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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보안 참조 아키텍처 (AWSSRA)
Amazon Web Services (AWS)

2022년 12월 (문서 기록 (p. 64))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AWS 보안 참조 아키텍처 (AWSSRA) 의 future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mazon Web Services (AWS) 보안 참조 아키텍처 (AWS SRA) 는 다중 계정 환경에서 전체 AWS 보안 서비
스를 배포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침 세트입니다. AWS 권장 사례에 맞도록 AWS 보안 서비스를 설계, 구현 및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장 사항은 AWS 보안 서비스가 포함된 단일 페이지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즉, 보안 서비스가 보안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AWS 계정에서 서비스
를 가장 잘 배포 및 관리할 수 있는 위치, 다른 보안 서비스와 상호 작용하는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이 전체 
아키텍처 지침은 AWS 보안 설명서 웹 사이트에 있는 것과 같은 상세한 서비스별 권장 사항을 보완합니다.

아키텍처 및 관련 권장 사항은 AWS 기업 고객과의 공동 경험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문서는 참조 자료로
서 AWS 서비스를 사용하여 특정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지침이며, AWS SRA 코드 리포지토리
의 (p. 59) 솔루션 패턴은 이 참조에 설명된 특정 아키텍처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고객마다 요구 사항이 
다릅니다. 따라서 AWS 환경의 설계가 여기에 제공된 예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환경 및 보안 요구 사항에 
맞게 이러한 권장 사항을 수정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문서 전체에서 적절한 경우 자주 볼 수 있는 대안 시나
리오에 대한 옵션을 제안합니다. 

AWS SRA는 새로운 서비스 및 기능 출시, 고객 피드백, 끊임없이 변화하는 위협 환경에 따라 정기적으로 업
데이트되는 살아있는 지침입니다. 각 업데이트에는 개정 날짜 및 관련 변경 로그가 (p. 64) 포함됩니다. 

우리는 한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기반으로 하지만 아키텍처는 단일 블록 다이어그램보다 심층적이며 기본 및 
보안 원칙에 대한 체계적인 토대를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서술과 참조의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제는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 보안 지침) 끝까지 (구현할 
수 있는 코드 샘플에 대한 토론) 읽을 수 있습니다. 또는 문서를 탐색하여 요구 사항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보
안 원칙, 서비스, 계정 유형, 지침 및 예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다음과 같은 6개 섹션과 부록으로 나뉩니다.

• AWS SRA의 가치에서는 AWS SRA를 (p. 3) 구축하게 된 동기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사용하여 보안
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주요 요점을 나열합니다.

• 보안 재단은 AWS 클라우드 채택 프레임워크 (AWS CAF), AWS Well-Architected Framework 및 AWS 공
동 책임 모델을 검토하고 (p. 6) 특히 AWS SRA와 관련된 요소를 강조합니다.

• AWS Organizations, 계정 및 IAM 가드레일에서는 (p. 8) AWS Organizations 서비스를 소개하고, 기본 
보안 기능 및 가드레일에 대해 설명하고, AWS에서 권장하는 다중 계정 전략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 AWS 보안 참조 아키텍처는 (p. 20) 기능적인 AWS 계정과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보안 서비스 및 기
능을 보여주는 단일 페이지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입니다.

• IAM 리소스는 (p. 56) 보안 아키텍처에 중요한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지침을 위
한 요약 및 지침을 제공합니다.

• AWS SRA 예제의 코드 리포지토리는 AWS SRA에서 논의된 일부 패턴을 배포하기 위한 예제 (p. 59)
AWS CloudFormation 템플릿 및 코드가 포함된 관련 GitHub리포지토리의 개요를 제공합니다.

부록에는 (p. 62) 개별 AWS 보안, 자격 증명 및 규정 준수 서비스 목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서비스에 대
한 추가 정보로 연결되는 링크가 제공됩니다. 문서 기록 (p. 64) 섹션은 이 문서의 버전을 추적하기 위한 
변경 로그를 제공합니다. RSS 피드를 구독하여 변경 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https://amazonmr.au1.qualtrics.com/jfe/form/SV_ctNSJq5QX1JMPiu
https://docs.aws.amazon.com/security/
https://github.com/aws-samples/aws-security-reference-architecture-examples
https://docs.aws.amazon.com/prescriptive-guidance/latest/security-reference-architecture/security-reference-architecture.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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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라 이 가이드의 참조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을 사용자 지정하려면 다음.zip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해당 내용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그램 소스 파일 다운로드 (Microsoft PowerPoint 형식)

2

samples/aws-security-reference-architecture-diagrams.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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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SRA를 사용하는 방법

AWS SRA의 가치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AWS 보안 참조 아키텍처 (AWSSRA) 의 future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WS는 대규모의 (그리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보안 및 보안 관련 서비스 세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서비스 설명서, 블로그 게시물, 자습서, 서밋 및 컨퍼런스를 통해 제공되는 자세한 정보에 감사를 표했습니
다. 또한 전체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AWS 보안 서비스에 대한 전략적 관점을 얻고 싶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고객과 협력했을 때 세 가지 우선 순위가 떠올랐습니다.

1. 고객은 AWS 보안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배포, 구성 및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권장 패턴을 
원합니다. 서비스를 배포하고 관리해야 하는 고객 및 보안 목표는 무엇입니까?  모든 또는 대부분의 서비
스가 작동해야 하는 하나의 보안 계정이 있습니까?  위치 (조직 단위 또는 AWS 계정) 선택은 보안 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고객이 알고 있어야 하는 장단점 (설계 고려 사항) 은 무엇입니까?

2. 고객은 다양한 AWS 보안 서비스를 논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을 보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 관점은 각 서비스의 주요 기능 (예: ID 서비스 또는 로깅 서비스) 외에도 고객이 보안 아키텍처
를 계획, 설계 및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가이드의 후반부에서 공유하는 예에서는 AWS 환경의 권
장 구조에 맞게 조정된 보호 계층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그룹화합니다.

3. 고객은 보안 서비스를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통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를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화된 감사 및 모니터링 파이프라인의 까다로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AWS Config를 다른 서비스와 
가장 잘 연계하고 연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고객은 각 AWS 보안 서비스가 다른 보안 서비스에 의존
하거나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지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AWS SRA에서 이들 각각에 대해 다룹니다. 목록의 최우선 과제 (진행 위치) 는 주요 아키텍처 다이어
그램과 이 문서에 수록된 내용의 초점입니다. 권장 AWS Organizations 아키텍처와 어떤 서비스가 어디에 사
용되는지에 account-by-account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목록의 두 번째 우선 순위 (전체 보안 서비스 세트
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 로 시작하려면 AWS 조직 전체에 보안 서비스 적용 (p. 13) 섹션을 읽어보십시오. 
이 섹션에서는 AWS 조직의 요소 구조에 따라 보안 서비스를 그룹화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또한 이와 동
일한 아이디어가 애플리케이션 계정에 (p. 48) 대한 논의에도 반영되어 있으며,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Amazon EC2) 인스턴스, Amazon Virtual Private Cloud (Amazon VPC) 네트워크 및더 넓은 계정 마
지막으로, 세 번째 우선순위 (서비스 통합) 는 지침 전체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설명서의 계정 심층 
분석 섹션과 AWS SRA 코드 리포지토리의 코드에 있는 개별 서비스에 대한 논의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AWS SRA를 사용하는 방법
클라우드 도입 여정의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AWS SRA를 사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다음은 AWS 
SRA 자산 (아키텍처 다이어그램, 서면 지침 및 코드 샘플) 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목록입니다.

• 자체 보안 아키텍처의 대상 상태를 정의합니다.

처음 계정을 설정하여 AWS 클라우드 여정을 막 시작했든 기존 AWS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든 관계없이 
AWS SRA는 보안 아키텍처 구축을 시작할 수 있는 곳입니다. 계정 구조 및 보안 서비스의 포괄적인 토대로 
시작한 다음 특정 기술 스택, 기술, 보안 목표 및 규정 준수 요구 사항에 따라 조정하십시오. 더 많은 워크로드
를 구축하고 출시할 예정이라면 AWS SRA의 사용자 지정 버전을 조직의 보안 참조 아키텍처의 기반으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 이미 구현한 설계 및 기능을 검토 (및 수정) 하십시오.

이미 보안 설계 및 구현을 완료했다면 시간을 내어 AWS SRA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AWS SRA는 포
괄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자체 보안을 검토하기 위한 진단 기준을 제공합니다. 보안 설계가 AWS SRA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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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AWS 서비스를 사용할 때 모범 사례를 따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안 설계가 AWS SRA
의 지침과 다르거나 심지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대신 
이러한 관찰을 통해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AWS SRA 모범 사례에서 벗어나는 데에는 
합법적인 비즈니스 및 기술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특정 규정 준수, 규정 또는 조직 보안 요구 사항에 따라 특
정 서비스 구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는 AWS 서비스를 사용하는 대신 AWS Partner Network의 제품이
나 직접 구축하고 관리하는 사용자 지정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기능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 검토 과정에서 
이전 결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이전 기술, AWS 기능 또는 비즈니스 제약 조건을 기반으로 내려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엔지니어링 백로그의 적절한 위치에 추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AWS SRA에 비추어 보안 아키텍처를 평가하면서 발견한 내용이 무엇이든, 해당 
분석을 문서화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의사 결정과 그 정당성에 대한 과거 기록을 보유
하면 future 결정에 정보를 제공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체 보안 아키텍처 구현을 부트스트랩하십시오.

AWS SRA 코드형 인프라 (IaC) 모듈은 보안 아키텍처 구축 및 구현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모듈은 코드 리포지토리 섹션과 공개 GitHub 리포지토리에 (p. 59) 더 자세
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엔지니어는 AWS SRA 지침의 고품질 패턴 예제를 기반으로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암호 정책, Amazon S3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블록 계정 공개 액세스, Amazon EC2와 같은 권장 보안 제어 기능도 통합할 수 있습니다.기
본 Elastic Block Store (Amazon EBS) 암호화 및 AWS Control Tower 타워와의 통합을 통해 새 AWS 계정이 
등록되거나 사용 중지될 때 컨트롤이 적용되거나 제거됩니다.

• AWS 보안 서비스 및 기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AWS SRA의 지침 및 논의에는 개별 AWS 보안 및 보안 관련 서비스에 대한 배포 및 관리 고려 사항뿐만 아
니라 중요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WS SRA의 한 가지 특징은 다양한 AWS 보안 서비스와 다중 계
정 환경에서 이러한 서비스가 함께 작동하는 방식을 개괄적으로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소스에서 
찾을 수 있는 각 서비스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보완합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예는 AWS 
Security Hub가 다양한 AWS 서비스, AWS 파트너 제품 및 자체 애플리케이션에서 보안 결과를 수집하는 방
법에 대한 논의입니다 (p. 29).

• 조직의 거버넌스 및 보안 책임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내세요.

보안 아키텍처 또는 전략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는 조직 내 누가 어떤 보안 관련 책임을 
맡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안 조사 결과를 어디서 집계하고 모니터링해야 하는지에 대
한 질문은 해당 활동을 담당하는 팀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담 Security Tooling 계
정에 액세스해야 하는 중앙 팀이 조직 전체의 모든 결과를 모니터링합니까? 아니면 개별 애플리케이션 팀 
(또는 사업부) 이 특정 모니터링 활동을 담당하므로 특정 알림 및 모니터링 도구에 액세스해야 합니까? 또 
다른 예로, 조직에 모든 암호화 키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그룹이 있는 경우, 이 그룹에 따라 AWS KMS (Key 
Management Service) 키를 생성할 권한이 있는 사람과 해당 키를 관리할 계정이 결정됩니다. 조직의 특성 
(다양한 팀 및 책임) 을 이해하면 요구 사항에 가장 잘 맞도록 AWS SRA를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
로 보안 아키텍처에 대한 논의가 기존 조직의 책임을 논의하고 잠재적 변화를 고려하는 데 원동력이 되는 경
우도 있습니다. AWS는 워크로드 팀이 워크로드 기능 및 요구 사항에 따라 보안 제어를 정의할 책임이 있는 
분산형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권장합니다. 중앙 집중식 보안 및 거버넌스 팀의 목표는 워크로드 소유자가 정
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모든 당사자가 구성, 결과 및 이벤트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
다. AWS SRA는 이러한 논의를 파악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AWS SRA의 주요 구현 가이드라인
다음은 보안을 설계하고 구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AWS SRA의 8가지 주요 내용입니다.   

• AWS Organizations Organizations와 적절한 다중 계정 전략은 보안 아키텍처의 필수 요소입니다. 워크로
드, 팀 및 기능을 적절히 분리하면 업무와 defense-in-depth 전략을 분리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
니다. 이 가이드는 이후 섹션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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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ense-in-depth D는 조직의 보안 제어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설계 사항입니다. 이를 통해 AWS 
Organizations 구조의 여러 계층에 적절한 보안 제어를 삽입하여 문제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 
계층에 문제가 있는 경우 다른 중요한 IT 리소스를 격리하는 제어 기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AWS SRA는 
AWS 기술 스택의 여러 계층에서 다양한 AWS 서비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를 조합
하여 사용하면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defense-in-depth. AWS에서의 이 defense-in-
depth 개념은 애플리케이션 계정 (p. 48) 아래에 표시된 설계 예제와 함께 이후 섹션에서 (p. 13) 자
세히 설명합니다.

• 여러 AWS 서비스 및 기능에서 다양한 보안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강력하고 탄력적인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십시오. 특정 요구 사항에 맞게 AWS SRA를 조정할 때는 AWS 서비스 및 기능의 주요 기능 (예: 인
증, 암호화, 모니터링, 권한 정책) 뿐만 아니라 아키텍처 구조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
내서의 뒷부분에서는 (p. 15) 일부 서비스가 전체 AWS 조직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
다. 다른 서비스는 단일 계정 내에서 가장 잘 작동하며, 일부는 개별 주체에게 권한을 부여하거나 거부하도
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모두 고려하면 보다 유연하고 계층화된 보안 접근 방식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가능한 경우 (이후 섹션에서 자세히 설명), 모든 계정에 배포할 수 있는 AWS 서비스 (중앙 집중식 대신 분
산) 를 사용하고, 워크로드가 오용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보안 이벤트의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일관
된 공유 가드레일 세트를 구축하십시오. AWS SRA는 AWS Security Hub (중앙 집중식 검색, 모니터링 및 
규정 준수 검사), Amazon GuardDuty (위협 탐지 및 이상 탐지), AWS Config (리소스 모니터링 및 변경 탐
지), IAM 액세스 분석기 (리소스 액세스 모니터링), AWS CloudTrail (서비스 API 활동 기록) 를 사용합니다.
환경) 및 Amazon Macie (데이터 분류) 는 모든 AWS 계정에 배포되는 기본 AWS 서비스 세트입니다.

• 가이드의 위임된 관리 섹션 후반부에 설명된 대로 지원되는 AWS Organizations Organizations의 위임된 
관리 (p. 29) 기능을 활용하십시오. 이를 통해 AWS 회원 계정을 지원되는 서비스의 관리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위임된 관리를 사용하면 기업 내 여러 팀이 각자의 책임에 따라 별도의 계정을 사용하여 환
경 전체에서 AWS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위임된 관리자를 사용하면 AWS 
Organizations 관리 계정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고 권한 오버헤드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AWS 조직 전체에 중앙 집중식 모니터링, 관리 및 거버넌스를 구현하십시오. 위임된 관리 기능과 함께 다
중 계정 (때로는 다중 지역) 집계를 지원하는 AWS 서비스를 사용하면 중앙 보안, 네트워크 및 클라우드 엔
지니어링 팀이 적절한 보안 구성 및 데이터 수집에 대한 광범위한 가시성과 제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데이터를 워크로드 팀에 다시 제공하여 SDLC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사이클) 초기에 효과적인 보안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 AWS Control Tower를 사용하여 보안 참조 아키텍처 빌드를 부트스트랩하는 사전 구축된 보안 제어를 구
현하여 다중 계정 AWS 환경을 설정하고 관리하십시오. AWS Control Tower는 자격 증명 관리, 계정에 대
한 통합 액세스, 중앙 집중식 로깅 및 추가 계정 프로비저닝을 위한 정의된 워크플로를 제공하는 청사진을 
제공합니다. 그런 다음 CfCT (Control Tower 사용자 지정) 솔루션을 사용하여 AWS SRA 코드 리포지토리
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추가 보안 제어, 서비스 구성 및 거버넌스를 통해 AWS Control Tower에서 관리하는 
계정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계정 팩토리 기능은 승인된 계정 구성을 기반으로 구성 가능한 템플릿
으로 새 계정을 자동으로 프로비저닝하여 AWS Organizations 내의 계정을 표준화합니다. 또한 이미 AWS 
Control Tower에서 관리하는 조직 단위 (OU) 에 계정을 등록하여 기존 개별 AWS 계정으로 거버넌스를 확
장할 수 있습니다.

• AWS SRA 코드 예제는 코드형 인프라 (IaC) 를 사용하여 AWS SRA 가이드 내에서 패턴 구현을 자동화하
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패턴을 코드화하면 배포가 완료되기 전에 테스트를 자동화할 수 있는 조직 내 다른 
응용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IaC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IaC는 여러 환경 (예: SDLC 또는 지역별) 에 가
드레일을 배치하여 일관성과 반복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RA 코드 예제는 AWS Control Tower 
(CFCT) 에 대한 사용자 지정 기능이 포함된 AWS Control Tower 타워를 사용하여 IaC를 AWS 환경에 빠르
게 통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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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기능

보안 기본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AWS 보안 참조 아키텍처 (AWSSRA) 의 future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WS 보안 참조 아키텍처는 AWS 클라우드 도입 프레임워크 (AWS CAF), AWS Well-Architected, AWS 공동 
책임 모델이라는 세 가지 AWS 보안 기반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AWS Professional Services 기업이 성공적인 클라우드 채택을 위한 가속화된 경로를 설계하고 따르도록 지
원하기 위해 AWS CAF를 만들었습니다.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지침과 모범 사례는 기업 전체와 IT 라이
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WS CAF
는 지침을 관점이라고 하는 6가지 중점 영역으로 분류합니다. 각 관점은 기능적으로 관련된 이해 관계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고유한 책임을 다룹니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사람 및 거버넌스 관점은 비즈니스 역
량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플랫폼, 보안 및 운영 관점은 기술 역량에 중점을 둡니다.

• AWS CAF의 보안 관점은 비즈니스 전반에서 제어 항목 선택 및 구현을 구조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
안 원칙의 현재 AWS 권장 사항을 따르면 비즈니스 및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
다. 

AWS Well-Architected는 클라우드 아키텍트가 애플리케이션 및 워크로드를 위한 안전하고 성능이 뛰어나며 
복원력이 뛰어나고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프레임워크는 운영 우수성, 보안, 안정
성, 성능 효율성, 비용 최적화 및 지속 가능성이라는 6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하며, AWS 고객과 파트너가 아
키텍처를 평가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장할 수 있는 설계를 구현할 수 있는 일관된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
다. 워크로드를 잘 설계하면 비즈니스 성공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 Well-Architected 보안 원칙은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여 보안 태세를 개선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 시
스템 및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AWS 권장 사항을 따르면 비즈니스 및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 서버리스, AI/ML 및 게임과 같은 특정 도메인에 대한 추가 컨
텍스트를 제공하는 Well-Architected Framework 집중 영역이 추가로 있습니다. 이러한 렌즈를 AWS Well-
Architected 렌즈라고 합니다. 

보안 및 규정 준수는 AWS와 고객 간의 공동 책임입니다. 이 공유 모델은 AWS가 호스트 운영 체제 및 가상
화 계층부터 서비스가 운영되는 시설의 물리적 보안에 이르기까지 구성 요소를 운영, 관리 및 제어하므로 운
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스트 운영 체제 (업데이트 및 보안 패치 포함), 애
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서버 측 데이터 암호화, 네트워크 트래픽 라우팅 테이블 및 AWS에서 제공하는 보
안 그룹 방화벽의 구성을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및 Amazon 
DynamoDB와 같은 추상화된 서비스의 경우 AWS에서 인프라 계층, 운영 체제 및 플랫폼을 운영하고 사용자
는 엔드포인트에 액세스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합니다. 귀하는 데이터 (암호화 옵션 포함) 를 관리하고, 
자산을 분류하고,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도구를 사용하여 적절한 권한을 적용할 책임
이 있습니다. 이 공유 모델은 대개 AWS가 클라우드의 보안 (즉, AWS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실행하는 인프라를 보호) 을 담당하고 클라우드의 보안 (AWS 클라우드에서 결정) 은 사용자가 책임진다는 
말로 설명됩니다.선택한 서비스). 

