여 Amazon EC2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볼륨을 신속하게 프로비저
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장된 볼륨 게이트웨이는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이 전체 데이터세트에 대한 
짧은 지연 시간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볼륨 게이트웨이는 온프레미스용으로 복원하거나 Amazon EC2
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이 뛰어난 스냅샷 기반 백업을 제공합니다. 워크로드의 RPO (복구 시점 목표) 
를 기반으로 point-in-time 스냅샷을 스케줄링할 수 있습니다.

Important

볼륨 게이트웨이 볼륨은 부트 볼륨이 아닌 데이터 볼륨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Amazon EC2 Amazon 머신 이미지 (AMI) 를 온프레미스 서버와 일치하고 데이터 볼륨을 별도로 지정하는 
구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MI를 구성하고 테스트한 후 볼륨 게이트웨이 스냅샷을 기반으로 데이터 볼
륨과 함께 AMI에서 EC2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환경을 철저하게 테스트하여 
EC2 인스턴스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특히 Windows 워크로드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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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네이티브 워크로드를 위한 DR
클라우드 네이티브 워크로드가 DR 목표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AWS전 세계 리전에서 여러 가
용 영역을 제공합니다. AWS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많은 기업은 가용 영역의 손실을 견딜 수 있도록 워크로드 
아키텍처와 DR 목표를 조정합니다. AWSWell-Architected 프레임워크의 안정성 원칙은 이러한 모범 사례를 
뒷받침합니다. 여러 가용 영역을 사용하도록 워크로드와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 종속성을 설계할 수 있습니
다. 그런 다음 최소한의 개입으로 DR을 자동화하고 DR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해 이중적이고 능동적이며 자동화된 아키텍처를 구축하지 못할 수도 있
습니다. 아키텍처의 모든 계층을 검사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DR 프로세스를 결정하십시오. 이는 아
키텍처 및 서비스 요구 사항이 다르므로 워크로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Amazon EC2 고
려 사항 및 옵션을 설명합니다. 다른AWS 서비스의 경우 AWS설명서를 참조하여 고가용성 및 DR 옵션을 결
정할 수 있습니다.

단일 가용 영역에 Amazon EC2 DR 적용
여러 가용 영역의 클라이언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워크로드를 설계해 보십시오. 
Amazon EC2 Auto Scaling 및 Elastic Elastic Load Balancing Balancing을 사용하여 Amazon EC2 및 기타 서
비스를 위한 다중 AZ 서버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아키텍처에 로드 밸런싱이 불가능하고 특정 시점에 하나의 인스턴스만 실행할 수 있는 EC2 인스턴스가 있는 
경우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최소, 최대 및 원하는 크기가 1, 여러 가용 영역에 대해 구성된 Auto Scaling 그룹을 생성합니다. 장애가 발
생할 경우 인스턴스를 교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AMI를 생성합니다. AMI에서 새로 프로비저닝된 인스
턴스가 자동으로 구성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동화 및 구성을 정의해야 합니다. Auto 
Scaling 그룹을 가리키고 여러 가용 영역에 대해 구성된 로드 밸런서를 생성하십시오. 필요에 따라 로드 밸
런서 엔드포인트를 가리키는 Amazon Route 53 별칭을 생성합니다.

• 활성 인스턴스에 대한 Route 53 레코드를 생성하고 클라이언트가 이 레코드를 사용하여 연결하도록 합니
다. 활성 인스턴스의 새 AMI를 생성하고 이 AMI를 사용하여 별도의 가용 영역에서 중지된 상태의 새 EC2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하는 스크립트를 생성하십시오. 정기적으로 실행되고 이전에 중지된 인스턴스를 
종료하도록 스크립트를 구성합니다. 가용 영역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대체 가용 영역에서 백업 인스턴스를 
시작하십시오. 그런 다음 이 새 인스턴스를 가리키도록 Route 53 레코드를 업데이트합니다.

솔루션에서 보호하도록 설계된 장애를 시뮬레이션하여 솔루션을 철저하게 테스트하십시오. 또한 워크로드 
아키텍처 변화에 따라 DR 솔루션에 필요한 업데이트도 고려하세요.