이러한 기본 문서에서 제공하는 지침에는 특히 AWS SRA의 설계 및 이해와 관련된 두 가지 개념, 즉 보안 기
능과 보안 설계 원칙이 있습니다.

보안 기능
AWS CAF의 보안 관점에서는 데이터 및 클라우드 워크로드의 기밀성, 무결성 및 가용성을 달성하는 데 도움
이 되는 9가지 기능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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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규범적 지침 AWS보안 참조 아키텍처
보안 설계 원칙

• 조직의 AWS 환경 전반에서 보안 역할, 책임, 정책, 프로세스 및 절차를 개발하고 전달하기 위한 보안 거버
넌스.

• 보안 보증을 통해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프로그램의 효과를 모니터링, 평가, 관리 및 개선합니다.
• ID 및 액세스 관리를 통해 ID 및 권한을 대규모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위협 탐지를 통해 잠재적인 보안 구성 오류, 위협 또는 예상치 못한 동작을 이해하고 식별합니다.
• 보안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식별, 분류, 해결 및 완화하기 위한 취약성 관리.
• 인프라 보호는 워크로드 내의 시스템 및 서비스가 보호되고 있는지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데이터 보호를 통해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과 제어를 유지하고 조직에서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사용하는 방

법을 유지합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중에 보안 취약성을 탐지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애플리케이션 보안.
• 사고 대응을 통해 보안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잠재적 위험을 줄입니다.

보안 설계 원칙
Well-Architected Framework의 보안 기반은 특정 보안 영역을 워크로드 보안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
용적인 지침으로 전환하는 7가지 설계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보안 기능이 전체 보안 전략을 구성하는 경우 
이러한 Well-Architected 원칙은 사용자가 시작할 수 있는 작업을 설명합니다. 이는 본 AWS SRA에 매우 신
중하게 반영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강력한 자격 증명 기반 구현 — 최소 권한 원칙을 구현하고 AWS 리소스와의 각 상호 작용에 대해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여 업무 분리를 시행합니다. ID 관리를 중앙 집중화하고 장기적인 정적 자격 증명에 대한 의
존도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추적성 지원 — 환경에 대한 조치 및 변경 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경고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로그 및 지표 수집을 시스템과 통합하여 자동으로 조사하고 조치를 취합니다.

• 모든 계층에 보안 적용 — 여러 보안 제어를 사용하여 defense-in-depth 접근 방식을 적용합니다. 네트워크 
에지, 가상 사설 클라우드 (VPC), 로드 밸런싱, 인스턴스 및 컴퓨팅 서비스, 운영 체제, 애플리케이션 구성, 
코드를 비롯한 여러 유형의 제어 (예: 예방 및 탐지 제어) 를 모든 계층에 적용합니다.

• 보안 모범 사례 자동화 — 자동화된 소프트웨어 기반 보안 메커니즘을 통해 보다 빠르고 비용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보안 아키텍처를 만들고 버전 제어 템플릿에서 코드로 정의 및 관리되는 제
어를 구현하세요.

• 전송 중인 데이터 및 저장된 데이터 보호 — 데이터를 민감도 수준으로 분류하고 적절한 경우 암호화, 토큰
화, 액세스 제어와 같은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 사람들이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 — 메커니즘과 도구를 사용하여 데이터에 직접 액세스하거나 
수동으로 처리해야 하는 필요성을 줄이거나 없앱니다. 따라서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잘못된 취급이나 
수정 및 인적 오류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 보안 이벤트 대비 — 조직 요구 사항에 맞는 사고 관리 및 조사 정책과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인시던트에 대
비하세요. 사고 대응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고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여 탐지, 조사 및 복구 속도를 높이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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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규범적 지침 AWS보안 참조 아키텍처
보안을 위한 AWS Organizations 사용

SRA 빌딩 블록 — AWS 
Organizations, 계정 및 가드레일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AWS 보안 참조 아키텍처 (AWSSRA) 의 future 영향을 미치세요.

AWS 보안 서비스, 해당 제어 및 상호 작용은 AWS 다중 계정 전략과 자격 증명 및 액세스 관리 가드레일을 
기반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가드레일은 최소 권한, 업무 분리 및 개인 정보 보호를 구현
할 수 있는 기능을 설정하고, 필요한 제어 유형, 각 보안 서비스가 관리되는 위치, AWS SRA에서 데이터 및 
권한을 공유하는 방법에 대한 결정을 지원합니다. 

AWS 계정은 AWS 리소스에 대한 보안, 액세스 및 결제 한도를 제공하고 리소스 독립성과 격리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 계정을 사용한 AWS 환경 구성 백서의 여러 AWS 계정 사용의 이점 섹션에서 설명한 것
처럼 여러 AWS 계정을 사용하는 것은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기
업의 보고 구조를 미러링하는 대신 기능, 규정 준수 요구 사항 또는 공통 제어 집합에 따라 OU (Organization 
Unit) 내의 개별 계정 및 그룹 계정으로 워크로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보안 및 인프라를 염두에 두어 기업
이 워크로드가 증가함에 따라 공통 가드레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 접근 방식은 워크로드 간에 강력
한 경계와 제어를 제공합니다. 계정 수준 분리는 AWS Organizations Organizations와 결합하여 프로덕션 환
경을 개발 및 테스트 환경과 분리하거나 결제 카드 산업 데이터 보안 표준 (PCI DSS) 또는 Health 보험 이전 
및 책임법 (HIPAA) 과 같은 다양한 분류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워크로드 간에 강력한 논리적 경계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단일 계정으로 AWS 여정을 시작할 수도 있지만 워크로드의 규모와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AWS에서는 여러 계정을 설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권한을 통해 AWS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권한은 보안 주체 (사용자, 그룹 및 역할) 로 
알려진 IAM 엔터티에 부여됩니다. 기본적으로 주도자는 권한 없이 시작합니다. IAM 엔티티는 권한을 부여하
기 전까지는 AWS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며, 전체 AWS 조직만큼 광범위하게 적용되거나 주체, 작업, 리소
스 및 조건의 개별 조합만큼 세분화된 가드레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안을 위한 AWS Organizations 사용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AWS 보안 참조 아키텍처 (AWSSRA) 의 future 영향을 미치세요.

AWS Organizations Or는 AWS 리소스 확장 및 확장 시 중앙에서 환경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
다. AWS Organizations를 사용하면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새 AWS 계정을 생성하고, 리소스를 할당하고, 계
정을 그룹화하여 워크로드를 구성하고, 거버넌스를 위해 계정 또는 계정 그룹에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AWS 조직은 AWS 계정을 통합하여 단일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리 계정 하나와 0개 이상의 멤
버 계정을 갖습니다. 대부분의 워크로드는 멤버 계정에 있습니다. 단, 관리 계정이나 특정 AWS 서비스의 위
임된 관리자로 할당된 계정에 있어야 하는 일부 중앙 관리 프로세스는 예외입니다. 중앙 위치에서 보안 팀이 
AWS 조직을 대신하여 보안 요구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와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WS 조직 내
에서 중요한 리소스를 공유하여 리소스 중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정을 AWS 조직 단위 (OU) 로 그룹화할 
수 있으며, 이는 워크로드의 요구 사항 및 목적에 따라 다양한 환경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AWS Organizations에서는 서비스 제어 정책 (SCP) 을 사용하여 AWS Organizations, OU 또는 계정 수준에
서 권한 가드레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드레일은 조직 계정 내의 보안 주체에게 적용됩니다. 단, 
관리 계정 (이 계정에서 워크로드를 실행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 은 예외입니다. SCP를 OU에 연결하면 해
당 OU의 하위 OU 및 계정에 상속됩니다. SCP는 어떠한 권한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대신 SCP는 AWS 조직, 
OU 또는 계정에 대한 최대 권한을 지정합니다. 실제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자격 증명 기반 또
는 리소스 기반 정책을 연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SCP가 모든 Amazon S3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하는 경
우, SCP의 영향을 받는 보안 주체는 IAM 정책을 통해 명시적으로 액세스 권한을 부여받았더라도 Ama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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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규범적 지침 AWS보안 참조 아키텍처
관리 계정,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 및 위임된 관리자

S3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IAM 정책이 평가되는 방식, SCP의 역할, 액세스가 최종적으로 허용되거나 거부
되는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설명서의 정책 평가 로직을 참조하십시오. 

AWS Control Tower는 여러 계정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간소화된 방법을 제공합니다. AWS 조직의 계
정 설정을 자동화하고, 프로비저닝을 자동화하고, 가드레일 (예방 및 탐지 제어 포함) 을 적용하고 가시성을 
위한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권한 경계는 권한 경계가 특정 IAM 엔터티 (사용자 또는 역할) 에 연결되어 자
격 증명 기반 정책을 통해 IAM 엔터티에 부여할 수 있는 최대 권한을 설정합니다.

AWS Organizations는 모든 계정에 적용되는 AWS 서비스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AWS
를 사용하여 AWS CloudTrail 조직 전체에서 수행되는 모든 작업의 중앙 로깅을 구성하고 구성원 계정에서 
로깅을 비활성화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AWS Config를 사용하여 정의한 규칙의 데이터를 중
앙에서 집계할 수 있으므로 워크로드의 규정 준수를 감사하고 변경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CloudFormation StackSetsAWS를 사용하여 AWS 조직 내 계정 및 OU 전반의 AWS CloudFormation 스택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으므로 보안 요구 사항에 맞게 새 계정을 자동으로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AWS Organizations의 기본 구성은 SCP를 거부 목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거부 목록 전략을 
사용하면 회원 계정 관리자가 특정 서비스 또는 작업 집합을 거부하는 SCP를 만들어 첨부할 때까지 모든 
서비스와 작업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거부 명령문은 AWS에서 새 서비스를 추가할 때 업데이트하지 않아
도 되므로 허용 목록보다 유지 관리가 덜 필요합니다. 거부 문장은 보통 글자 길이가 짧기 때문에 SCP의 
최대 크기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Effect  요소의 값이 Deny인 문에서는 특정 리소스에 대
한 액세스를 제한하거나 SCP가 효력을 발휘하는 조건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SCP의 Allow 문은 
모든 리소스 ("*") 에 적용되며 조건으로 제한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예제는 AWS Organizations 
Organization 설명서의 SCP 사용 전략을 참조하십시오.

설계 고려 사항

• 또는 SCP를 허용 목록으로 사용하려면 AWS 관리형FullAWSAccess SCP를 허용하려는 서비스 
및 작업만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SCP로 교체해야 합니다. 지정된 계정에 대한 권한을 활성화하려
면 모든 SCP (루트에서 계정으로의 직접 경로에 있는 각 OU를 거쳐 계정 자체에 연결된 SCP 포
함) 가 해당 권한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 모델은 본질적으로 더 제한적이며 규제가 심하고 민감한 
워크로드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AWS 계정에서 OU로 가는 경로에 있는 모
든 IAM 서비스 또는 작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 거부 목록과 허용 목록 전략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허용 목록을 사용하여 AWS 조
직 내에서 사용하도록 승인된 허용된 AWS 서비스 목록을 정의하고 이 SCP를 AWS 조직의 루트
에 첨부하십시오. 개발 환경별로 허용되는 서비스 집합이 다르면 각 OU에 해당 SCP를 연결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거부 목록을 사용하여 특정 IAM 작업을 명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엔터프라이
즈 가드레일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관리 계정,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 및 위임된 관리자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AWS 보안 참조 아키텍처 (AWSSRA) 의 future 영향을 미치세요.

관리 계정 (AWS 조직 관리 계정 또는 조직 관리 계정이라고도 함) 은 고유하며 AWS Organizations 
Organizations의 다른 모든 계정과 구분됩니다. AWS 조직을 생성하는 계정입니다. 이 계정에서 AWS 조직에 
AWS 계정을 생성하고, 다른 기존 계정을 AWS 조직에 초대하고 (두 유형 모두 멤버 계정으로 간주), AWS 조
직에서 계정을 제거하고, AWS 조직 내의 루트, OU 또는 계정에 IAM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 계정은 SCP와 서비스 배포 (예: AWS CloudTrail) 를 통해 AWS 조직의 모든 구성원 계정에 영향을 미치
는 범용 보안 가드레일을 배포합니다. 관리 계정에서 권한을 추가로 제한하려면 가능한 경우 해당 권한을 보
안 계정과 같은 다른 적절한 계정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관리 계정은 지급인 계정을 담당하며 멤버 계정에서 발생한 모든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AWS 조직의 관리 
계정은 전환할 수 없습니다. AWS 계정은 한 번에 하나의 AWS 조직에만 속할 수 있습니다.   

관리 계정의 기능 및 영향력 범위를 고려하여 이 계정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고 권한이 필요한 역할에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기능은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와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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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계정 구조

된 관리자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지정한 AWS 서비스 (신뢰할 수 있는 서비
스라고 함) 가 사용자를 대신해 AWS 조직 및 해당 계정에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는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권한 부여가 포함되지만 IAM 엔터티에 대한 권한에는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를 사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AWS 조직 계정
에서 유지 관리하기를 원하는 설정 및 구성 세부 정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WS SRA의 Org 
Management 계정 (p. 22) 섹션에서는 AWS CloudTrail 서비스에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여 
AWS CloudTrail 조직의 모든 계정에 조직 추적을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일부 AWS 서비스는 AWS Organizations의 위임된 관리자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 기능을 통해 호환되는 서
비스는 AWS 조직의 AWS 멤버 계정을, 해당 서비스에서 AWS 조직 계정의 관리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기업 내 여러 팀이 각자의 책임에 따라 별도의 계정을 사용하여 환경 전반의 AWS 서비스를 관
리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현재 위임된 관리자를 지원하는 AWS SRA의 AWS 보안 서비스에는 
AWS IAM ID 센터 (AWS Single Sign-On의 후속 서비스), AWS Config, AWS Firewall Manager, Amazon, 
AWS IAM 액세스 분석기 GuardDuty, Amazon Macie, AWS Security Hub, Amazon Detective, AWS Audit 
Manager, Amazon Inspector 및 AWS Systems Manager 포함됩니다. AWS SRA에서는 위임된 관리자 기능
의 사용을 모범 사례로 강조하고 있으며, 보안 관련 서비스의 관리를 Security Tooling 계정에 위임합니다.

전용 계정 구조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AWS 보안 참조 아키텍처 (AWSSRA) 의 future 영향을 미치세요.

AWS 계정은 AWS 리소스에 대한 보안, 액세스 및 결제 한도를 제공하고 리소스 독립성과 격리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정 간에는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OU 및 계정 구조를 설계할 때는 먼저 보안 및 인프라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특정 기능을 위한 기
본 OU 세트를 인프라 및 보안 OU로 구분하여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OU 및 계정 권장 사항은 AWS 
Organizations 및 다중 계정 구조 설계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지침의 일부를 담고 있습니다. 전체 
권장 사항은 AWS 설명서의 여러 계정을 사용한 AWS 환경 구성 및 블로그 게시물인 AWS Organizations 구
성 단위 모범 사례를 참조하십시오. 

AWS SRA는 다음 계정을 활용하여 AWS에서 효과적인 보안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전용 계정은 업무 
분리를 보장하고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의 다양한 민감도에 대한 다양한 거버넌스 및 액세스 정책을 지원하
며 보안 이벤트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프로덕션 (프로덕션) 계정과 관련 
워크로드에 초점을 맞춥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사이클 (SDLC) 계정 (개발 및 테스트 계정이라고도 함) 
은 결과물을 스테이징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덕션 계정과는 다른 보안 정책에 따라 운영될 수 있습니다.

 

계정 OU 보안 역할

관리

 

— 모든 AWS 지역 및 계정의 중앙 거
버넌스 및 관리. AWS 조직의 루트
를 호스팅하는 AWS 계정입니다.

보안 도구 보안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보안 
서비스 (예: 아마존 GuardDuty, 
AWS 보안 허브, AWS Audit 
Manager, Amazon Detective, 
Amazon Inspector 및 AWS 
Config) 를 운영하고, AWS 계정을 
모니터링하고, 보안 알림 및 대응
을 자동화하는 전용 AWS 계정.

로그 아카이브 보안 모든 AWS 지역 및 AWS 계정의 
모든 로깅 및 백업을 수집하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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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SRA의 AWS 조직 및 계정 구조

관하는 전용 AWS 계정. 이것은 변
경 불가능한 스토리지로 설계되어
야 합니다.

네트워크 인프라 애플리케이션과 광범위한 인터넷 
사이의 게이트웨이입니다. 네트워
크 계정은 광범위한 네트워킹 서
비스, 구성 및 운영을 개별 애플리
케이션 워크로드, 보안 및 기타 인
프라로부터 격리합니다.

공유 서비스 인프라 이 계정은 여러 애플리케이션과 
팀이 결과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
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예로는 
ID 센터 디렉터리 서비스 (Active 
Directory), 메시징 서비스 및 메타
데이터 서비스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 AWS 조직의 애플리케이션을 호
스팅하고 워크로드를 수행하는 
AWS 계정. (이러한 계정을 워크
로드 계정이라고도 합니다.) 애플
리케이션 계정을 생성하여 팀에 
매핑하는 대신 소프트웨어 서비스
를 격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이 조직 변화
에 더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AWS SRA의 AWS 조직 및 계정 구조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AWS 보안 참조 아키텍처 (AWSSRA) 의 future 영향을 미치세요.

다음 다이어그램은 특정 서비스를 표시하지 않고 AWS SRA의 개략적인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는 이전 섹션
에서 설명한 전용 계정 구조를 반영하며, 아키텍처의 주요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여기
에 다이어그램을 포함했습니다.

• 다이어그램에 나와 있는 모든 계정은 단일 AWS 조직의 일부입니다.
• 다이어그램의 왼쪽 상단에는 AWS 조직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Org Management 계정이 있습니다.
• 조직 관리 계정 아래에는 두 개의 특정 계정이 있는 보안 OU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안 도구용이고 다른 하

나는 로그 보관용입니다.
• 오른쪽에는 네트워크 계정과 공유 서비스 계정이 있는 인프라 OU가 있습니다.
• 다이어그램 아래쪽에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이 들어 있는 애플리케이션 계정과 연결된 Workloads 

OU가 있습니다.

이 설명에서는 모든 계정을 단일 AWS 리전에서 운영되는 프로덕션 (프로덕션) 계정으로 간주합니다. 
Amazon S3 GuardDuty, Amazon 또는 AWS KMS (키 관리 서비스) 와 같은 지역 서비스가 계정 내에 표시되
면 해당 서비스가 해당 계정 내에서 구성 및 관리됩니다. 

대규모 계정 집합으로 AWS 조직을 호스팅할 때는 계정 배포 및 계정 거버넌스를 용이하게 하는 오케스트레
이션 계층을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는 AWS Account Account Account Account 
Account Account Account Account Account 환경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간단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GitHub
리포지토리의 AWS SRA 코드 샘플은 AWS Control Tower 타워용 사용자 지정 (CFCT) 솔루션을 사용하여 
AWS SRA 권장 구조를 배포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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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조직 전체에 보안 서비스 적용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AWS 보안 참조 아키텍처 (AWSSRA) 의 future 영향을 미치세요.

이전 섹션에서 (p. 3) 설명한 것처럼 고객은 전체 AWS 보안 서비스 세트를 고려하고 전략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일반적인 조직 접근 방식은 각 서비스의 기능에 따라 기본 
기능별로 보안 서비스를 그룹화하는 것입니다. AWS CAF의 보안 관점에는 ID 및 액세스 관리, 인프라 보호, 
데이터 보호 및 위협 탐지를 비롯한 9가지 기능적 기능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AWS 서비스를 이러한 기능적 
기능과 일치시키는 것은 각 영역에서 구현 결정을 내리는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ID 및 액세스 관리
를 고려할 때 IAM과 IAM ID 센터는 고려해야 할 서비스입니다. 위협 탐지 접근 방식을 설계할 때 Amazon을 
가장 먼저 GuardDuty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적 관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차 구조적 관점을 사용하여 보안을 볼 수도 있습니다. 즉, “내 ID, 논리
적 액세스 또는 위협 탐지 메커니즘을 제어하고 보호하려면 어떤 AWS 서비스를 사용해야 할까요?” 라는 질
문과 함께 말이죠. , “전체 AWS 조직에 어떤 AWS 서비스를 적용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핵심에 있는 Amazon EC2 인스턴스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해야 하는 방어 계층은 무엇입니
까?” 이 뷰에서는 AWS 서비스 및 기능을 AWS 환경의 계층에 매핑합니다. 일부 서비스 및 기능은 전체 AWS 
조직에서 제어를 구현하는 데 매우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Amazon S3 버킷에 대한 퍼블릭 액세스를 차단하
는 것은 이 계층의 특정 제어 기능입니다. 개별 계정 설정의 일부가 아닌 루트 조직에서 수행하는 것이 좋습
니다. 다른 서비스와 기능은 AWS 계정 내의 개별 리소스를 보호하는 데 가장 적합합니다. 사설 TLS 인증서
가 필요한 계정 내에 하위 인증 기관 (CA) 을 구현하는 것이 이 범주의 예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또 다른 
그룹화는 AWS 인프라의 가상 네트워크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일
반적인 AWS 환경의 6개 계층, 즉 AWS 조직, 조직 단위 (OU), 계정, 네트워크 인프라, 보안 주체 및 리소스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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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계층의 제어 및 보호를 포함하여 이러한 구조적 컨텍스트의 서비스를 이해하면 AWS 환경 전반에서 
defense-in-depth 전략을 계획하고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향식으로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예: “전체 AWS 조직에서 보안 제어를 구현하기 위해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예: “이 EC2 인스턴스의 제어를 관리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이 섹션에서는 AWS 환경
의 요소를 살펴보고 관련 보안 서비스 및 기능을 식별합니다. 물론 일부 AWS 서비스는 광범위한 기능 세트
를 갖추고 있으며 여러 보안 목표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AWS 환경의 여러 요소를 지원할 수 있습
니다.

명확성을 위해 일부 서비스가 명시된 목표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다음 섹
션에서는 (p. 20) 각 AWS 계정 내의 개별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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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전체 또는 여러 계정
최상위 수준에는 AWS 조직 (전체 조직 또는 특정 OU 포함) 의 여러 계정에 거버넌스 및 제어 기능 또는 가
드레일을 적용하도록 설계된 AWS 서비스 및 기능이 있습니다. 서비스 제어 정책 (SCP) 은 AWS 조직 전
체에 예방적인 가드레일을 제공하는 IAM 기능의 좋은 예입니다. 또 다른 예로 조직 내역을 통해 해당 AWS 
CloudTrail 조직의 모든 AWS 계정에 대한 모든 이벤트를 기록하는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AWS가 있습니다. 
이 포괄적인 트레일은 각 계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개별 트레일과는 다릅니다. 세 번째 예는 AWS Firewall 
Manager, AWS 조직의 모든 계정에서 여러 리소스를 구성, 적용 및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WAF 규칙, AWS WAF Classic 규칙, AWS Shield 고급 보호, Amazon 가상 사설 클라우드 (Amazon VPC) 보
안 그룹, AWS Network Firewall 정책 및 Amazon Route 53 Resolver DNS 방화벽 정책이 여기에 해당됩니
다. 

다음 다이어그램에서 별표*로 표시된 서비스는 조직 전체 서비스와 계정 중심이라는 이중 범위로 운영됩니
다. 이러한 서비스는 개인 계정 내의 보안을 근본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제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 계정의 결과를 조직 전체 계정으로 집계하여 중앙 집중식 가시성 및 관리를 지원하는 기능도 지원합니
다. 명확성을 위해 전체 OU, AWS 계정 또는 AWS 조직에 적용되는 SCP를 고려해 보십시오. 반면,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관리할 수 있는 계정 수준 (개별 조사 결과가 생성되는 경우) 과 AWS 조직 수준 (위임된 관
리자 기능 사용) GuardDuty 모두에서 Amazon을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AWS A계정
OU 내에는 AWS 계정 내의 여러 유형의 요소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WS Secrets Manager Manager는 대개 특정 계정에서 관리되며 해당 계정의 리소스 (예: 데이터베이스 자
격 증명 또는 인증 정보), 애플리케이션 및 AWS 서비스를 보호합니다. AWS 계정 외부의 보안 주체가 지정된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을 때 결과를 생성하도록 AWS IAM Access Analyzer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전 섹
션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러한 서비스 중 상당수는 AWS Organizations 내에서도 구성 및 관리할 수 있으므로 
여러 계정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다이어그램에 별표 (*) 로 표시됩니다. 또한 여러 계정의 
결과를 집계하여 단일 계정에 전달하는 것도 더 쉬워집니다. 이를 통해 개별 애플리케이션 팀은 워크로드별 
보안 요구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유연성과 가시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앙 집중식 보안 팀에 거버넌스 및 가
시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GuardDuty Amazon은 이러한 서비스의 예입니다. GuardDuty단일 계정과 관련
된 리소스 및 활동을 모니터링하며, 여러 구성원 계정 (예: AWS 조직의 모든 계정) 의 GuardDuty 결과를 위
임된 관리자 계정에서 수집, 조회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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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네트워크, 컴퓨팅 및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액세스는 보안에서 매우 중요하고 컴퓨팅 인프라는 많은 AWS 워크로드의 기본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리소스 전용의 AWS 보안 서비스 및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mazon Inspector는 
AWS 워크로드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검사하는 취약성 관리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검사에는 사용자의 환경
에서 Amazon EC2 인스턴스에 대한 허용된 네트워크 경로가 있음을 나타내는 네트워크 연결성 검사가 포함
됩니다. Amazon Virtual Private Cloud (Amazon VPC) 를 사용하면 AWS 리소스를 시작할 수 있는 가상 네트
워크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가상 네트워크는 기존 네트워크와 매우 유사하며 다양한 기능과 이점을 포함
합니다. VPC 엔드포인트를 이용하면 인터넷 경로 PrivateLink 없이도 지원되는 AWS 서비스 및 A로 지원하
는 엔드포인트 서비스에 비공개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네트워크, 컴퓨팅 및 콘텐츠 전송 
인프라에 중점을 둔 보안 서비스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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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및 리소스
AWS 보안 주체 및 AWS 리소스 (IAM 정책 포함) 는 AWS의 자격 증명 및 액세스 관리의 기본 요소입니다. 
AWS의 인증된 보안 주체는 작업을 수행하고 AWS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보안 주체는 AWS 계정 
루트 사용자 또는 IAM 사용자로 인증되거나 역할을 수임하여 인증될 수 있습니다.

Note

AWS 루트 사용자와 연결된 영구 API 키를 생성하지 마십시오. 루트 사용자에 대한 액세스는 루트 
사용자가 필요한 작업으로만 제한한 다음 엄격한 예외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계정의 루트 사용
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범 사례 는 AWS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AWS 리소스는 작업할 수 있는 AWS 서비스 내에 존재하는 객체입니다. 예제는 EC2 인스턴스, AWS 
CloudFormation 스택,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Amazon SNS) 주제 및 S3 버킷입니다. IAM 정
책은 IAM 자격 증명 (사용자, 그룹 또는 역할) 또는 AWS 리소스와 연결할 때 권한을 정의하는 객체입니다.
자격 증명 기반 정책은 보안 주체 (역할, 사용자 및 사용자 그룹) 에 연결하는 정책 문서입니다. 리소스 기반
정책은 S3 버킷과 같은 리소스에 연결하는 정책 문서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정된 보안 주체에 해당 리소스
에 대한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권한의 조건을 정의합니다. 리소스 기반 정책은 
인라인 정책입니다. IAM 리소스 (p. 56) 섹션에서는 IAM 정책의 유형과 사용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
니다.

이 논의를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 계정 보안 주체를 운영하거나 계정 주체에 적용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
는 IAM 엔티티를 위한 AWS 보안 서비스 및 기능을 나열했습니다. 우리는 IAM 권한 정책의 유연성과 광범위
한 효과를 인정하면서 단순성을 유지합니다. 정책의 한 문장은 여러 유형의 AWS 엔티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AM 자격 증명 기반 정책이 IAM 개체와 연결되어 해당 개체에 대한 권한 (허용, 거부) 
을 정의하더라도 정책은 지정된 작업, 리소스 및 조건에 대한 권한도 암시적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ID 기반 
정책은 리소스에 대한 권한을 정의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AWS 보안 주체를 위한 AWS 보안 서비스 및 기능을 보여줍니다. 자격 증명 기반 정책은 
사용자, 그룹 및 역할과 같은 식별 및 그룹화에 사용되는 IAM 리소스 객체에 연결됩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자
격 증명이 수행할 수 있는 작업(권한)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IAM 세션 정책은 사용자가 역할을 맡을 때 세션
에서 전달하는 인라인 권한 정책입니다. 정책을 직접 전달하거나 자격 증명이 AWS에 페더레이션될 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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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및 리소스

을 삽입하도록 자격 증명 브로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사용자가 동일한 역할을 맡으면서
도 고유한 세션 권한을 가질 수 있으므로 관리자가 생성해야 하는 역할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IAM ID 센터 
서비스는 AWS Organizations 및 AWS API 운영과 통합되며, AWS AWS Organizations AWS 계정 전반에서 
SSO 액세스 및 사용자 권한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계정 리소스의 서비스 및 기능을 보여줍니다. 리소스 기반 정책은 리소스에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S3 버킷, Amazon Simple Queue Queue Service (Amazon Simple Queue Service) 대기열, VPC 
엔드포인트 및 AWS KMS 암호화 키에 리소스 기반 정책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기반 정책을 사용하
여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람과 해당 리소스에 대해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S3 버
킷 정책, AWS KMS 키 정책 및 VPC 엔드포인트 정책은 리소스 기반 정책 유형입니다. AWS IAM Acccount 
Analyzer를 사용하면 외부 엔터티와 공유되는 조직 및 계정 내 리소스 (예: S3 버킷 또는 IAM 역할) 를 식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리소스 및 데이터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액세스라는 보안 위험을 식별할 수 있
습니다. AWS Config를 사용하면 AWS 계정에서 지원되는 AWS 리소스 구성을 평가, 감사 및 평가할 수 있습
니다. AWS Config는 AWS 리소스 구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기록하고 기록된 구성을 원하는 구성과 비
교하여 자동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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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규범적 지침 AWS보안 참조 아키텍처

AWS 보안 참조 아키텍처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AWS 보안 참조 아키텍처 (AWSSRA) 의 future 영향을 미치세요.

다음 다이어그램은 AWS SRA를 보여 줍니다. 이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은 모든 AWS 보안 관련 서비스를 통
합합니다. 단일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간단한 3계층 웹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워
크로드에는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 계층에 연결하고 상호 작용하는 웹 티어가 있습니다. 이 웹 티어는 사용
자의 입력, 계산, 출력 생성 등 애플리케이션의 실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합니다. 애플리케이션 계층은 데이
터 계층에서 정보를 저장하고 검색합니다. 아키텍처는 의도적으로 모듈화되며 많은 최신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높은 수준의 추상화를 제공합니다.

참고

단순화를 위해 다음 다이어그램은 아키텍처를 의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여 주므로 각 계정의 세
부 정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개별 계정의 다이어그램을 더 자세히 보려면 OU 및 계정에 대한 개
별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라 이 가이드의 참조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을 사용자 지정하려면 다음.zip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해당 내용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그램 소스 파일 다운로드 (Microsoft PowerPoint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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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참조 아키텍처의 경우 실제 웹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 티어는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Amazon 
EC2) 인스턴스와 Amazon Aurora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최대한 간단하게 각각 신중하게 표현됩니다. 대부분
의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은 웹,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 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가독성
을 위해 보안 제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이러한 강조점을 뒤집어 가능한 한 보안을 
보여주고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 계층을 필요에 따라 단순하게 유지하여 보안 기능을 의미 있게 보여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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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관리 어카운트

AWS SRA에는 발행 당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AWS 보안 관련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서 기록
을 (p. 64) 참조하십시오.) 그러나 고유한 위협 노출에 기반한 모든 워크로드 또는 환경이 모든 보안 서비
스를 배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기업이 위험을 기반으로 인프라, 워크로드 및 보안 요구 
사항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러한 서비스가 아키텍처적으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다양한 옵션에 대한 참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각 OU와 계정을 살펴보고 해당 목표와 이와 관련된 개별 AWS 보안 서비스를 이해합니다. 
이 문서는 각 요소 (일반적으로 AWS 서비스) 에 대해 다음 정보를 제공합니다.

• AWS SRA에서의 요소 및 보안 목적에 대한 간략한 개요. 개별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기술 정보는
부록을 (p. 62) 참조하십시오.

• 서비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성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권장 배치. 이는 각 계정 및 OU의 개별 아키텍처 다
이어그램에 캡처됩니다.

• 구성, 관리 및 데이터 공유는 다른 보안 서비스에 연결됩니다. 이 서비스는 다른 보안 서비스에 어떻게 의
존하거나 지원합니까?

• 설계 고려 사항 먼저 이 문서에서는 중요한 보안 영향을 미치는 선택적 기능이나 구성을 중점적으로 설명
합니다. 둘째, 팀의 경험에 일반적으로 대체 요구 사항이나 제약으로 인해 제안하는 권장 사항의 일반적인 
변형이 포함된 경우 문서에서는 이러한 옵션에 대해 설명합니다.

OU 및 계정
• 조직 관리 어카운트 (p. 22)
• 보안 OU - 보안 도구 계정 (p. 27)
• 보안 OU - 로그 아카이브 계정 (p. 37)
• 인프라 OU - 네트워크 계정 (p. 38)
• 인프라 OU - 공유 서비스 계정 (p. 45)
• 워크로드 OU - 애플리케이션 계정 (p. 48)

조직 관리 어카운트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AWS 보안 참조 아키텍처 (AWSSRA) 의 future 영향을 미치세요.

다음 다이어그램은 Org Management 계정에 구성된 AWS 보안 서비스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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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어 정책

보안을 위한 AWS Organizations Organization의 사용 (p. 8) 및 이 가이드 앞부분의 관리 계정, 신뢰할 수 있
는 액세스 및 위임된 관리자 (p. 9) 섹션에서는 Org Management 계정의 목적과 보안 목표에 대해 자세히 설
명했습니다. 조직 관리 계정의 보안 모범 사례를 따르세요. 여기에는 기업에서 관리하는 이메일 주소 사용, 
올바른 관리 및 보안 연락처 정보 유지 (예: AWS가 계정 소유자에게 연락해야 하는 경우 계정에 전화번호 첨
부), 모든 사용자에 대한 MFA (Multi-Factor Authentication) 활성화, Org Management 계정에 액세스할 수 있
는 사람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Org Management 계정에 배포된 서비스는 적절한 역할, 
신뢰 정책 및 기타 권한으로 구성하여 해당 서비스의 관리자 (Org Management 계정에서 서비스에 액세스해
야 함) 도 다른 서비스에 부적절하게 액세스할 수 없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어 정책
AWS Organizations Organizations를 사용하면 여러 AWS 계정의 정책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 구성원인 여러 AWS 계정에 서비스 제어 정책 (SCP) 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SCP를 사용하면 조
직의 구성원 AWS 계정에서 AWS ID 및 액세스 관리 (IAM) 개체 (예: IAM 사용자 및 역할) 에서 실행할 수 있
는 AWS 서비스 API와 실행할 수 없는 AWS 서비스 API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SCP는 조직 생성 시 사용한 
AWS 계정인 조직 관리 계정에서 생성 및 적용됩니다. SC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참조 앞부분의 보안을 
위한 AWS Organizations 사용 (p. 8)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AWS Control Tower를 사용하여 AWS 조직을 관리하는 경우, 일련의 SCP를 예방적 가드레일 (필수, 적극 권
장 또는 선택 과목으로 분류) 로 배포합니다. 이러한 가드레일은 조직 전체에 보안 제어를 적용하여 리소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SCP들은 값이 인 aws-control-tower 태그를 자동으로 사용합니다 managed-
by-control-tower. 

설계 고려 사항

• SCP는 AWS 조직의 멤버 계정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이 방법은 Org Management 계정으로 적용
되지만, 해당 계정의 사용자 또는 역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CP 평가 로직의 작동 방식
에 대해 알아보고 권장 구조의 예를 보려면 AWS 블로그 게시물인 AWS Organizations 서비스 제
어 정책을 사용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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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loudTrail

AWS CloudTrail
CloudTrail AWS는 AWS 계정의 거버넌스, 규정 준수, 운영 감사 및 위험 감사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를 
사용하면 AWS 인프라 전반의 작업과 관련된 계정 활동을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유지할 수 있
습니다. CloudTrail CloudTrail AWS Organizations와 통합되며, 이 통합을 사용하여 AWS 조직의 모든 계정
의 모든 이벤트를 로깅하는 단일 추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직 추적이라고 합니다. 조직 추적을 생
성하면, AWS 조직에 속한 모든 AWS 계정으로 사용자가 지정한 이름의 추적이 생성됩니다. 이 추적은 AWS 
조직의 모든 계정의 활동을 로깅하고 이 로그를 단일 S3 버킷에 저장합니다. AWS 조직의 모든 계정은 추적 
목록에서 조직 추적을 볼 수 있지만, AWS에서 이 추적은 제한된 액세스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조직 관리 계정만 S3 버킷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 로그 스토어로
서의 Amazon S3 (p. 38)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추가 보안 모범 사례는 AWS CloudTrail 설명서를 참조하
십시오.

AWS SRA에서는 Org Management 계정 내에 CloudTrail 표시됩니다. 관리 계정 내에서 적절한 IAM 권한이 
있어야만 조직 추적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로그를 저장하는 해당 조직 트레일 S3 버킷은 Log 
Archive 계정에 생성됩니다. 

설계 고려 사항

• 멤버 계정에서 조직 트레일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CloudTrail 정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각 AWS 계정의 관리자는 적절한 제어 기능을 갖춘 로컬 트레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IAM Identity Center
AWS IAM Identity Center (AWS Single Sign-On 후속) 는 모든 AWS, 보안 주체 및 클라우드 워크로드에 대
한 SSO 액세스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IAM Identity Center (AWS Single Sign-On 후속) 는 
IAM Identity Center (AWS Single Sign-On 후속) 입니다. 또한 IAM Identity Center를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타사 Saa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 및 권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격 
증명 공급자는 SAML 2.0을 사용하여 IAM ID 센터와 통합됩니다. 도메인 간 ID 관리 시스템 (SCIM) 을 사용
하여 대량 및 just-in-time 프로비저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IAM Identity Center에는 최종 사용자가 한 곳에
서 할당된 AWS 계정, 역할,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및 사용자 지정 애플리케이션을 찾고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 포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AM Identity Center는 기본적으로 AWS Organizations Organizations와 통합되며 기본적으로 조직 관리 계
정에서 실행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권한을 행사하고 관리 계정에 대한 액세스를 엄격하게 제어하기 위해 
IAM Identity Center 관리를 특정 회원 계정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AWS SRA에서 공유 서비스 계정은 IAM 
ID 센터의 위임된 관리자 계정입니다. IAM Identity Center의 위임된 관리를 활성화하기 전에 다음 고려 사항
을 검토하십시오. 위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hared Services 계정 (p. 45)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다. 위임을 활성화한 후에도 Org Management 계정에서 프로비저닝된 권한 집합 관리를 비롯한 특정 IAM 
Identity Center 관련 작업을 수행하려면 IAM Identity Center를 여전히 Org Management 계정에서 실행해야 
합니다. 

IAM ID 센터 콘솔 내에서 계정은 캡슐화된 OU로 표시됩니다. 이를 통해 AWS 계정을 빠르게 검색하고, 공통 
권한 세트를 적용하고, 중앙 위치에서 액세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IAM Identity Center에는 특정 사용자 정보를 저장해야 하는 ID 스토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IAM 
Identity Center가 직원 정보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일 필요는 없지만 그럴 수는 있습니다. 기업에 이미 
신뢰할 수 있는 출처가 있는 경우 IAM Identity Center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ID 공급자 (IdPs) 를 지원합니다.

• IAM Identity Center ID 스토어 — 다음 두 옵션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사용자가 
생성되고, 그룹이 할당되고, 권한이 ID 저장소에 할당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소스가 IAM Identity Center 
외부에 있더라도 주요 속성의 사본은 ID 스토어와 함께 저장됩니다.