지역적 장애 발생 시 Amazon EC2용 DR
AWS지역별 장애는 드물지만 future 어느 시점에서AWS 지역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다중 지
역 DR 계획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복잡성, 비용 및 노력을 그 이점과 비교하여 신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AWS글로벌 가용성, 장애 조치 및 DR을 위해 다중 지역 아키텍처를 지원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안내서에서는 Amazon EC2 백업 및 복구와 관련된 몇 가지 사용 가능한 기능을 다룹니다.

AWSAMI와 Amazon EBS 스냅샷은 단일 지역 내에서 새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리소스입니다. 하지만 스냅샷과 AMI를 다른 리전에 복사하여 해당 리전에서 새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장애 DR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AMI 및 스냅샷을 다른 지역으로 복사하는 프
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AWS Backup및 Amazon Data Lifecycle Manager Manager는 백업 구성의 
일부로 지역 간 복사를 지원합니다.

AWS Elastic Disaster Recovery한 지역의 Amazon EC2 서버를 자동화하고 대체 DR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복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lastic Disaster Recovery는 다중 지역 DR 접근 방식을 단순화하고 드릴을 
사용하여 지역 간 Amazon EC2 DR 계획을 정기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탄력적 재해 복구는 
백업 및 복구가 RTO 및 RPO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탄력적 재해 복구를 사용하면 
RTO를 분 단위로 낮추고 RPO를 1초 이하 범위로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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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장애 발생 시 DR

어떤 솔루션을 사용하든 정전 발생 시 사용할 프로비저닝, 페일오버 및 페일백 프로세스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태 확인 및 도메인 이름 시스템 페일오버와 함께 Route 53을 사용하여 솔루션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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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정리
비용을 줄이려면 복구 또는 보존 목적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백업을 정리하십시오. Amazon Data 
Lifecycle Manager 사용하여AWS Backup 백업의 일부에 대한 보존 정책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러한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별도로 수행되는 백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리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태깅 전략은 정리 전략의 전제 조건입니다. 태깅을 사용하여 정리해야 할 리소스를 식별하고 소유자에게 적
절하게 알리고 정리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세요. 에서 생성한AWS 백업에는 생성 날짜가 조정되지만 백업을 
워크로드, 보존 요구 사항 및 복원 지점 식별과 연관시키려면 태깅이 중요합니다.

자동화를 사용하여 스냅샷에 대한 정리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정에서 스냅샷을 검색
하고 해당 볼륨이 연결된 상태인지 또는 사용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한 시간 임계값에 따
라 결과를 추가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볼륨에 연결된 태그를 사용하여 스냅샷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이메
일을 보내 스냅샷 삭제 일정이 잡혔음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이 자동화된 문제 해결은AWS Config 규칙, 를 
사용하는 스크립트 또는AWS SDK를 사용하는 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AWS CLI

Systems Manager Amazon EBS 스냅샷 정리를 시작하고 자동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AWS-
DeleteEBSVolumeSnapshots 및 AWS-DeleteSnapshot 문서를 제공합니다. AWS CLI및AWS SDK를 사용하
여 Amazon RDS 스냅샷과 같은 다른AWS 리소스의 정리를 자동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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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백업 일정을 선택해야 합니까?

Backup 및 복구 시점 복구 시점 복구 
시점
어떤 백업 일정을 선택해야 합니까?

복구 시점 목표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워크로드의 부
하가 가장 적고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백업 시간을 정의하십시오. 워크로드를 크게 변경하
려는 경우 언제든지 point-in-time 스냅샷을 생성하십시오.

개발 계정에서 백업을 만들어야 하나요?
워크로드에 대한 개발 계정에서 잠재적인 주요 변경 사항을 테스트하고 주요 변경을 수행하기 전에 백업을 
생성하세요. 개발 및 테스트 활동에서 얻은 point-in-time 복구 (PITR) 백업이 개발 및 비프로덕션 계정에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냅샷을 생성하는 동안 아무런 영향 없이 애플리케
이션을 업그레이드하고 EBS 볼륨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까?