• Microsoft Active Directory (AD) — 자체 온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 기반 Active Directory에서 사용자를 관
리하거나 AWS Directory Service에서 AWS Managed Microsoft AD를 마이그레이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
우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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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IdP — 외부 타사 IdP에서 사용자를 관리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기업 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존 IdP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위치에서 액세스를 생성, 관리 
및 취소할 수 있으므로 여러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더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어 팀에서 탈퇴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한 위치에서 모든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AWS 계정 포함) 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자격 증명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인사 (HR) 프로세스와 
통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설계 고려 사항

• 기업에서 해당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외부 IdP 사용하십시오. IAM Identity Center의 SCIM 
기능을 활용하여 사용자, 그룹 및 권한 프로비저닝 (동기화) 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입 직원, 다른 팀으로 이직하는 직원, 퇴사하는 직원의 경우 AWS 액세스를 기업 워크플로와 동
기화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IAM 액세스 어드바이저
IAM 액세스 어드바이저는 AWS 계정 및 OU에 대한 서비스에서 마지막으로 액세스한 정보의 형태로 추적성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 탐정 컨트롤을 사용하면 최소 권한 전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IAM 엔터티의 경우, 
마지막으로 액세스한 정보, 즉 허용된 AWS 서비스 정보와 허용된 작업 정보의 두 가지 유형을 볼 수 있습니
다. 이 정보에는 시도한 날짜와 시간이 포함됩니다. 

Org Management 계정 내의 IAM 액세스를 통해 AWS 조직의 Org Management 계정, OU, 멤버 계정 또는 
IAM 정책에 대한 서비스에서 마지막으로 액세스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관리 계정 내의 IAM 
콘솔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AWS Command Line Interface (AWS CLI) 또는 프로그래밍 방식 클라이언트의 
IAM 액세스 어드바이저 API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보는 조직 또는 계정
에서 서비스에 마지막으로 액세스하려고 시도한 보안 주체와 그 시기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액세스한 정
보는 실제 서비스 사용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므로 (예제 시나리오 참조) 실제로 사용되는 서비스로만 IAM 
권한을 줄일 수 있습니다.

AWS Systems Manager
AWS Systems Manager Manager의 기능인 빠른 설치 및 탐색기는 모두 AWS Organizations 지원하고 조직 
관리 계정에서 운영됩니다. 

빠른 설정은 Systems Manager 관리자의 자동화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 Org Management 계정은 Systems 
Manager가 AWS 조직 내 여러 계정에서 사용자를 대신하여 참여할 수 있는 구성을 쉽게 정의할 수 있습니
다. 전체 AWS 조직에서 Quick Setup을 활성화하거나 특정 OU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빠른 설치는 EC2 인스
턴스에서 격주로 업데이트를 실행하도록 AWS Systems Manager 에이전트 (SSM Agent) 를 예약하고 해당 
인스턴스를 매일 스캔하여 누락된 패치를 식별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plorer 는 AWS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사용자 지정 가능한 운영 대시보드입니다. Explorer는 
AWS 계정 및 AWS 지역 전반의 운영 데이터를 집계하여 표시합니다. 여기에는 EC2 인스턴스에 대한 데이
터와 패치 규정 준수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AWS Organizations 내에서 통합 설정 (Systems Manager 관
리자도 포함 OpsCenter) 을 완료한 후에는 OU 또는 전체 AWS 조직의 데이터를 Explorer에서 집계할 수 있
습니다. Systems Manager Manager는 Explorer 에 표시하기 전에 데이터를 AWS Org Management 계정으
로 집계합니다.

이 가이드 뒷부분의 워크로드 OU (p. 48) 섹션에서는 애플리케이션 계정의 EC2 인스턴스에서 Systems 
Manager 에이전트 (SSM 에이전트) 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AWS Control Tower
AWS Control Tower는 landing zone 존이라고 하는 안전한 다중 계정의 AWS 환경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간
단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AWS Control Tower는 AWS Organizations Organizations를 사용하여 landing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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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을 생성하고 지속적인 계정 관리 및 거버넌스와 구현 모범 사례를 제공합니다. AWS Control Tower를 사용
하면 계정이 조직 정책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면서 몇 단계만 거치면 새 계정을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새 
AWS Control Tower 환경에 기존 계정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는 광범위하고 유연한 기능 세트를 제공합니다. 주요 기능 중 하나는 AWS 
Organizations, AWS Service Catalog 및 IAM Identity Center를 비롯한 여러 다른 AWS 서비스의 기능을
조정하여 landing zone 존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AWS Control Tower는 
CloudFormation AWS를 사용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AWS Organizations의 서비스 제어 정책 (SCP) 은 구성 
변경을 방지하며, AWS Config 규칙을 사용하여 비준수를 지속적으로 탐지합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
는 다중 계정 AWS 환경을 AWS Well Architected 보안 기반 설계 원칙에 맞게 신속하게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청사진을 사용합니다. 거버넌스 기능 중에서도 AWS Control Tower는 선택한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리
소스의 배포를 방지하는 가드레일을 제공합니다. 

AWS AWS Control Tower 타워를 통해 AWS SRA 지침 구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WS Control 
Tower 타워는 권장되는 다중 계정 아키텍처를 갖춘 AWS 조직을 구축합니다. ID 관리를 제공하고, 계정에 대
한 통합 액세스를 제공하고, 로깅을 중앙 집중화하고, 계정 간 보안 감사를 설정하고, 새 계정을 프로비저닝
하기 위한 워크플로를 정의하고, 네트워크 구성으로 계정 기준을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공합니다. 

AWS SRA에서는 AWS Control Tower 타워가 Org Management 계정 내에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는 
이 계정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AWS 조직을 설정하고 해당 계정을 관리 계정으로 지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계
정은 AWS 조직 전체에서 요금을 청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Account Factory의 계정 프로비저닝, OU 관
리 및 가드레일 관리에도 사용됩니다. 기존 AWS 조직에서 AWS Control Tower 타워를 시작하는 경우 기존 
관리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는 해당 계정을 지정된 관리 계정으로 사용합니
다.

설계 고려 사항

• 계정 전반의 제어 및 구성에 대한 추가 기준을 적용하려면 AWS Control Tower (CFCT) 용 사용자 
지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FCt를 사용하면 AWS CloudFormation 템플릿과 서비스 제어 정책 
(SCP) 을 사용하여 AWS Control Tower landing zone 존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
정 템플릿과 정책을 조직 내 개별 계정 및 OU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cFCT는 AWS Control Tower 
라이프사이클 이벤트와 통합되어 리소스 배포가 landing zone 존과 동기화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합니다. 

AWS Artifact
AWS Artifact는 AWS 보안 및 규정 준수 보고서와 엄선된 온라인 계약에 대한 온디맨드 액세스를 제공합니
다. AWS Artifact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고서에는 시스템 및 조직 제어 (SOC) 보고서, 결제 카드 산업 (PCI) 
보고서, AWS 보안 제어의 구현 및 운영 효과를 검증하는 지역 및 규정 준수 업종에 걸친 인증 기관의 인증이 
포함됩니다. AWS Artifact를 사용하면 보안 제어 환경에 대한 투명성이 향상되어 AWS에 대한 실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 보고서에 즉시 액세스하여 AWS의 보안 및 규정 준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
습니다. 

AWS Artifact 계약을 사용하면 개인 계정과 AWS Organizations의 조직에 속한 계정에 대한 비즈니스 어소시
에이트 부록 (BAA) 과 같은 AWS Organizations 계약의 상태를 검토, 수락 및 추적할 수 있습니다. 

AWS 감사 아티팩트를 감사자 또는 규제 기관에 AWS 보안 통제의 증거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부 AWS 감
사 아티팩트에서 제공하는 책임 지침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침은 시
스템의 특정 사용 사례를 지원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추가 보안 제어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WS Artifacts는 Org Management 계정에서 호스팅되어 AWS와의 계약을 검토, 수락 및 관리할 수 있는 중
앙 위치를 제공합니다. 이는 관리 계정에서 수락된 계약이 회원 계정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설계 고려 사항

• Org Management 계정 내 사용자는 AWS Artifact의 계약 기능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야 합
니다. 업무 분리를 구현하기 위해 AWS Artifact는 Security Tooling 계정에서도 호스팅되므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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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 이해 관계자와 외부 감사자에게 감사 아티팩트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
다. 세분화된 IAM 권한 정책을 정의하여 이러한 분리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제는 AWS 설명서
의 예제 IAM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분산 및 중앙 집중식 보안 서비스 가드레일
AWS SRA에서는 AWS Security Hub GuardDuty, 아마존, AWS Config, IAM 액세스 분석기, AWS CloudTrail 
조직 트레일 및 종종 Amazon Macie를 적절한 위임된 관리 또는 집계와 함께 보안 도구 계정에 배포합니다. 
이를 통해 계정 전체에서 일관된 가드레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AWS 조직 전체에 중앙 집중식 모니터링, 관
리 및 거버넌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WS SRA에 표시된 모든 유형의 계정에서 이 서비스 그룹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은 계정 온보딩 및 기준 조정 프로세스의 일부로 프로비저닝해야 하는 AWS 서비스의 
일부여야 합니다. GitHub코드 리포지토리는 AWS Org Management 계정을 비롯한 전체 계정에 대한 AWS 
보안 중심 서비스의 샘플 구현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 외에도 AWS SRA에는 AWS AWS Organizations 통합 및 위임된 관리자 기능을 지원하는 
AWS Detective와 AWS Audit Manager Manager라는 두 가지 보안 중심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
나 이러한 정보는 계정 기준 설정을 위한 권장 서비스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다음 시
나리오에서 가장 잘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러한 디지털 포렌식 및 IT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 팀 또는 리소스 그룹이 있습니다. AWS Detective
는 보안 분석 팀에서 가장 잘 활용하며, AWS Audit Manager Manager는 내부 감사 또는 규정 준수 팀에 유
용합니다.

•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Security GuardDuty Hub와 같은 핵심 도구 세트에 집중한 다음 추가 기능을 제공
하는 서비스를 사용하여 이러한 도구를 기반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보안 OU - 보안 도구 계정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AWS 보안 참조 아키텍처 (AWSSRA) 의 future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보안 도구 계정에 구성된 AWS 보안 서비스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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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OU - 보안 도구 계정

Security Tooling 계정은 보안 서비스 운영, AWS 계정 모니터링, 보안 경고 및 대응 자동화 전용으로 사용됩
니다. 보안 목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액세스 권한이 통제된 전용 계정을 제공하여 보안 가드 레일에 대한 액세스, 모니터링 및 대응을 관리하세
요.

• 적절한 중앙 집중식 보안 인프라를 유지하여 보안 운영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추적성을 유지합니다. 탐
지, 조사 및 대응은 보안 라이프사이클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품질 프로세스, 법률 또는 규정 준수 의무를 
지원하고 위협 식별 및 대응 노력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암호화 키 및 보안 그룹 설정과 같은 적절한 보안 구성 및 작업에 대한 또 다른 제어 계층을 유지하여 
defense-in-depth 조직 전략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보안 운영자가 근무하는 계정입니다. AWS 조직 전반의 
정보를 보기 위한 읽기 전용/감사 역할이 일반적이지만, 쓰기/수정 역할은 수가 제한되어 있고 엄격하게 제
어되고 모니터링되고 기록됩니다.

설계 고려 사항

• AWS Control Tower는 기본적으로 보안 OU에 속한 계정을 감사 계정으로 지정합니다. AWS 
Control Tower 설정 중에 계정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보안 도구 계정을 두 개 이상 보유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안 이벤트 모니터
링 및 대응은 전담 팀에 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트워크 보안은 클라우드 인프라 또는 네트
워크 팀과 협력하여 자체 계정 및 역할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할은 중앙 집중식 보안 구
역을 분리한다는 목표를 유지하고 업무 분리, 최소 권한 및 팀 할당의 잠재적 단순성을 더욱 강조
합니다. AWS Control Tower 타워를 사용하는 경우 보안 OU에서 추가 AWS 계정 생성이 제한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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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된 보안 서비스 관리자

위임된 보안 서비스 관리자
Security Tooling 계정은 AWS 계정 전체에서 관리자/구성원 구조로 관리되는 보안 서비스의 관리자 계정 역
할을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AWS Organizations Organizations의 위임 관리자 기능을 통해 처
리됩니다. 현재 위임된 관리자를 지원하는 AWS SRA의 서비스로는 AWS Config, AWS Firewall Manager, 아
마존 GuardDuty, AWS IAM 액세스 분석기, Amazon Macie, AWS Security Hub, AWS Detective, AWS Audit 
Manager, Amazon Inspector 및 AWS Systems Manager 있습니다. 보안 팀은 이러한 서비스의 보안 기능을 
관리하고 모든 보안 관련 이벤트 또는 결과를 모니터링합니다.

IAM ID 센터는 멤버 계정에 대한 위임된 관리를 지원합니다. AWS SRA는 공유 서비스 계정을 IAM ID 센터의 
위임된 관리자 계정으로 사용합니다. 이는 나중에 공유 서비스 계정의 IAM ID 센터 (p. 47) 섹션에서 설명
합니다.

AWS Security Hub
AWS Security Hub는 보안 업계 표준 및 모범 사례와 비교하여 환경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AWS의 보안 
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Security Hub는 AWS 통합 서비스, 지원되는 서드 파티 제품 및 사
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사용자 지정 보안 제품에서 보안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 서비스는 보안 추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분석하고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보안 문제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Security Hub는 AWS Organizations와 통합되어 AWS Organizations 내 기존 및 future 모든 계정의 보안 상
태 관리를 간소화합니다. Security Hub가 위임한 관리자 계정 (이 경우에는 보안 도구) 에 Security Hub가 자
동으로 활성화되며, 구성원 계정으로 활성화할 AWS 계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curity Hub 위임 관리자 
계정은 또한 모든 구성원 계정의 조사 결과를 보고, 통찰력을 보고, 세부 정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임된 관리자 계정 내에 집계 지역을 지정하여 계정과 연결된 지역 전체에서 결과를 중앙 집중화할 수 있습니
다. 결과는 집계 지역과 다른 모든 지역 간에 지속적으로 양방향으로 동기화됩니다.

Security Hub 여러 AWS 서비스와의 통합을 지원합니다. 아마존 GuardDuty, AWS Config, Amazon Macie, 
AWS IAM 액세스 분석기, AWS Firewall Manager, Amazon Inspector 및 AWS Systems Manager 패치 관리
자는 결과를 Security Hub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Security Hub Amazon Detective로 전환하여 아마존 조
사 GuardDuty 결과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Security Hub는 원활한 통합을 위해 위임된 관리자 계정을 이러한 
서비스 (있는 경우) 에 맞게 조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Detective와 Security Hub 간에 관리자 계정
을 정렬하지 않으면 검색 결과에서 Detective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Amazon VPC의 네트워크 액세스 분석기 기능과 함께 Security Hub를 사용하면 AWS 네트워크 구성의 규정 
준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치 않는 네트워크 액세스를 차단하고 중요한 리
소스가 외부에서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키텍처 및 구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블
로그 게시물 Amazon VPC 네트워크 액세스 분석기 및 AWS Security Hub를 사용한 네트워크 규정 준수의 지
속적 검증을 참조하십시오. 

Security Hub는 모니터링 외에도 Amazon과의 통합을 EventBridge 지원하여 특정 결과에 대한 치료를 자동
화합니다. 검색 결과가 수신될 때 수행할 사용자 지정 작업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과를 티켓팅 
시스템 또는 자동 문제 해결 시스템으로 전송하도록 사용자 지정 작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추가 논의와 예
제는 다음 두 개의 AWS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WS Security Hub를 사용한 자동 대응 및 
문제 해결과 Security Hub용 AWS 솔루션을 배포하는 방법. 

Security Hub는 서비스에 연결된 AWS Config 규칙을 사용하여 컨트롤에 대한 대부분의 보안 검사를 수행합
니다. 이러한 제어를 지원하려면 Security Hub가 활성화된 각 AWS 리전의 관리자 (또는 위임된 관리자) 계정 
및 멤버 계정을 비롯한 모든 계정에서 AWS Config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설계 고려 사항

• Security Hub에서 사용하는 특정 관리형 AWS Config 규칙 외에도 자동화를 사용하여 다른 AWS 
Config 규칙을 Security Hub로 가져와서 AWS Config 규칙이 다른 보안 결과와 함께 표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AWS Config 규칙을 보다 쉽게 사용하여 모든 AWS 계정에서 지속적인 
규정 준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ecurity Hub에서 AWS Config 규칙 평가를 결과
로 가져오는 방법 블로그 게시물을 참조하십시오. 

• PCI-DSS와 같은 규정 준수 표준이 이미 Security Hub에 있는 경우 완전 관리형 Security Hub 서
비스가 이를 운영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보안, 운영 또는 비용 최적화 검사를 포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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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GuardDuty

수 있는 자체 규정 준수 또는 보안 표준을 구성하려는 경우 AWS Config 적합성 팩은 이러한 사용
자 지정을 수행하는 간단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AWS Config 및 규정 준수 팩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AWS Config (p. 30)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AWS GuardDuty
GuardDuty Amazon은 악의적인 활동과 무단 행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AWS 계정과 워크로드를 보
호하는 위협 탐지 서비스입니다. 모니터링 및 감사 목적으로 항상 적절한 로그를 캡처하고 저장해야 하지만 
Amazon은 AWS CloudTrail, Amazon VPC 흐름 로그 및 AWS DNS 로그에서 직접 독립적인 데이터 스트림
을 GuardDuty 가져옵니다. Amazon S3 버킷 정책을 관리하거나 로그를 수집 및 저장하는 방식을 수정할 필
요가 없습니다. GuardDuty 권한은 서비스 연결 역할로 관리되며,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여 언제든지 취소
할 수 GuardDuty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구성 없이 서비스를 쉽게 활성화할 수 있으며, IAM 권한 수정이나 
S3 버킷 정책 변경이 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없어집니다.

GuardDuty AWS Organizations Organizations를 통해 모든 계정에서 활성화되며, GuardDuty 위임된 관리자 
계정 (이 경우에는 보안 도구 계정) 의 해당 보안 팀이 모든 결과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WS Security Hub 활성화되면 GuardDuty 검색 결과가 자동으로 Security Hub. Amazon Detective가 활
성화되면 탐지 GuardDuty 결과가 Detective 로그 수집 프로세스에 포함됩니다. GuardDuty 및 GuardDuty 
Detective는 크로스 서비스 사용자 워크플로를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선택한 검색 결과를 조사하기 위한 
선별된 시각화 세트가 포함된 Detective 페이지로 리디렉션되는 콘솔의 링크가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GuardDuty Amazon과 EventBridge 통합하여 새로운 GuardDuty 결과에 대한 GuardDuty 응답 자동화와 같
은 모범 사례를 자동화할 수도 있습니다.

AWS Config
AWS Config는 AWS 계정에서 지원되는 AWS 리소스 구성을 측정, 감사 및 평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AWS Config는 AWS 리소스 구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기록하고 기록된 구성을 원하는 구성과 비교하
여 자동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AWS Config를 다른 서비스와 통합하여 자동화된 감사 및 모니터링 파이프라
인의 까다로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WS Config는 AWS 보안 관리자에서 개별 암호의 변
경 사항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AWS 조직의 각 구성원 계정과 보호하려는 리소스가 포함된 각 AWS 지역에 대해 AWS Config를 활성화해
야 합니다. AWS 조직 내 모든 계정의 AWS Config 규칙을 중앙에서 관리 (예: 생성, 업데이트 및 삭제) 할 수 
있습니다. AWS Config 위임 관리자 계정에서 모든 계정에 공통 AWS Config 규칙 세트를 배포하고 AWS 
Config 규칙을 생성하지 않아야 하는 계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AWS Config 위임된 관리자 계정이 모든 멤
버 계정의 리소스 구성 및 규정 준수 데이터를 집계하여 단일 보기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위임된 관리자 
계정의 API를 사용하여 AWS 조직의 구성원 계정에서 기본 AWS Config 규칙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하여 거버
넌스를 적용하십시오.

규정 준수 팩은 계정 및 리전의 단일 엔터티로 또는 AWS Organizations에서 조직 전체에 배포할 수 있는 
AWS Config 규칙 및 문제 해결 작업의 모음입니다. 적합성 팩은 AWS Config 관리형 또는 사용자 지정 규칙 
및 문제 해결 작업의 목록을 포함하는 YAML 템플릿을 작성하여 생성합니다. AWS 환경 평가를 시작하려면
샘플 적합성 팩 템플릿 중 하나를 사용하십시오. 

AWS Config는 AWS Security Hub와 통합하여 AWS Config 관리형 규칙 평가 및 사용자 지정 규칙 평가 결과
를 Security Hub 보냅니다. 

AWS Config 규칙을 AWS Systems Manager Manager와 함께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리소스를 효
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AWS Systems Manager Explorer를 사용하여 AWS 지역의 AWS 계정에서 
AWS Config 규칙의 규정 준수 상태를 수집한 다음 Systems Manager 자동화 문서 (런북) 를 사용하여 비준
수 AWS Config 규칙을 해결합니다. 구현에 대한 세부 정보는 블로그 게시물인 AWS Systems Manager 자동
화 런북을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AWS Config 규칙 수정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AWS Control Tower를 사용하여 AWS 조직을 관리하는 경우 AWS Control Tower는 일련의 AWS Config 규
칙을 탐정 가드레일로 배포합니다 (필수, 강력 권장 또는 선택 과목으로 분류됨). 이러한 가드레일은 AWS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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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내 계정 전반에서 리소스를 관리하고 규정 준수를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AWS Config 규
칙은 값이 인aws-control-tower 태그를 자동으로 사용합니다managed-by-control-tower.

설계 고려 사항

• AWS Config는 구성 및 규정 준수 변경 알림을 Amazon에 EventBridge 스트리밍합니다. 즉, 의 기
본 필터링 기능을 사용하여 AWS Config 이벤트를 EventBridge 필터링하여 특정 유형의 알림을 
특정 대상으로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규칙 또는 리소스 유형에 대한 규정 준수 알
림을 특정 이메일 주소로 보내거나 구성 변경 알림을 외부 IT 서비스 관리 (ITSM) 또는 CMDB (구
성 관리 데이터베이스) 도구로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 AWS Config 
모범 사례를 참조하십시오.

Amazon Macie
Amazon Macie 기계 학습과 패턴 일치를 사용하여 AWS에서 민감한 데이터를 검색하고 보호하는 완전관리
형 데이터 보안 및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서비스입니다. 적절한 제어가 적용되도록 하려면 워크로드에서 처
리하는 데이터의 유형과 분류를 이해해야 합니다. Macie는 대규모 민감한 데이터의 검색을 자동화합니다. 
Macie를 사용하면 Amazon S3 객체에 대해 다양한 민감한 콘텐츠 검색 및 데이터 분류 작업을 수행할 수 있
습니다. Macie는 AWS Organizations 통해 모든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임된 관리자 계정 (이 경우 
Security Tooling 계정) 에서 적절한 권한이 있는 보안 주체는 모든 계정에서 Macie를 활성화하거나 일시 중
단하고, 구성원 계정이 소유한 버킷에 대해 민감한 데이터 검색 작업을 생성하고, 모든 구성원 계정에 대한 
모든 정책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민감한 데이터 검색 결과는 민감한 검색 결과 작업을 만든 계정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acie 설명서의 Amazon Macie에서 여러 계정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Macie의 조사 결과는 검토 및 분석을 위해 AWS Security Hub 이동합니다. 또한 Macie는 Amazon과 
EventBridge 통합하여 알림, 보안 정보 및 이벤트 관리 (SIEM) 시스템에 대한 피드, 자동 치료와 같은 결과에 
대한 자동 응답을 용이하게 합니다.

설계 고려 사항

• S3 객체를 관리하는 AWS KMS (AWS Key Management Service) 키로 암호화된 경우 Macie 서
비스 연결 역할을 해당 KMS 키에 키 사용자로 추가하여 Macie가 데이터를 스캔하도록 할 수 있
습니다.

• Macie는 Amazon S3에서 객체를 스캔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mazon S3에 영구
적으로 또는 임시로 배치할 수 있는 모든 MACie 지원 객체 유형을 스캔하여 민감한 데이터를 찾
을 수 있습니다. 즉, Amazon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Amazon RDS) 또는 Amazon Aurora 
데이터베이스의 정기적인 스냅샷 내보내기, 내보낸 Amazon DynamoDB 테이블 또는 네이티브 
또는 타사 애플리케이션에서 추출한 텍스트 파일과 같은 다른 소스의 데이터를 Amazon S3로 이
동하고Macie가 평가했습니다.

AWS IAM 액세스 분석기
AWS IAM Access Analyzer를 사용하면 외부 엔터티와 공유되는 AWS 조직 및 계정 내 리소스 (예: Amazon 
S3 버킷 또는 IAM 역할) 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탐지 제어를 사용하면 데이터 및 리소스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액세스라는 보안 위험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분석기는 AWS Organizations의 위임된 관리자 기능을 통해 보안 도구 계정에 배포됩니다. 위임된 관
리자에게는 AWS 조직을 신뢰 영역으로 하여 분석기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액세스 분석
기의 결과는 자동으로 Security Hub. Access Analyzer는 기존 결과의 상태가 변경되거나 검색 결과가 삭제될 
때 생성된 각 결과에 EventBridge 대해 이벤트를 전송합니다. EventBridge 또한 이러한 이벤트를 알림 또는 
수정 스트림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설계 고려 사항

• 계정 범위가 지정된 결과 (계정이 신뢰할 수 있는 경계 역할을 하는 경우) 를 가져오려면 각 구성
원 계정에서 계정 범위 분석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작업은 계정 파이프라인의 일부로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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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계정 범위의 검색 결과는 구성원 계정 수준에서 Security Hub로 전달됩니다. 여기서
부터는 Security Hub에서 위임한 관리자 계정 (보안 도구) 으로 이동합니다.

AWS Firewall Manager
AWS Firewall Manager 여러 계정과 리소스에서 AWS WAF, AWS Shield Advanced, Amazon VPC 보안 그
룹, AWS Network Firewall 및 Route 53 리졸버 DNS 방화벽에 대한 관리 및 유지 관리 작업을 간소화하여 네
트워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Firewall Manager 사용하면 AWS WAF 방화벽 규칙, 쉴드 어드밴스드 
보호, Amazon VPC 보안 그룹, AWS Network Firewall 및 DNS 방화벽 규칙 그룹 연결을 한 번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새 계정을 추가하는 즉시 서비스에서 계정과 리소스 전체에 규칙과 보호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Firewall Firewall Manager 특정 계정 및 리소스 몇 개 대신 AWS 조직 전체를 보호해야 하거나 보호할 새 리
소스를 자주 추가하는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Firewall Firewall Manager 보안 정책을 사용하여 배포해야 
하는 관련 규칙, 보호 및 작업과 포함하거나 제외할 계정 및 리소스 (태그로 표시) 를 비롯한 구성 집합을 정
의할 수 있습니다. 세분화되고 유연한 구성을 만드는 동시에 많은 수의 계정 및 VPC로 제어를 확장할 수 있
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새 계정과 리소스가 생성되는 경우에도 구성한 규칙을 자동으로 일관되게 적용합니
다. Firewall Manager AWS Organizations Organizations를 통해 모든 계정에서 활성화되며, 구성 및 관리는 
Firewall Manager 관리자가 위임한 관리자 계정 (이 경우에는 보안 도구 계정) 의 해당 보안 팀에서 수행합니
다. 

보호하려는 리소스가 포함된 각 AWS 지역에 대해 AWS Config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모든 리소스에 대해 
AWS Config를 활성화하지 않으려면 사용하는 Firewall Manager 정책 유형과 관련된 리소스에 대해 활성화
해야 합니다. AWS Security Hub Firewall Manager 모두 사용하는 경우 Firewall Manager 자동으로 검색 결
과를 Security Hub 보냅니다. Firewall Firewall Manager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리소스와 탐지된 공격에 대한 
검색 결과를 생성하여 Security Hub로 보냅니다. AWS WAF에 대한 Firewall Manager 정책을 설정하면 범위 
내 모든 계정에 대해 중앙에서 웹 액세스 제어 목록 (웹 ACL) 에 대한 로깅을 활성화하고 단일 계정으로 로그
를 중앙 집중화할 수 있습니다. 

설계 고려 사항

• AWS 조직 내 개별 구성원 계정의 계정 관리자는 특정 요구 사항에 따라 Firewall Manager 관리형 
서비스에서 추가 제어 (예: AWS WAF 규칙 및 Amazon VPC 보안 그룹) 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EventBridge
EventBridge Amazon은 애플리케이션을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와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는 서버리스 이벤트 
버스 서비스입니다. 보안 자동화에 자주 사용됩니다. 라우팅 규칙을 설정하여 모든 데이터 소스에 실시간으
로 반응하는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구축하기 위해 데이터를 보낼 위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각 계정의 
기본 이벤트 버스를 사용하는 것 외에도 사용자 지정 이벤트 버스를 만들어 사용자 지정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벤트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Security Tooling 계정에서 이벤트 버스를 생성하여 AWS 조직 내 다른 계정으
로부터 보안 관련 이벤트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WS Config 규칙과 Security Hub를 와 연결하면 
보안 데이터를 라우팅하고, 알림을 생성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관리하기 위한 유연하고 자동화된 파
이프라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GuardDuty EventBridge 

설계 고려 사항

• EventBridge 이벤트를 다양한 대상으로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보안 작업을 자동화하는 데 유용
한 패턴 중 하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개별 AWS Lambda 응답자에 특정 이벤트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황에서는 퍼블릭 S3 버킷 검색 결과를 Lambda EventBridge 응답기
로 라우팅하여 버킷 정책을 수정하고 퍼블릭 권한을 제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응
답자를 조사 플레이북 및 런북에 통합하여 대응 활동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성공적인 보안 운영 팀을 위한 모범 사례는 보안 이벤트 및 결과의 흐름을 티켓팅 시스템, 버그/문
제 시스템 또는 다른 SIEM (보안 정보 및 이벤트 관리) 시스템과 같은 알림 및 워크플로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워크플로우가 이메일과 정적 보고서에서 벗어나 이벤트나 결과
를 라우팅, 에스컬레이션 및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 유연한 라우팅 기능은 이러한 통합의 
EventBridge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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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Detective
Amazon Detective는 보안 분석가가 보안 결과 또는 의심스러운 활동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조사하고, 빠
르게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대응형 보안 제어 전략을 지원합니다. Detective는 AWS CloudTrail 로그 및 
Amazon VPC 흐름 로그에서 로그인 시도, API 호출 및 네트워크 트래픽과 같은 시간 기반 이벤트를 자동으
로 추출합니다. Detective는 독립적인 로그 스트림과 Amazon VPC 흐름 CloudTrail 로그를 사용하여 이러한 
이벤트를 사용합니다. Detective는 머신 러닝과 시각화를 사용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리소스 동작과 리소스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합된 대화형 뷰를 생성합니다. 이를 행동 그래프라고 합니다. 동작 그래프를 탐색하여 로
그온 시도 실패 또는 의심스러운 API 호출과 같은 다양한 작업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형사는 또한 아마존에서 탐지한 조사 결과를 GuardDuty 수집합니다. 계정이 Detective를 사용하도록 설정하
면 이 계정이 동작 그래프의 관리자 계정이 됩니다. Detective를 활성화하기 전에 계정이 최소 48시간 동안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세요. GuardDuty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Detective를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Detective는 AWS Organizations Organizations와 통합됩니다. 조직 관리 계정은 회원 계정을 Detective 관리
자 계정으로 위임합니다. AWS SRA에서는 보안 도구 계정입니다. Detective 관리자 계정에는 조직의 모든 
현재 구성원 계정을 탐정 회원 계정으로 자동 활성화하고 AWS 조직에 추가되는 새 회원 계정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Detective 관리자 계정은 현재 AWS 조직에 속하지 않지만 동일한 지역 내에 있는 구성원 계
정을 초대하여 기본 계정의 행동 그래프에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원 계정이 초대를 수락하고 활성
화되면 Detective는 회원 계정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해당 행동 그래프로 추출하기 시작합니다.

설계 고려 사항

• GuardDuty 및 AWS Security Hub 콘솔에서 Detective 프로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링크
는 조사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정은 Detective 및 피벗 대상 서비스 
(GuardDuty 또는 Security Hub) 모두의 관리자 계정이어야 합니다. 서비스의 기본 계정이 동일한 
경우 통합 링크가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AWS Audit Manager
AWS Audit Audit Manager AWS 사용을 지속적으로 감사하여 감사를 관리하고 규정 및 업계 표준을 준수하
는 방법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증거를 수동으로 수집, 검토 및 관리하는 것에서 벗어
나 증거 수집을 자동화하고, 감사 증거의 출처를 추적하는 간단한 방법을 제공하고, 팀워크 협업을 지원하
고, 증거 보안 및 무결성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솔루션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감사 시기에 Audit Audit 
Manager 통제에 대한 이해 관계자 검토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Audit Manager Manager를 사용하면 인터넷 보안 센터 (CIS) 벤치마크, CIS AWS 재단 벤치마크, 시스템 및 
조직 제어 2 (SOC 2), 결제 카드 산업 데이터 보안 표준 (PCI DSS) 과 같은 사전 구축된 프레임워크에 대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내부 감사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하는 표준 또는 사용자 지정 제어 기능을 
갖춘 자체 프레임워크

Audit Manager 네 가지 유형의 증거를 수집합니다. AWS Config와 AWS Security Hub의 규정 준수 검사 증
거, AWS의 관리 이벤트 증거 CloudTrail, AWS service-to-service API 호출의 구성 증거 등 세 가지 유형의 증
거가 자동화됩니다. 자동화할 수 없는 증거의 경우 Audit Manager Manager를 사용하여 수동 증거를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Note

Audit Manager 특정 규정 준수 표준 및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증거 수집을 지원합
니다. 그러나 규정 준수를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Audit Manager를 통해 수집된 증거에는 
감사에 필요한 운영 프로세스의 세부 정보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udit Manager 법률 고문
이나 규정 준수 전문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평가 대상 규정 준수 프레임워크에 대해 인증을 받은 
타사 평가자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Audit Manager 평가는 AWS 조직의 여러 계정을 대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Audit Manager 증거를 수집
하여 AWS Organizations Organizations의 위임된 관리자 계정으로 통합합니다. 이 감사 기능은 주로 규정 준
수 및 내부 감사 팀에서 사용하며 AWS 계정에 대한 읽기 권한만 있으면 됩니다.

33

https://docs.aws.amazon.com/audit-manager/latest/userguide/framework-overviews.html


AWS규범적 지침 AWS보안 참조 아키텍처
AWS Artifact

설계 고려 사항

• Audit Manager Security Hub 및 AWS Config와 같은 다른 AWS 보안 서비스를 보완하여 위험 관
리 프레임워크를 구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Audit Manager 독립적인 위험 보증 기능을 제공하
는 반면, Security Hub는 위험을 감독하는 데 도움을 주고 AWS Config 규정 준수 팩은 위험 관리
를 지원합니다. 내부 감사 협회 (IIA) 에서 개발한 3선 모델에 익숙한 감사 전문가는 이러한 AWS 
서비스 조합이 세 가지 방어선을 커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AWS 클라우드 운영 및 마이그레이션 블로그의 2부로 구성된 블로그 시리즈를 참조하십시오.

• Audit Manager Security Hub 증거를 수집하려면 두 서비스의 위임된 관리자 계정이 동일한 AWS 
계정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AWS SRA에서는 보안 도구 계정이 감사 관리자의 위임된 관
리자입니다.

AWS Artifact
AWS Artifact는 보안 도구 계정 내에서 호스팅되어 AWS 조직 관리 계정에서 규정 준수 Artifact 관리 기능을 
위임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배포에 AWS Org Management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므로 
이 위임은 중요합니다. 대신 구성원 계정에 배포를 위임하세요. 감사 Artifact 관리는 멤버 계정에서 수행할 
수 있고 기능은 보안 및 규정 준수 팀과 긴밀하게 연계되므로 Security Tooling 계정은 AWS Artifact의 위임
된 관리자 계정으로 지정됩니다. AWS Artifact 보고서를 사용하여 AWS ISO 인증, 결제 카드 산업 (PCI), 시
스템 및 조직 제어 (SOC) 보고서와 같은 AWS 보안 및 규정 준수 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감사 및 규
정 준수 팀과 관련된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역할로만 이 기능을 제한하여 필요한 경
우 외부 감사자가 해당 보고서를 다운로드 및 검토하여 외부 감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IAM 정책을 통해 특정 AWS Artifact 보고서에만 액세스하도록 특정 IAM 역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샘
플 IAM 정책은 AWS Artifact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설계 고려 사항

• 감사 및 규정 준수 팀을 위한 전용 AWS 계정을 사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보안 도구 계정과 분리된 
보안 감사 계정에서 AWS Artifact를 호스팅할 수 있습니다. AWS Artifact 보고서는 조직이 문서화
된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거나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감
사 아티팩트는 시스템 개발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수집 및 보관되며 내부 또는 외부 감사 및 
평가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KMS
AWS Key Management Service (AWS KMS) 를 사용하면 다양한 AWS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암호화 
키를 생성 및 관리하고 암호화 키 사용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AWS KMS는 하드웨어 보안 모듈을 사용하여 
암호화 키를 보호하는 안전하고 복원력이 뛰어난 서비스입니다. 이는 키 저장, 교체 및 액세스 제어와 같은 
주요 자료에 대한 업계 표준 라이프사이클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AWS KMS는 암호화 및 서명 키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으며, AWS Encryption SDK를 통해 서버 측 암호화와 클라이언트 측 암호화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 및 유연성을 위해 AWS KMS는 고객 관리형 키, AWS 관리형 키, AWS 소유 키라는 세 가지 
유형의 키를 지원합니다. 고객 관리형 키는 사용자가 생성, 소유 및 관리하는 AWS 계정의 AWS KMS 키입니
다. AWS 관리형 키는 AWS KMS와 통합된 AWS 서비스가 고객의 계정에서 고객 대신 생성, 관리 및 사용하
는 AWS KMS 키입니다. AWS 소유 키는 AWS 서비스가 여러 AWS 계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관리
하는 AWS KMS 키 모음입니다. KMS 키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KMS 설명서 및 AWS KMS 암호화 
세부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배포 옵션 중 하나는 KMS 키 관리 책임을 단일 계정으로 집중시키는 동시에 키와 IAM 정책을 조합하여 애
플리케이션 리소스별로 키 사용 권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안전하고 관리하기 쉽지만 AWS 
KMS 제한, 계정 서비스 제한 및 보안 팀의 운영 키 관리 작업으로 인해 장애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 다
른 배포 옵션은 AWS KMS를 여러 계정에 배치하고 특정 계정의 인프라 및 워크로드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자체 키를 관리하도록 허용하는 분산형 모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모델을 사용하면 워크로드 팀이 암호
화 키 사용에 대한 제어, 유연성 및 민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API 제한을 피하고, 영향 범위를 하나의 
AWS 계정에만 제한하고, 보고, 감사 및 기타 규정 준수 관련 작업을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분산형 모
델에서는 분산형 키가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되고 확립된 모범 사례 및 정책에 따라 KMS 키 사용이 감사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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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가드레일을 배포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백서 AWS Key Management Service 모
범 사례를 참조하십시오. AWS SRA는 KMS 키가 사용되는 계정 내에 로컬로 상주하는 분산 키 관리 모델을 
권장합니다. 모든 암호화 기능에 대해 한 계정의 단일 키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능 및 데이터 보
호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하고 최소 권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암호
화 권한이 암호 해독 권한과 분리되어 관리자가 수명 주기 기능을 관리하지만 관리하는 키로 데이터를 암호
화하거나 해독할 수는 없습니다. 

보안 도구 계정에서 AWS KMS는 AWS 조직에서 관리하는 AWS CloudTrail 조직 기록과 같은 중앙 집중식 
보안 서비스의 암호화를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AWS Private CA
AWS Private Certificate Authority(AWS Private CA) 는 EC2 인스턴스, 컨테이너, IoT 디바이스 및 온프레미
스 리소스에 대한 프라이빗 최종 엔티티 TLS 인증서의 수명 주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관리
형 사설 CA 서비스입니다.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암호화된 TLS 통신을 허용합니다. 를 사용하여 
고유한 CA 계층 구조 (하위 CA를 통해 최종 엔터티와 연결) 를 만들고 이 계층을 사용하여 인증서를 발급하
여 내부 사용자, 컴퓨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서버 및 기타 디바이스를 인증하고 컴퓨터 코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AWS Private CA 사설 CA에서 발급한 인증서는 인터넷이 아닌 AWS 조직 내에서만 신뢰할 수 있습
니다.