스냅샷은 비동기적으로 생성됩니다. 스냅샷은 즉시 생성되지만 point-in-time 스냅샷은 즉시 생성되지만 스냅
샷은 즉시 생성되지만 스냅샷은 즉시 생성되지만 스냅샷은 즉시 생성되지만 스냅샷 상태는 Amazon S3입니
다. 대규모 초기 스냅샷 또는 많은 블록이 변경된 후속 스냅샷의 경우 전송에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동하는 동안 진행 중인 스냅샷은 볼륨에 대한 지속적인 읽기 및 쓰기의 지속적인 읽기 및 쓰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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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먼저 프로덕션 환경이 아닌 환경에서 백업 및 복구 방식을 평가, 구축 및 테스트합니다. 복구 프로세스를 철
저히 테스트하고 복원된 워크로드가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키텍처의 모든 구성 요소 외에 아키텍처의 단일 구성 요소에 대한 복원 프로세스를 테스트합니다. 각 복구 
시간의 유효성을 검사합니다. 또한 백업 및 복원 프로세스가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종속성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합니다. 서비스 중단이 업스트림 종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다운스트림이 백업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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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리소스
AWS 리소스

• AWS규범적 지침
• AWS 설명서
• AWS 일반 레퍼런스
• AWS 용어집

AWS 서비스

• AWS Backup
• 아마존 CloudWatch
• 아마존 CloudWatch 이벤트
• AWS Config
• Amazon DynamoDB
• Amazon EBS
• Amazon EC2
• IAM
• Amazon RDS
• Amazon S3
• Amazon S3 Glacier
• Storage Gateway
• AWS Systems Manager

기타 리소스

• Backup 및 복구AWS Backup (솔루션)
• 워크로드의 재해 복구AWS: 클라우드에서의 복구 (백서)
• 재해 복구 시리즈 (AWS 아키텍처 블로그 게시물)
• DR 계획 체크리스트
• 를 사용한 Backup 및 복구 접근 방식AWS (기술 paper — 보관됨)
• AWS Backup 시작하기
• AWSMarketplace — Backup 및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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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록
다음 표에는 이 가이드의 중요한 변경 사항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future 업데이트에 대한 알림을 받으려면
RSS 피드를 구독하면 됩니다.

변경 사항 설명 날짜

업데이트된 정보 (p. 41) 온프레미스 DR 대상AWS 섹션의 
정보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2023년 4월 13일

섹션 추가 (p. 41) 스냅샷에서 인스턴스를 만들거나 
복원하기 위한 지침과 단계가 추
가되었습니다.

2023년 3월 7일

엘라스틱 재해 복구에 대한 정보 
추가 및 설명 추가 (p. 41)

데이터 보호를 위한 재해 복구
AWS 및AWS 서비스 선택 섹션에
서 에 대한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AWS Elastic Disaster Recovery. 
스냅샷과 AMI를 사용한 Amazon 
EC2 백업 및 복구, 스냅샷 또는 
AMI를 생성하기 전에 EBS 볼륨
을 준비하기, Amazon EBS 스냅
샷 또는 AMI에서 복원하기 섹션에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Backup 
및 복구 FAQ에 추가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9일

링크 추가 (p. 41) Amazon 데이터 라이프사이클 
관리자 섹션에 Amazon Data 
Lifecycle Manager 설명서에 대한 
링크를 추가했습니다.

2022년 10월 31일

업데이트된 정보 (p. 41) 볼륨 복원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
트했습니다.

2022년 8월 30일

정보 업데이트 및 새 섹션 추
가 (p. 41)

데이터 보호를 위한AWS 서비스 
선택 섹션에서 서비스를 추가했습
니다. AWS Backup 백업을 사용
한 Backup 및 복구 섹션을 추가했
습니다. Amazon S3 및 Amazon 
S3 Glacier를 사용한 Backup 및 
복구 섹션에서 새로운 Amazon S3 
Glacier 스토리지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EBS 볼륨
이 포함된 Amazon EC2 Backup 
및 복구 섹션에 설명서 및 추가 정
보에 대한 링크가 추가되었습니
다. 클라우드 네이티브AWS 서비
스의 Backup 및 복구 섹션에서 사
용할 권장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AWS Backup. 추가 리소스 섹션에
서 리소스를 추가했습니다.

2022년 1월 28일

업데이트된 정보 (p. 41) S3 Glacier 플렉시블 검색 섹션에 
스토리지 클래스 설정에 대한 정
보가 추가되었습니다. 스냅샷 및

2021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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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를 사용한 Amazon EC2 백업 
및 복구 섹션에 스냅샷 검색에 대
한 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업데이트된 정보 (p. 41) 이 AWS Backup섹션에는AWS 
Backup 지원하는AWS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2021년 6월 1일

최초 간행물 (p. 41) — 2020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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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번역으로 제공되는 번역입니다. 제공된 번역과 원본 영어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영어 버전이 우
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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