공개 키 인프라 (PKI) 또는 보안 팀이 모든 PKI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설 CA의 관리 및 생
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워크로드 팀이 인증서 요구 사항을 직접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
다. AWS SRA는 루트 CA가 보안 도구 계정 내에서 호스팅되는 중앙 집중식 CA 계층 구조를 보여줍니다. 루
트 CA는 전체 PKI의 기반이기 때문에 보안 팀은 이를 통해 엄격한 보안 제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WS Resource Access Manager (AWS RAM) 를 사용하여 CA를 애플리케이션 계정에 공유함으로써 사설 
CA에서 사설 인증서를 생성하는 작업은 애플리케이션 개발 팀에 위임됩니다. AWS RAM은 계정 간 공유에 
필요한 권한을 관리합니다. 따라서 모든 계정에서 사설 CA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보다 비용 효율적인 배포 
방법이 제공됩니다. 워크플로 및 구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인 AWS RAM을 사용하여AWS 
Private CA 교차 계정을 공유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Note

ACM은 또한 AWS 서비스에 사용할 퍼블릭 TLS 인증서를 프로비저닝, 관리 및 배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기능을 지원하려면 ACM이 공인 인증서를 사용할 AWS 계정에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서는 이 안내서의 뒷부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계정 (p. 48) 섹션에서 설명합니다.
설계 고려 사항

• AWS Private CA를 사용하여 최대 5개의 레벨로 인증 기관의 계층 구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각각이 자체 루트를 가진 계층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AWS Private CA계층 구조는 조직
의 PKI 설계를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CA 계층 구조를 늘리면 인증 경로에 있는 인증서 수가 늘
어나고, 결국 최종 엔티티 인증서의 검증 시간도 늘어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잘 정의된 CA 
계층 구조는 각 CA에 적합한 세분화된 보안 제어, 하위 CA를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위임하여 관
리 작업을 분할하고, 취소 가능한 신뢰가 제한된 CA를 사용하고, 다양한 유효 기간을 정의하는 기
능 및경로 제한을 적용하는 기능. 루트 CA와 하위 CA가 별도의 AWS 계정에 있는 것이 이상적입
니다. 를 사용하여AWS Private CA CA 계층 구조를 계획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Private CA설명서 및 블로그 게시물인 자동차 및 제조를 위한 엔터프라이즈 규모AWS Private CA 
계층 구조를 보호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 AWS Private CA기존 CA 계층 구조와 통합하여 현재 사용하는 기존 신뢰 루트와 함께 ACM의 자
동화 및 기본 AWS 통합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에서 상위 CA를AWS Private CA 
지원하는 하위 CA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AWS Private CA 설명서의 외
부 상위 CA에서 서명한 하위 CA 인증서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Amazon Inspector
Amazon Inspector는 Amazon EC2 및 컨테이너 워크로드에서 소프트웨어 취약성 및 의도하지 않은 네트워
크 노출을 지속적으로 스캔하는 자동화된 취약성 관리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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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AWS 계정에 공통 보안 서비스 배포

Amazon Inspector Inspector는 리소스를 변경할 때마다 자동으로 스캔하여 리소스의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환경을 지속적으로 평가합니다. 리소스 재검색을 시작하는 이벤트에는 EC2 인스턴스에 새 패키지 설치, 패
치 설치, 리소스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CVE (Common Fulnerability and Exposures) 보고서가 게시되는 시
기가 포함됩니다. 미해결 취약성이 탐지되면 Amazon Inspector는 up-to-date CVE 정보를 네트워크 접근성 
및 악용 가능성 정보와 같은 시간적 및 환경적 요인과 연관시켜 상황에 맞는 검색 결과를 제공하여 Amazon 
Inspector 위험 점수를 계산합니다. 

Amazon Inspector Inspector의 네트워크 연결성 조사 결과는 가상 게이트웨이를 통해 인터넷 게이트웨이, 
VPC 피어링 연결 또는 가상 사설망 (VPN) 과 같은 VPC 엣지에서 또는 VPC 엣지에서 EC2 인스턴스의 접근
성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AWS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자동화하고 잘못 관리되는 보안 그룹, ACL (액
세스 제어 목록), 인터넷 게이트웨이 등을 통해 EC2 인스턴스에 대한 네트워크 액세스가 잘못 구성될 수 있
는 위치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Inspector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AWS Systems Manager 에이전트 (SSM 에이전트) 는 EC2 인스턴스의 취약성 스캔에 필요합니다. EC2 인
스턴스의 네트워크 연결 또는 Amazon Elastic Container Registry (Amazon ECR) 에서 컨테이너 이미지의 
취약성 스캔에는 에이전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Amazon Inspector AWS Organizations 조직과 통합되어 있으며 위임된 관리를 지원합니다. AWS SRA에서
는 보안 도구 계정이 Amazon Inspector Inspector의 위임된 관리자 계정이 됩니다.

설계 고려 사항

• Amazon Inspector Inspector는 두 서비스가 모두 활성화되면 AWS Security Hub 자동으로 통합됩
니다. 이 통합을 사용하여 Amazon Inspector Inspector의 모든 결과를 Security Hub로 보낼 수 있
습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는 보안 태세 분석에 이러한 결과를 포함합니다.

• Amazon Inspector Inspector는 자동으로 결과를 아마존으로 내보내고 EventBridge, 선택에 따
라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버킷으로 내보냅니다. 활성 결과를 S3 버
킷으로 내보내려면 Amazon Inspector에서 결과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KMS 키와 
Amazon Inspector Inspector에서 객체를 업로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S3 버킷이 필요합니다. 
EventBridge 통합을 통해 기존 보안 및 규정 준수 워크플로의 일부로 결과를 거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EventBridge 이벤트는 이벤트가 시작된 멤버 계정 외에도 
Amazon Inspector Inspector에서 위임한 관리자 계정에 게시됩니다.

모든 AWS 계정에 공통 보안 서비스 배포
이 참조 자료의 앞부분에 있는 AWS 조직 전체에 보안 서비스 적용 (p. 13) 섹션에서는 AWS 계정을 보호하는 
보안 서비스를 강조했으며, 이러한 서비스 중 상당수는 AWS Organizations 내에서도 구성 및 관리할 수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중 일부는 모든 계정에 배포해야 하며 AWS SR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관된 가드레일을 사용할 수 있고 AWS 조직 전체에 중앙 집중식 모니터링, 관리 및 거버넌스를 
제공합니다. 

Security Hub GuardDuty, AWS Config, 액세스 분석기 및 AWS CloudTrail 조직 내역이 모든 계정에 표시됩
니다. 처음 세 개는 이전에 관리 계정, 신뢰할 수 있는 액세스 및 위임된 관리자 섹션에서 설명한 위임된 관리
자 (p. 9) 기능을 지원합니다. CloudTrail 현재 다른 집계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AWS SRA GitHub코드 리포지토리는 AWS 조직 관리 계정을 비롯한 모든 계정에서 Security Hub 
GuardDuty, AWS Config, Firewall Manager 및 CloudTrail 조직 추적을 활성화하는 샘플 구현을 제공합니다.

설계 고려 사항

• 특정 계정 구성에는 추가 보안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3 버킷을 관리하는 계정 
(애플리케이션 및 로그 아카이브 계정) 에는 Amazon Macie도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일반 보안 
서비스에서 CloudTrail S3 데이터 이벤트 로깅을 활성화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Macie는 중
앙 집중식 구성 및 모니터링을 통해 위임된 관리를 지원합니다.) 또 다른 예로 Amazon Inspector 
Inspector를 들 수 있는데, 이는 EC2 인스턴스 또는 Amazon ECR 이미지를 호스팅하는 계정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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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OU - 로그 아카이브 계정

• 이 섹션의 앞부분에서 설명한 서비스 외에도 AWS SRA에는 AWS 조직 통합 및 위임된 관리자 기
능을 지원하는 두 가지 보안 중심 서비스인 AWS Detective와 AWS Audit Manager가 포함되어 있
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는 다음 시나리오에서 가장 잘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계
정 기준 설정을 위한 권장 서비스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 팀 또는 리소스 그룹이 있습니다. Detective는 보안 분석 팀에서 

가장 잘 활용하며 Audit Manager 내부 감사 또는 규정 준수 팀에 유용합니다.
•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Security GuardDuty Hub와 같은 핵심 도구 집합에 집중한 다음 추가 기

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여 이러한 도구를 기반으로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안 OU - 로그 아카이브 계정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AWS 보안 참조 아키텍처 (AWSSRA) 의 future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로그 아카이브 계정에 구성된 AWS 보안 서비스를 보여줍니다.

Log Archive 계정은 모든 보안 관련 로그 및 백업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데 사용됩니다. 중앙 집중식 로그를 
통해 Amazon S3 객체 액세스, ID에 의한 무단 활동, IAM 정책 변경 및 민감한 리소스에서 수행되는 기타 중
요한 활동을 모니터링, 감사 및 경고할 수 있습니다. 보안 목표는 간단합니다. 이는 변경 불가능한 스토리지
여야 하며, 제어되고 자동화되고 모니터링되는 메커니즘을 통해서만 액세스할 수 있고 내구성을 고려하여 구
축되어야 합니다 (예: 적절한 복제 및 아카이브 프로세스 사용). 통제를 심층적으로 구현하여 로그 및 로그 관
리 프로세스의 무결성과 가용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에 사용할 최소 권한 역할을 할당하고 제어된 
AWS KMS 키로 로그를 암호화하는 등의 예방 제어 외에도 AWS Config와 같은 탐지 제어를 사용하여 예기
치 않은 변경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권한 모음을 모니터링 (및 경고 및 수정) 하십시오.

설계 고려 사항

• 인프라, 운영 및 워크로드 팀에서 사용하는 운영 로그 데이터는 보안, 감사 및 규정 준수 팀에서 
사용하는 로그 데이터와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영 로그 데이터를 Log Archive 계정으로 통합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보안 및 거버넌스 요구 사항에 따라 이 계정에 저장된 운영 로그 데이터
를 필터링해야 할 수 있습니다. Log Archive 계정에서 운영 로그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
자를 지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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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유형

로그 유형
AWS SRA에 표시된 기본 로그에는 CloudTrail (조직 트레일), 아마존 VPC 흐름 로그, 아마존 CloudFront 및 
AWS WAF WAF의 액세스 로그, 아마존 Amazon Route 53 DNS 로그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로그는 사용자, 
역할, AWS 서비스 또는 네트워크 엔티티 (예: IP 주소로 식별됨) 가 취한 (또는 시도한) 작업에 대한 감사를 
제공합니다. 다른 로그 유형 (예: 애플리케이션 로그 또는 데이터베이스 로그) 도 캡처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
다. 로그 소스 및 로깅 모범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서비스의 보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중앙 로그 스토어로서의 Amazon S3
많은 AWS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또는 독점적으로 정보를 Amazon S3에 기록합니다. AWS CloudTrail, 
Amazon VPC 흐름 로그, AWS Config 및 Elastic Load Balancing 밸런싱은 Amazon S3에 정보를 기록하는 
서비스의 몇 가지 예입니다. 즉, 로그 무결성은 S3 객체 무결성을 통해 달성되고, 로그 기밀성은 S3 객체 액
세스 제어를 통해 달성되며, 로그 가용성은 S3 오브젝트 잠금, S3 객체 버전 및 S3 라이프사이클 규칙을 통
해 달성됩니다. 전용 계정에 있는 중앙 집중식 전용 S3 버킷에 정보를 기록하면 이러한 로그를 몇 개의 버킷
에서 관리하고 엄격한 보안 제어, 액세스 및 업무 분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AWS SRA에서 Amazon S3에 저장된 기본 로그는 CloudTrail 원본이므로 이 섹션에서는 이러한 객체를 보호
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지침은 자체 애플리케이션이나 다른 AWS 서비스에서 생성한 다른 모든 S3 객
체에도 적용됩니다. Amazon S3에 높은 무결성, 강력한 액세스 제어, 자동 보존 또는 삭제가 필요한 데이터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패턴을 적용하십시오. 

기본적으로 S3 버킷의 CloudTrail 로그는 Amazon S3 관리형 암호화 키 (SSE-S3) 가 있는 서버 측 암호화 로 
암호화됩니다. 이렇게 하면 저장된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액세스 제어는 IAM 정책에 의해서
만 제어됩니다. 추가 관리형 보안 계층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보안 S3 버킷에서 관리하는 AWS KMS가 있는 
서버 측 암호화 (SSE-KMS)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번째 수준의 액세스 제어가 추가됩니다. 
로그 파일을 읽으려면 사용자에게 S3 객체에 대한 Amazon S3 읽기 권한과 연결된 키 정책으로 복호화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는 IAM 정책 또는 역할이 모두 적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옵션을 사용하면 Amazon S3에서 CloudTrail 로그 객체의 무결성을 보호하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CloudTrail 는 로그 파일이 CloudTrail 전송된 후 수정 또는 삭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로그 파일 무결성 검
증을 제공합니다. 다른 옵션은 S3 객체 잠금 단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S3 버킷 자체를 보호하는 것 외에도 로깅 서비스 (예: CloudTrail) 및 Log Archive 계정에 대한 최소 권한 원칙
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WS 관리형 IAM 정책에서 권한을 부여한 사용자는 자신의 AWS 계정에
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감사 기능을 사용 중지하거나 재구성할 AWSCloudTrail_FullAccess 수 있습니다. 
이 IAM 정책의 적용을 최대한 적은 수의 개인으로 제한하세요. 

AWS Config 및 AWS IAM Access Analyzer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탐지 제어를 사용하여 예상치 못한 변경
에 대해 이 광범위한 예방 제어 집합을 모니터링 (및 경고 및 수정) 하십시오. 

S3 버킷의 보안 모범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설명서, 온라인 테크 토크 및 블로그 게시물
Amazon S3 데이터 보안을 위한 10가지 주요 보안 모범 사례를 참조하십시오.

인프라 OU - 네트워크 계정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AWS 보안 참조 아키텍처 (AWSSRA) 의 future 영향을 미치세요.

다음 다이어그램은 Network 계정에 구성된 AWS 보안 서비스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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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OU - 네트워크 계정

네트워크 계정은 애플리케이션과 광범위한 인터넷 간의 게이트웨이를 관리합니다. 양방향 인터페이스를 보
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계정은 네트워킹 서비스, 구성 및 운영을 개별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 보
안 및 기타 인프라로부터 격리합니다. 이러한 구성은 연결성, 권한 및 데이터 흐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업
무 분리를 지원하고 이러한 계정에서 운영해야 하는 팀의 권한을 최소화합니다. 네트워크 흐름을 별도의 인
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가상 사설 클라우드 (VPC) 로 분할하여 민감한 인프라와 트래픽을 원치 않는 액세스로
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인바운드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위험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며 적절한 라우팅, 모
니터링 및 잠재적 문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프라 계정은 조직 관리 계정과 인프라 OU의 권한 가드
레일을 상속합니다. 네트워킹 (및 보안) 팀은 이 계정에서 대부분의 인프라를 관리합니다.

39



AWS규범적 지침 AWS보안 참조 아키텍처
네트워크 아키텍처

네트워크 아키텍처
네트워크 설계 및 세부 사항은 이 문서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다양한 계정 간의 네트워크 연결에는 VPC 피어
링 PrivateLink, AWS 및 AWS Transit Gateway라는 세 가지 옵션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중에서 선
택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은 운영 표준, 예산 및 특정 대역폭 요구 사항입니다. 

• VPC 피어링 ‒ 두 VPC를 연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VPC 피어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연결은 VPC 간
의 완전한 양방향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별도의 계정과 AWS 리전에 있는 VPC도 함께 피어링할 수 있
습니다. 대규모로 볼 때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VPC를 피어링으로 상호 연결하면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피어링 연결 메쉬가 생성되므로 관리 및 확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VPC 피어링은 한 VPC의 리소스
가 다른 VPC의 리소스와 통신해야 하고, 두 VPC의 환경이 제어 및 보호되며, 연결할 VPC 수가 10개 미만
인 경우에 가장 적합합니다 (각 연결을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 AWS PrivateLink ‒ VPC,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 간의 프라이빗 연결을 PrivateLink 제공합니다. VPC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고 PrivateLink 구동 서비스 (엔드포인트 서비스라고도 함) 로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타 AWS 보안 주체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인터페이스 VPC 엔드포인트 또는 Gateway Load 
Balancer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여 VPC 엔드포인트 서비스로 이어지는 연결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를 사
용하면 PrivateLink 서비스 트래픽이 공개적으로 라우팅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하나 
이상의 소비자 VPC에 서비스 공급자 VPC의 특정 서비스 또는 인스턴스 세트에 대한 단방향 액세스를 제
공하려는 클라이언트-서버 설정이 있을 PrivateLink 때 사용합니다. 이는 두 VPC의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IP 주소가 중복되는 경우에도 좋은 옵션입니다. 클라이언트 VPC 내에서 엘라스틱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PrivateLink 사용하여 서비스 공급자와 IP 충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AWS Transit Gateway ‒ Transit Gateway는 가상 어플라이언스를 프로비저닝할 필요 없이 VPC와 온프레
미스 네트워크를 완전관리형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는 hub-and-spoke 설계를 제공합니다. AWS는 고가
용성과 확장성을 관리합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는 리전 리소스이며 동일한 AWS 리전 내에서 수천 개의 
VPC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연결 (VPN 및 AWS Direct Connect 연결) 을 단일 전송 게이트웨
이에 연결하여 AWS 조직의 전체 라우팅 구성을 한 곳에서 통합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트랜짓 게이트웨
이는 여러 VPC 피어링 연결을 대규모로 생성하고 관리하는 데 따르는 복잡성을 해결합니다. VPC 피어링
은 대부분의 네트워크 아키텍처에서 기본값이지만 비용, 대역폭 및 지연 시간과 관련된 특정 요구 사항으
로 인해 VPC 피어링이 요구 사항에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인바운드 (인그레스) VPC
인바운드 VPC는 애플리케이션 외부에서 시작된 네트워크 연결을 수락, 검사 및 라우팅하기 위한 것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따라 이 VPC 일부 네트워크 주소 변환 (NAT) 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VPC의 흐름 로그는 캡처되어 Log Archive 계정에 저장됩니다.

아웃바운드 (이그레스) VPC
아웃바운드 VPC는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시작된 네트워크 연결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따라 이 VPC에서 트래픽 NAT, AWS 서비스별 VPC 엔드포인트 및 외부 API 엔드포인트 호스팅이 나
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VPC의 흐름 로그는 캡처되어 Log Archive 계정에 저장됩니다.

검사 VPC
전용 검사 VPC는 VPC (동일한 AWS 지역 또는 다른 AWS 지역), 인터넷 및 온프레미스 네트워크 간의 검사
를 관리하기 위한 단순하고 중앙화된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AWS SRA의 경우 VPC 간의 모든 트래픽이 
검사 VPC를 통과하도록 하고 검사 VPC 다른 워크로드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AWS Network Firewall
AWS 네트워크 방화벽은 VPC를 위한 고가용성 관리형 Network Firewall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상태 기반 
검사, 침입 방지 및 탐지, 웹 필터링을 손쉽게 배포하고 관리하여 AWS에서 가상 네트워크를 보호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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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Access Analyzer

니다. Network Firewall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Network Firewall — VPC의 새로운 관리형 방화벽 
서비스 블로그 게시물을 참조하십시오.

VPC에서는 가용 영역별로 방화벽을 사용합니다. 각 가용 영역에 대해 트래픽을 필터링하는 방화벽 엔드포
인트를 호스팅할 서브넷을 선택합니다. 가용 영역의 방화벽 엔드포인트는 해당 가용 영역이 위치한 서브넷
을 제외하고 해당 영역 내의 모든 서브넷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용 사례 및 배포 모델에 따라 방화벽 서브
넷은 공용 또는 비공개일 수 있습니다. 방화벽을 사용하면 트래픽 흐름에 완전히 영향을 받지 않으며 NAT 
(Network Address Translation) 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소스 및 목적지 주소를 보존합니다. 이 참조 아키텍처
에서는 방화벽 엔드포인트가 검사 VPC 호스팅됩니다. 인바운드 VPC에서 아웃바운드 VPC로 향하는 모든 
트래픽은 검사를 위해 이 방화벽 서브넷을 통해 라우팅됩니다. 

Network Firewall Amazon CloudWatch 지표를 통해 방화벽 활동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며, Amazon S3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및 Amazon Kinesis Data Firehose Firehose로 로그를 전송하여 네트
워크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을 높입니다. CloudWatch Network Firewall AWS 파트너의 기술을 비롯한 기존 
보안 접근 방식과 상호 운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작성했거나 타사 공급업체 또는 오픈 소스 플랫폼에
서 외부 소싱했을 수 있는 기존 Suricata 규칙 세트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AWS SRA에서는 서비스의 네트워크 제어 중심 기능이 계정의 의도와 일치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계정 내에
서 네트워크 방화벽을 사용합니다. 

설계 고려 사항

• AWS Firewall Manager Manager는 네트워크 방화벽을 지원하므로 조직 전체에 Network Firewall 
규칙을 중앙에서 구성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설명서의 AWS Network 
Firewall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Firewall Manager 구성하면 지정한 계정과 VPC에 규칙 집합이 포
함된 방화벽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또한 퍼블릭 서브넷이 포함된 모든 가용 영역의 전용 서브넷
에 엔드포인트를 배포합니다. 동시에 중앙에서 구성된 규칙 집합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은 배포된 
Network Firewall 방화벽의 다운스트림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 Network Firewall 방화벽에는 여러 가지 배포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합한 모델은 사용 사
례 및 요구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Network Firewall 개별 VPC에 배포되는 분산 배포 모델입니다.
• 동서 (VPC-VPC) 또는 남북 (인터넷 송신 및 수신, 온프레미스) 트래픽을 위해 중앙 집중식 

VPC에 Network Firewall 배포하는 중앙 집중식 배포 모델입니다.
• 동서 트래픽과 일부 남북 트래픽을 위해 Network Firewall 중앙 집중식 VPC 배포하는 통합 배

포 모델입니다.
•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서비스를 배포하는 데 Network Firewall 서브넷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

다. 이는 Network Firewall 서브넷 내의 소스 또는 대상에서 오는 트래픽을 검사할 수 없기 때문입
니다.

Network Access Analyzer
Network Access Analyzer는 리소스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네트워크 액세스를 식별하는 Amazon VPC의 기
능입니다. Network Access Analyzer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세분화를 검증하고, 인터넷에서 액세스할 수 있거
나 신뢰할 수 있는 IP 주소 범위에서만 액세스할 수 있는 리소스를 식별하고, 모든 네트워크 경로에 적절한 
네트워크 컨트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Network Access Analyzer는 자동화된 추론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AWS 네트워크의 리소스 간에 패킷이 취할 
수 있는 네트워크 경로를 분석하고 정의된 네트워크 액세스 범위와 일치하는 경로에 대한 결과를 산출합니
다. Network Access Analyzer는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정적 분석을 수행합니다. 즉, 이 분석의 일환으로 네트
워크에서 패킷이 전송되지 않습니다.

Amazon Inspector 네트워크 도달성 규칙은 관련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규칙에 의해 생성된 결과는 
애플리케이션 계정에서 사용됩니다. 네트워크 액세스 분석기와 네트워크 도달성은 모두 AWS Provable 
Security 이니셔티브의 최신 기술을 사용하며, 이 기술을 다양한 중점 영역에 적용합니다. 네트워크 연결성 
패키지는 특히 EC2 인스턴스와 해당 인스턴스의 인터넷 접근성에 중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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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ertificate Manager

네트워크 계정은 AWS 환경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트래픽을 제어하는 중요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정의합니
다. 이 트래픽은 엄격하게 모니터링되어야 합니다. AWS SRA에서는 네트워크 계정 내에서 Network Access 
Analyzer를 사용하여 의도하지 않은 네트워크 액세스를 식별하고,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 인터넷에 액세
스할 수 있는 리소스를 식별하고, 네트워크 방화벽 및 NAT 게이트웨이와 같은 적절한 네트워크 컨트롤이 리
소스와 인터넷 게이트웨이 간의 모든 네트워크 경로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설계 고려 사항

• 네트워크 액세스 분석기는 Amazon VPC의 기능이며 VPC가 있는 모든 AWS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관리자는 범위가 엄격한 교차 계정 IAM 역할을 맡아 승인된 네트워크 경로가 
각 AWS 계정 내에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AWS Certificate Manager
AWS Certificate Manager (ACM) 를 사용하면 AWS 서비스 및 내부 연결 리소스에서 사용할 퍼블릭 및 프라
이빗 TLS 인증서를 프로비저닝, 관리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ACM을 사용하면 인증서를 신속하게 요청하여 
Elastic Load Balancing 밸런서, Amazon 배포 및 Amazon API Gateway의 API와 같은 ACM 통합 AWS 리소
스에 인증서를 CloudFront 배포하고 ACM이 인증서 갱신을 처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key pair 또는 인증서 
서명 요청 (CSR) 을 생성하거나 인증 기관 (CA) 에 CSR을 제출하거나 인증서를 받을 때 인증서를 업로드하
고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ACM은 타사 CA에서 발급한 TLS 인증서를 가져와서 ACM 통합 서비스에 
배포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ACM을 사용하여 인증서를 관리하는 경우 강력한 암호화 및 키 관리 모
범 사례를 사용하여 인증서 개인 키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저장합니다. ACM을 사용하면 공인 인증서 프로비
저닝에 대한 추가 비용이 없으며 ACM이 갱신 프로세스를 관리합니다.

ACM은 네트워크 계정에서 공개 TLS 인증서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며, 이 인증서는 CloudFront 배포판에
서 최종 사용자와 사용자 간의 HTTPS 연결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CloudFront. 자세한 내용은 IAM
CloudFront 문서를 참조하세요. 

설계 고려 사항

• 외부 인증 인증서의 경우 ACM은 인증서를 프로비저닝하는 리소스와 동일한 계정에 있어야 합니
다. 계정 간에 인증서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AWS WAF
AWS WAF WAF는 Amazon CloudFront 배포, Amazon API Gateway REST API, Application Load Balancer 
또는 AWS AppSync GraphQL API로 전달되는 HTTP 및 HTTPS 요청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주는 웹 애플
리케이션 방화벽입니다. 또한 AWS WAF를 사용하여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시작되는 IP 주소 또는 쿼리 문자열의 값과 같이 사용자가 지정하는 조건에 따라, 프런트 서비스는 요청된 콘
텐츠 또는 HTTP 403 (Forbidden) 상태 코드로 요청에 응답합니다.

AWS SRA에서는 네트워크 계정을 보호하기 때문에 AWS WAF WAF가 사용됩니다 CloudFront. 

설계 고려 사항

• CloudFront AWS WAF 기능을 향상시키고 두 서비스가 함께 더 잘 작동하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
합니다. 

• AWS WAF, AWS Firewall Manager 및 AWS Shield Shield를 함께 사용하여 포괄적인 보안 솔루
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AWS WAF WAF로 시작합니다. Firewall Manager 사용하여 AWS WAF 
관리를 자동화하고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Shield Advanced는 분산 서비스 거부 (DDoS) 대응 팀 
(DRT) 의 전담 지원 및 고급 보고와 같은 AWS WAF 외에 추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리소스에 추
가되는 보호를 세부적으로 제어하려면 AWS WAF WAF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계정에
서 AWS WAF를 사용하거나, AWS WAF 구성을 가속화하거나, 새 리소스 보호를 자동화하려면 
AWS WAF와 함께 Firewall Manager를 사용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시성이 높은 웹 사이트를 소
유하고 있거나 DDoS 악성 이벤트가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 AWS Shield Advanced에서 
제공하는 추가 기능 구매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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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Route 53
Amazon Route 53는 가용성과 확장성이 뛰어난 DNS(도메인 이름 시스템) 웹 서비스입니다. Route 53을 사
용하여 세 가지 주요 기능, 즉 도메인 등록, DNS 라우팅, 상태 확인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Route 53을 DNS 서비스로 사용하여 도메인 이름을 EC2 인스턴스, S3 버킷, CloudFront 배포 및 기타 AWS 
리소스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DNS 서버의 분산 특성은 최종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으로 일관되게 라우팅
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oute 53 트래픽 흐름 및 라우팅 제어와 같은 기능을 사용하면 기본 애플리케
이션 엔드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사용자를 대체 위치로 재라우팅하도록 간단하게 구성된 장애 
조치를 통해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Route 53 Resolver는 AWS Direct Connect 또는 AWS 관리형 VPN
을 통해 VPC 및 온프레미스 네트워크에 대한 재귀 DNS를 제공합니다.

Route 53과 함께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서비스를 사용하면 DNS 데이터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사용자를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DNS 보안 확장 (DNSSEC) 서명을 활성화하여 DNS 해석
기가 DNS 응답이 Route 53에서 왔으며 변조되지 않았는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Route 53 Resolver DNS 방화벽을 사용하면 VPC의 아웃바운드 DNS 요청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
청은 도메인 이름 해석을 위해 Route 53 Resolver를 통해 라우팅됩니다. DNS 방화벽 보호의 주된 용도는 데
이터의 DNS 유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DNS 방화벽을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에서 쿼리할 수 있는 도메인
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 도메인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하고 다른 모든 
쿼리가 통과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명시적으로 신뢰하는 도메인을 제외한 모든 도메인에 대한 액
세스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DNS 방화벽을 사용하여 VPC 엔드포인트 이름을 포함하여 프라이빗 호스팅 영
역 (공유 또는 로컬 호스팅 영역) 의 리소스에 대한 해석 요청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퍼블릭 또는 프
라이빗 EC2 인스턴스 이름에 대한 요청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Route 53 리졸버는 기본적으로 모든 VPC의 일부로 생성됩니다. AWS SRA에서 Route 53은 주로 DNS 방화
벽 기능을 위해 네트워크 계정에서 사용됩니다. 

설계 고려 사항

• DNS 방화벽과 AWS Network Firewall 모두 다른 유형의 트래픽이 아닌 경우 도메인 이름 필터링
을 제공합니다. DNS 방화벽과 Network Firewall 함께 사용하여 서로 다른 두 네트워크 경로에서 
애플리케이션 계층 트래픽에 대한 도메인 기반 필터링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DNS 방화벽은 VPC 내의 애플리케이션에서 Route 53 Resolver를 통과하는 아웃바운드 DNS 

쿼리에 대한 필터링을 제공합니다. 쿼리에 대한 사용자 지정 응답을 차단된 도메인 이름에 전송
하도록 DNS 방화벽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 Network Firewall 은 네트워크 계층 및 애플리케이션 계층 트래픽 모두에 대한 필터링을 제공하
지만 Route 53 Resolver에서 만든 쿼리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아마존 CloudFront
CloudFront Amazon은 네트워크 수준 및 애플리케이션 수준 보호를 모두 제공하는 안전한 콘텐츠 전송 네트
워크 (CDN) 입니다. SSL/TLS 인증서를 사용하여 콘텐츠, API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전송할 수 있으며 고급 
SSL 기능이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AWS Certificate Manager (ACM) 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TLS 인증서
를 생성하고 ACM 섹션의 (p. 42) 앞부분에서 설명한 대로 최종 사용자 간에 HTTPS 통신을 적용할 수 있
습니다. CloudFront 또한 사용자 지정 CloudFront 오리진과 사용자 지정 오리진 간의 통신에 전송 시 end-to-
end 암호화를 구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오리진 서버에 TLS 인증서를 설치해야 합
니다. 오리진이 ELB 로드 밸런서일 경우 ACM에서 생성한 인증서 또는 타사 CA에서 검증하여 ACM으로 가
져온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3 버킷 웹 사이트 엔드포인트가 오리진인 경우, Amazon S3에서 웹 사
이트 엔드포인트로 HTTPS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오리진에 HTTPS를 사용하도록 구성할 CloudFront 수 없습
니다. (하지만 시청자 간에는 여전히 HTTPS를 요구할 수 CloudFront 있습니다.) HTTPS 인증서 설치를 지원
하는 다른 모든 오리진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서드 파티 CA에서 서명한 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CloudFront CDN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 기능을 사용하여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서명된 URL 및 서명된 쿠키를 사용하면 토큰 인증을 지원하여 인증된 뷰어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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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적 제한 기능을 사용하면 특정 지리적 위치에 있는 사용자가 배포 대상 콘텐츠에 액세스하는 것을 차
단할 수 CloudFront 있습니다.

• 원본 액세스 ID (OAI) 기능을 사용하여 S3 버킷에 대한 액세스를 다음에서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CloudFront 있습니다. 

AWS SRA에서는 CloudFront Amazon이 네트워크 계정 내에서 사용됩니다. 이 계정은 워크로드가 AWS 외
부로 통신하는 데 필요한 네트워킹 인프라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설계 고려 사항

• CloudFront, AWS Shield, AWS WAF 및 Amazon Route 53는 원활하게 연동되어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 계층 DDoS 공격을 비롯한 여러 유형의 무단 이벤트에 대한 유연하고 계층화된 
보안 경계를 구축합니다. CloudFront AWS WAF 기능을 향상시키고 두 기능이 함께 더 잘 작동
하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설명서에서 AWS WAF WAF가 Amazon 
CloudFront 기능과 함께 작동하는 방식을 참조하십시오. 

• 와 CloudFront 같은 CDN을 통해 웹 콘텐츠를 전송할 때는 시청자 요청이 CDN을 우회하여 원
본 콘텐츠에 직접 액세스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
AWS WAF 및 AWS Secrets Manager Manager를 사용하여 Amazon CloudFront 오리진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 워크로드가 AWS 외부로 통신하는 데 필요한 모든 네트워크 인프라가 애플리케이션 계정 내에 로
컬로 상주하는 분산 아키텍처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트워크 아키텍처 및 라우팅
이 단순화되고 교차 계정 수신/발신 요금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분산 
아키텍처에서는 모든 네트워크 경로에 대한 보안 제어를 실행하려면 강력한 보안 감독을 적용해
야 합니다.

AWS Shield
AWS Shield Shield는 AWS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는 관리형 DDoS 보호 서비스입니다. 
Shield는 애플리케이션 다운타임과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는 상시 탐지 및 자동 인라인 완화 기능을 제공하므
로 DDoS 보호의 혜택을 받기 위해 AWS Support를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AWS SRA에서 AWS Shield 어드밴스드는 Route 53과 Route 53을 보호하도록 구성되어 CloudFront 있습니
다. 

설계 고려 사항

• 쉴드에는 Shield 스탠다드와 쉴드 어드밴스드의 두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모든 AWS 고객은 추가 
비용 없이 Shield Standard의 자동 보호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Shield Standard는 가장 흔하
고 자주 발생하는 인프라 (계층 3 및 4) 이벤트로부터 보호합니다. Shield Standard는 결정론적 패
킷 필터링과 우선순위 기반 트래픽 쉐이핑을 사용하여 기본 네트워크 계층 공격을 자동으로 완화
합니다. Shield Advanced는 보호된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Amazon EC2), Elastic Load 
Balancing (ELB), Amazon CloudFront, AWS Global Accelerator 및 Route 53 리소스에서 실행되
는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하는 무단 이벤트에 대해 보다 정교한 자동 완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Shield Advanced는 아마존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를 CloudWatch 기록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AWS 설명서의 AWS Shield 어드밴스드 지표 및 경보를 참조하십시오.) 가시성이 높은 웹사
이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DDoS 공격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Shield Advanced가 제공하는 추가 기
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AWS RAM
AWS Resource Access Manager (AWS RAM) 를 사용하면 한 AWS 계정에서 생성한 AWS 리소스를 다
른 AWS 계정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AWS RAM은 리소스 공유를 관리하고 계정 전체에서 이러
한 경험을 표준화할 수 있는 중앙 위치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관리 및 청구 격리를 활용하면서 리소스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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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OU - 공유 서비스 계정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다중 계정 전략이 제공하는 영향 억제 혜택의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AWS 
Organizations에서 계정을 관리하는 경우 AWS RAM을 사용하면 조직의 모든 계정과 리소스를 공유하거나 
하나 이상의 지정된 조직 단위 (OU) 내 계정과만 리소스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정이 조직의 일부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정 ID로 특정 AWS 계정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일부 리소스 유형을 지정된 IAM 
역할 및 사용자와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AWS RAM을 사용하면 VPC 서브넷 및 Route 53 규칙과 같은 IAM 리소스 기반 정책을 지원하지 않는 리소스
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AWS RAM을 사용하면 리소스 소유자는 공유한 개별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
는 보안 주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AM 엔티티는 자신과 공유된 리소스 목록을 직접 검색할 수 있지만 IAM 
리소스 정책에서 공유하는 리소스로는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AWS RAM을 사용하여 AWS 조직 외
부에서 리소스를 공유하는 경우 초대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수신자는 초대를 수락해야 리소스에 대한 액세
스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추가 점검 및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AWS RAM은 공유 리소스가 배포된 계정에서 리소스 소유자가 호출하고 관리합니다. AWS SRA에서 설명하
는 AWS RAM의 일반적인 사용 사례 중 하나는 네트워크 관리자가 VPC 서브넷과 전송 게이트웨이를 전체 
AWS 조직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AWS 계정 및 네트워크 관리 기능을 분리하고 업무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VPC 공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블로그 게시물 VPC 공유: 여러 계정 및 VPC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 및 AWS 네트워크 인프라 백서를 참조하십시오. 

설계 고려 사항

• 서비스형 AWS RAM은 AWS SRA의 네트워크 계정 내에서만 배포되지만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계정에 배포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레이크 관리를 단일 데이터 레이크 계정으로 중앙 집중화한 
다음 AWS Lake Formation 데이터 카탈로그 리소스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 를 AWS 조직의 다
른 계정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Lake Formation 설명서 및 AWS 블로그 게시
물을 참조하십시오. AWS Lake Formation을 사용하여 AWS 계정 간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
십시오. 또한 보안 관리자는AWS Private CA 계층 구조를 구축할 때 AWS RAM을 사용하여 모범 
사례를 따를 수 있습니다. CA는 CA 계층 구조에 액세스하지 않고도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외
부 타사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본 조직은 타사 액세스를 제한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
다.

인프라 OU - 공유 서비스 계정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AWS 보안 참조 아키텍처 (AWSSRA) 의 future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공유 서비스 계정에 구성된 AWS 보안 서비스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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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Systems Manager

Shared Services 계정은 인프라 OU의 일부이며, 이 계정의 목적은 여러 애플리케이션 및 팀이 결과를 제공
하기 위해 사용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디렉터리 서비스 (Active Directory), 메시징 서비
스 및 메타데이터 서비스가 이 범주에 속합니다. AWS SRA는 보안 제어를 지원하는 공유 서비스를 강조합니
다. 네트워크 계정도 인프라 OU의 일부이지만 업무 분리를 지원하기 위해 Shared Services 계정에서 제거됩
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관리하는 팀에는 네트워크 계정에 대한 권한이나 액세스 권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AWS Systems Manager
AWS Systems Manager (조직 관리 계정 및 애플리케이션 계정에도 포함됨) 는 AWS 리소스를 가시화하
고 제어할 수 있는 기능 모음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 중 하나인 Systems Manager Explorer는 AWS 리
소스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AWS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AWS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AWS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AWS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AWS Organizations와 Systems Manager 
Explorer를 사용해 AWS Organizations와 Systems Manager Explorer를 사용해 AWS Organizations 
Organizations와 Systems Manager Explo Systems Manager AWS Organizations의 위임된 관리자 기능을 
통해 공유 서비스 계정에 배포됩니다.

Systems Manager 관리형 인스턴스 를 스캔하고 탐지된 정책 위반을 보고하거나 시정 조치를 취해서 보안 
및 규정 준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ystems Manager Manager를 개별 구성원 AWS 계정 (예: 애플
리케이션 계정) 의 적절한 배포와 함께 사용하면 인스턴스 인벤토리 데이터 수집을 조정하고 패치 및 보안 업
데이트와 같은 자동화를 중앙 집중화할 수 있습니다.

AWS Managed Microsoft AD
AWS Directory Service Managed Microsoft AD라고도 하는 AWS Managed Microsoft AD라고도 하는 AWS 
Managed Microsoft AD라고도 하는 AWS Managed Microsoft AD라고도 하는 AWS Managed Microsoft 
AD라고도 하는 AWS Managed Microsoft AD라고도 하는 AWS Managed Microsoft AD라고도 하는 AWS 
Managed Microsoft AD라고도 하는 AWS Managed Microsoft AD라고도 하는 AWS Managed Micro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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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 Identity Center

Active AWS 관리형 Microsoft AD를 사용하여 Windows 서버용 Amazon EC2, Linux용 Amazon EC2 및
Amazon RDS for SQL Server 인스턴스를 도메인에 연결하고  WorkSpaces아마존과 같은 AWS 최종 사용자 
컴퓨팅 (EUC) 서비스를 Active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디렉터리 사용자 및 그룹 

AWS 관리형 Microsoft AD를 사용하면 기존 Active Directory를 AWS로 확장하고 기존 온프레미스 사용
자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프레미스의 고가용성 Active 
Directory를 실행하고 유지 관리하는 복잡한 작업 없이 온-프레미스 사용자, 그룹, 응용 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컴퓨터, 노트북 및 프린터를 AWS 관리형 Microsoft AD 도메인에 연결할 수 있습니
다. 

AWS 관리형 Microsoft AD는 Microsoft Active Directory를 기반으로 구축되며 기존 Active Directory의 데이터
를 클라우드로 동기화하거나 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GPO (그룹 정책 개체), 도메인 트러스트, 세분화된 암
호 정책, 그룹 관리 서비스 계정 (gMSAs), 스키마 확장 및 Kerberos 기반 싱글 사인온과 같은 익숙한 Active 
Directory 관리 도구 및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Active Directory 보안 그룹을 사용하여 관리 작업을 
위임하고 액세스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다중 지역 복제를 사용하면 단일 AWS 관리형 Microsoft AD 디렉터리를 여러 AWS 지역에 배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icrosoft Windows 및 Linux 워크로드를 전 세계적으로 더 쉽고 비용 효율적으로 배포
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다중 지역 복제 기능을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이 최적의 성능을 위해 로
컬 디렉터리를 사용하는 동안 복원력이 향상됩니다. 

AWS 관리형 Microsoft AD는 클라이언트 및 서버 역할 모두에서 SSL/TLS (LDAPS라고도 함) 를 통한 경량 
디렉터리 액세스 프로토콜 (LDAP) 을 지원합니다. AWS 관리형 Microsoft AD는 서버로 작동할 때 포트 636 
(SSL) 및 389 (TLS) 를 통한 LDAPS를 지원합니다. AWS 기반 AD CS (Active Directory 인증서 서비스) 인증 
기관 (CA) 에서 AWS 관리형 Microsoft AD 도메인 컨트롤러에 인증서를 설치하여 서버 측 LDAPS 통신을 활
성화합니다. AWS 관리형 Microsoft AD는 클라이언트 역할을 할 때 포트 636 (SSL) 을 통한 LDAPS를 지원
합니다. 서버 인증서 발급자의 CA 인증서를 AWS에 등록한 다음 디렉터리에서 LDAPS를 활성화하여 클라이
언트 측 LDAPS 통신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AWS SRA에서 AWS 디렉터리 서비스는 공유 서비스 계정 내에서 여러 AWS 회원 계정에서 Microsoft 인식 
워크로드를 위한 도메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설계 고려 사항

• IAM ID 센터를 사용하고 AWS 관리형 Microsoft AD를 자격 증명 소스로 선택하면 온프레미
스 Active Directory 사용자에게 기존 Active Directory 자격 증명으로 AWS 관리 콘솔 및 AWS 
Command Line Interface (AWS CLI) 에 로그인할 수 있는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를 통해 사용자는 로그인 시 자신에게 할당된 역할 중 하나를 맡아 역할에 정의된 권한에 따라 리
소스에 액세스하고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옵션은 AWS 관리형 Microsoft AD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IAM Identity Center
AWS SRA는 IAM ID 센터에서 지원하는 위임된 관리자 기능을 사용하여 IAM ID 센터 관리 대부분을 공유 
서비스 계정에 위임합니다. 이를 통해 조직 관리 계정에 액세스해야 하는 사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조직 관리 계정 내에 제공되는 권한 집합 관리를 비롯한 특정 작업을 수행하려면 조직 관리 계정에서 IAM 
Identity Center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공유 서비스 계정을 IAM ID 센터의 위임된 관리자로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Active Directory 위치입니다. 
Active Directory를 IAM ID 센터 ID 소스로 사용하려는 경우 IAM ID 센터 위임 관리자 기능을 활성화한 멤버 
계정에서 디렉터리를 찾아야 합니다. AWS SRA에서 공유 서비스 계정은 AWS 관리형 Microsoft AD를 호스
팅하므로 해당 계정이 IAM ID 센터의 위임된 관리자가 됩니다. 

IAM ID 센터는 단일 멤버 계정을 한 번에 위임된 관리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관리 계정의 자격 
증명으로 로그인할 때만 구성원 계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위임을 활성화하려면 IAM ID 센터 설명서에 나
와 있는 사전 요구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임된 관리자 계정은 대부분의 IAM ID 센터 관리 작업을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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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로드 OU - 애플리케이션 계정

수 있지만 IAM ID 센터 설명서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IAM ID 센터 위임된 관리자 계정
에 대한 액세스는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합니다. 

설계 고려 사항

• IAM ID 센터 ID 소스를 다른 소스에서 Active Directory로 변경하거나 Active Directory에서 다른 
소스로 변경하려는 경우 디렉터리는 IAM ID 센터 위임 관리자 멤버 계정 (있는 경우) 에 있어야 합
니다. 그렇지 않으면 디렉터리가관리 계정

워크로드 OU - 애플리케이션 계정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AWS 보안 참조 아키텍처 (AWSSRA) 의 future 영향을 미치세요.

다음 다이어그램은 애플리케이션 계정 (애플리케이션 자체 포함) 에 구성된 AWS 보안 서비스를 보여줍니다.

애플리케이션 계정은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 및 서비스
를 호스팅합니다. 애플리케이션 계정과 워크로드 OU는 몇 가지 기본 보안 목표를 지원합니다. 먼저 각 애플
리케이션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생성하여 워크로드 간에 경계와 제어를 제공하므로 역할, 권한, 데이터 및 
암호화 키가 중복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팀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서 자체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별도의 계정 컨테이너를 제공하고자 합니
다. 다음으로 보안 운영 팀이 보안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수집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여 보호 계층을 
추가합니다. 보안 팀에서 구성 및 모니터링하는 계정 보안 서비스 (Amazon GuardDuty, AWS Config, AWS 
Security Hub, Amazon EventBridge, AWS IAM Access Analyzer) 의 조직 추적 및 로컬 배포를 활용하십시
오. 마지막으로 기업에서 중앙에서 제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계정을 적절한 서비스 권한, 제
약 조건 및 가드레일을 상속받는 Workloads OU의 구성원으로 만들어 보다 광범위한 보안 구조에 맞게 애플
리케이션 계정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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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VPC
애플리케이션 계정의 가상 사설 클라우드 (VPC) 에는 인바운드 액세스 (모델링 중인 단순 웹 서비스용) 와 아
웃바운드 액세스 (애플리케이션 요구 또는 AWS 서비스 요구 사항용) 가 모두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VPC 
내부의 리소스는 서로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 서브넷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EC2 인스턴스 (애플
리케이션 계층) 를 호스팅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Amazon Aurora (데이터베이스 계층) 를 호스팅하기 
위한 것입니다. 애플리케이션 계층 및 데이터베이스 계층과 같은 서로 다른 계층 간의 네트워크 세분화는 인
스턴스 수준에서 트래픽을 제한하는 VPC 보안 그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복원력을 위해 워크로드는 둘 이
상의 가용 영역에 분산되며 영역당 두 개의 서브넷을 사용합니다.

설계 고려 사항

• 트래픽 미러링을 사용하여 EC2 인스턴스의 탄력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콘텐츠 검사, 위협 모니터링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해 out-of-band 보
안 및 모니터링 어플라이언스에 트래픽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VPC에서 나가는 트래픽
이나 소스가 VPC 외부에 있는 트래픽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VPC 내에서 전달되는 
트래픽을 제외한 모든 트래픽을 미러링하여 단일 모니터링 어플라이언스로 전송합니다. Amazon 
VPC 흐름 로그는 미러링된 트래픽을 캡처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패킷 헤더에서만 정보를 캡처
합니다. 트래픽 미러링은 페이로드를 비롯한 실제 트래픽 콘텐츠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 네트워
크 트래픽에 대한 심층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민감한 워크로드의 일부로 작동하거나 문제 발
생 시 상세한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EC2 인스턴스의 elastic network interface 인터페이
스에만 트래픽 미러링을 활성화하십시오.

VPC 엔드포인트
VPC 엔드포인트는 확장성 및 안정성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보안 제어 계층을 제공합니다. 이를 사용하여 애
플리케이션 VPC 다른 AWS 서비스에 연결합니다. (애플리케이션 계정에서 AWS SRA는 AWS KMS, AWS 
Systems Manager 및 Amazon S3용 VPC 엔드포인트를 사용합니다.) 엔드포인트는 가상 디바이스입니다. 
수평으로 확장된 고가용성 중복 VPC 구성 요소입니다. 네트워크 트래픽에 가용성 위험이나 대역폭 제약을 
발생시키지 않고 VPC의 인스턴스와 서비스 간에 통신할 수 있습니다. VPC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여 인터넷 
게이트웨이, NAT 디바이스, VPN 연결 또는 AWS Direct Connect 연결 PrivateLink 없이도 AWS가 지원하는 
지원되는 AWS 서비스 및 VPC 엔드포인트 서비스에 비공개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VPC의 인스턴스는 다른 
AWS 서비스와 통신하는 데 퍼블릭 IP 주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VPC와 다른 AWS 서비스 간의 트래픽
은 Amazon 네트워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VPC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는 또 다른 이점은 엔드포인트 정책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VPC 엔드포인
트 정책은 엔드포인트를 만들거나 수정 시 엔드포인트에 연결하는 IAM 리소스 정책입니다. 엔드포인트를 생
성할 때 IAM 정책을 추가하지 않으면 AWS는 서비스에 대한 모든 액세스를 허용하는 기본 IAM 정책을 자동
으로 연결합니다. 엔드포인트 정책은 IAM 정책 또는 서비스별 정책 (예: S3 버킷 정책) 을 무시하거나 교체하
지 않습니다. 이는 엔드포인트에서 지정된 서비스로의 액세스를 제어하기 위한 별도의 IAM 정책입니다. 이
러한 방식으로 AWS 보안 주체가 리소스 또는 서비스와 통신할 수 있는 또 다른 제어 계층이 추가됩니다.

Amazon EC2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EC2 인스턴스는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서비스 (IMDsv2) 버전 2를 사용합니다. 
IMDSv2는 IMDS 액세스를 시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네 가지 유형의 취약성, 즉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방
화벽, 개방형 리버스 프록시, 서버측 요청 위조 (SSRF) 취약성, 개방형 레이어 3 방화벽 및 NAT에 대한 보호 
기능을 추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 EC2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서비스의 향상된 기능을 통해 
개방형 방화벽, 역방향 프록시 및 SSRF 취약성에 대한 심층적인 방어 기능 추가 를 참조하세요.

별도의 VPC (계정 경계의 하위 집합) 를 사용하여 워크로드 세그먼트별로 인프라를 분리합니다. 서브넷을 사
용하여 단일 VPC 내의 애플리케이션 티어(예: 웹,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를 격리합니다. 인터넷에
서 직접 액세스하면 안 되는 경우 프라이빗 서브넷을 인스턴스에 사용합니다. 퍼블릭 인터넷을 통해 트래픽
을 보내지 않고 VPC Amazon EC2 API를 호출하려면 AWS 사용합니다 PrivateLink. 보안 그룹을 사용하여 
인스턴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합니다. VPC 흐름 로그를 사용하여 인스턴스에 도달하는 트래픽을 모니터링
합니다. AWS Systems Manager의 기능인 Session Manager를 사용하여 인바운드 SSH 포트를 열고 SSH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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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관리하는 대신 원격으로 인스턴스에 액세스합니다. 운영 체제와 데이터에 별도의 Amazon Elastic Block 
Store (Amazon EBS) 볼륨을 사용합니다. 사용자의 AWS 계정을 구성하여 생성하는 새 EBS 볼륨 및 스냅샷 
사본의 암호화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Application Load Balancers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는 여러 가용 영역에서 EC2 인스턴스 같은 여러 대상에 수신 애플리케이션 트래
픽을 분산합니다. AWS SRA에서 로드 밸런서의 대상 그룹은 애플리케이션 EC2 인스턴스입니다. AWS SRA
는 HTTPS 리스너를 사용하여 통신 채널이 암호화되도록 합니다. Application Load Balancer Balancer는 서
버 인증서를 사용해 프런트 엔드 연결을 종료한 다음, 대상으로 전송하기 전에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해독합
니다.

AWS Certificate Manager (ACM) 는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와 통합되며, AWS SRA는 ACM
을 사용하여 필요한 X.509 (TLS 서버) 공개 인증서를 생성하고 관리합니다. Application Load Balancer 보안 
정책을 통해 프런트 엔드 연결에 TLS 1.2 및 강력한 암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lastic Load 
Balancing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설계 고려 사항

• 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 Load Balancer 밸런서에 프라이빗 TLS 인증서가 필요한 내부 애플리
케이션과 같은 일반적인 시나리오의 경우 이 계정 내에서 ACM을 사용하여 에서 사설 인증서를 
생성할 수AWS Private CA 있습니다. AWS SRA에서 ACM 루트 사설 CA는 보안 도구 계정에서 
호스팅되며 보안 도구 (p. 35) 계정 섹션의 앞부분에서 설명한 대로 전체 AWS 조직 또는 특정 
AWS 계정과 공유하여 최종 개체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공인 인증서의 경우 ACM을 사용하여 해당 인증서를 생성하고 자동 순환을 비롯한 인증서를 관리
할 수 있습니다. 또는 SSL/TLS 도구를 사용해 인증서 서명 요청 (CSR) 을 생성하고 CA (인증 기
관) 가 서명한 CSR을 가져와서 인증서를 만든 다음, ACM으로 인증서를 가져오거나 Application 
Load Balancer 사용할 수 있도록 IAM으로 인증서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ACM으로 인증서를 
가져오려면 인증서의 만료일을 반드시 모니터링해서 만료되기 전에 인증서를 갱신해야 합니다. 

• 추가 방어 계층을 위해 AWS WAF 정책을 배포하여 Application Load Balancer 보호할 수 있습니
다. 엣지 정책, 애플리케이션 정책, 사설 또는 내부 정책 적용 계층이 있으면 통신 요청의 가시성
이 향상되고 통합된 정책 시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 AWS WAF용 AWS 
Managed Rules를 사용하여 심층적인 방어 배포를 참조하세요.

AWS Private CA
AWS Private Certificate Authority(AWS Private CA) 는 애플리케이션 계정에서 Application Load Balancer 
밸런서와 함께 사용할 사설 인증서를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가 TLS를 통해 보
안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Application Load Balancer 밸런서에 
TLS 인증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엄격하게 내부적인 애플리케이션인 경우 사설 TLS 인증서가 보안 채널을 제
공할 수 있습니다.

AWS SRA에서는 보안 도구 계정에서AWS Private CA 호스팅되며 AWS RAM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계
정에 공유됩니다. 이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계정의 개발자는 공유 사설 CA에 인증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직 전체 또는 AWS 계정 간에 CA를 공유하면 모든 AWS 계정에서 중복 CA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과 복잡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ACM을 사용하여 공유 CA에서 사설 인증서를 발급하면 요청한 
계정에서 로컬로 인증서가 생성되고 ACM은 전체 수명 주기 관리 및 갱신을 제공합니다.

Amazon Inspector
AWS SRA는 Amazon Inspector를 사용하여 Amazon Elastic Container Registry (Amazon ECR) 에 상주하는 
EC2 인스턴스 및 컨테이너 이미지에서 소프트웨어 취약성과 의도하지 않은 네트워크 노출을 자동으로 검색
하고 스캔합니다.

Amazon Inspector는 이 계정의 EC2 인스턴스에 취약성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계정
에 배치됩니다. 또한 Amazon Inspector는 EC2 인스턴스와 주고 받는 원치 않는 네트워크 경로에 대해 보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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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계정의 Amazon Inspector는 위임된 관리자 계정을 통해 중앙에서 관리됩니다. AWS SRA에서 보안 도
구 계정은 위임된 관리자 계정입니다. 위임된 관리자 계정은 기관 구성원의 결과 데이터 및 특정 설정을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회원 계정에 대한 집계된 조사 결과 세부 정보 보기, 회원 계정 스캔 활성화 또
는 비활성화, AWS 조직 내 스캔한 리소스 검토가 포함됩니다. 

설계 고려 사항

• AWS Systems Manager의 기능인 패치 관리자를 사용하여 온디맨드 패치를 트리거하여 Amazon 
Inspector 제로데이 또는 기타 중요한 보안 취약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Patch Manager를 사
용하면 일반적인 패치 일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이러한 취약점을 패치할 수 있습니다. Systems 
Manager Automation 런북을 사용하여 문제 해결을 수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 부분으로 구성
된 블로그 시리즈인 Amazon Inspector와 AWS Systems Manager를 사용하여 AWS의 취약성 관
리 및 문제 해결을 자동화하십시오.

아마존 Systems Manager
AWS Systems Manager Manager는 여러 AWS 서비스의 운영 데이터를 보고 AWS 리소스 전체에서 운영 태
스크를 자동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AWS 서비스입니다. 자동화된 승인 워크플로와 런북을 사용하면 작업
자의 실수를 줄이고 AWS 리소스의 유지 관리 및 배포 작업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Systems Manager는 이러한 일반 자동화 기능 외에도 예방, 탐지 및 대응이 가능한 다양한 보안 기능을 지원
합니다. AWS Systems Manager 에이전트 (SSM 에이전트) 는 EC2 인스턴스, 온프레미스 서버 또는 가상 머
신 (VM) 에 설치 및 구성할 수 있는 Amazon 소프트웨어입니다. SSM Agent를 사용하면 Systems Manager가 
이러한 리소스를 업데이트, 관리 및 구성할 수 있습니다. Systems Manager Manager는 이러한 관리형 인스
턴스를 스캔하고 패치, 구성 및 사용자 지정 정책에서 탐지된 위반을 보고하거나 시정 조치를 취해서 보안 및 
규정 준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WS SRA는 Systems Manager의 기능인 세션 관리자를 사용하여 대화형 브라우저 기반 셸 및 CLI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바운드 포트를 열거나 배스천 호스트를 유지 관리하거나 SSH 키를 관리할 필요 
없이 안전하고 감사 가능한 인스턴스 관리가 가능합니다. AWS SRA는 시스템 관리자의 기능인 패치 관리자
를 사용하여 운영 체제와 애플리케이션 모두의 EC2 인스턴스에 패치를 적용합니다. 

또한 AWS SRA는 Systems Manager의 기능인 Automation을 사용하여 Amazon EC2 인스턴스 및 기타 
AWS 리소스의 일반적인 유지 관리 및 배포 태스크를 간소화합니다. 자동화를 통해 노드 한 개 이상에 대
한 상태 변경(승인 자동화 사용), 일정에 따른 노드 상태 관리와 같은 일반 IT 태스크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
다. Systems Manager에는 태그를 사용해 대규모 인스턴스 그룹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기능과 사용자가 정
의한 한계에 따라 변경 사항을 롤아웃하는 작업을 지원하는 속도 제어 기능이 있습니다. Automation은 골드 
Amazon Machine Images (AMIs) 생성, 접속할 수 없는 EC2 인스턴스 복구 등 복잡한 태스크를 간소화할 수 
있는 원 클릭 자동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IAM 역할에 권한을 직접 부여하지 않고도 특정 런북에 대한 액
세스 권한을 부여하여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치 
업데이트 후 IAM 역할에 특정 EC2 인스턴스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싶지만 해당 역할에 직
접 권한을 부여하고 싶지 않은 경우, 대신 자동화 런북을 생성하여 해당 역할에 런북을 실행할 권한만 부여하
면 됩니다.

설계 고려 사항

• Systems Manager는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 EC2 인스턴스 메타데이터를 사용합니다. Systems 
Manager Manager는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서비스 (IMDsv1 및 IMDsv2) 의 버전 1 또는 버전 2를 
사용하여 인스턴스 메타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SSM 에이전트는 Amazon EC2 메시지, Systems Manager 및 Amazon S3와 같은 다양한 AWS 서
비스 및 리소스와 통신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신이 이루어지려면 서브넷에 아웃바운드 인터넷 연
결 또는 적절한 VPC 엔드포인트 프로비저닝이 필요합니다. AWS SRA는 SSM 에이전트의 VPC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여 다양한 AWS 서비스에 대한 프라이빗 네트워크 경로를 설정합니다. 

• Automation을 사용하여 조직의 나머지 부서와 모범 사례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실행서에서 리
소스 관리에 대한 모범 사례를 생성하고 AWS 리전 및 그룹 간에 실행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행서 파라미터에 허용되는 값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 사례의 경우 Security 
Tooling 또는 Shared Services와 같은 중앙 계정에서 자동화 런북을 생성하여 나머지 AWS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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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용 사례에는 중앙 집중식으로 패치 및 보안 업데이트를 
구현하거나 VPC 구성 또는 S3 버킷 정책의 드리프트를 해결하거나 대규모로 EC2 인스턴스를 관
리하는 기능이 포함됩니다. 구현 세부 정보는 Systems Manager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Amazon Aurora
AWS SRA에서는 Amazon Aurora 오로라와 Amazon S3 S3가 논리적 데이터 계층을 구성합니다. Aurora는 
MySQL 및 PostgreSQL과 호환되는 완전 관리형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엔진입니다. EC2 인스턴스에서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은 필요에 따라 Aurora 및 Amazon S3와 통신합니다. Aurora DB 서브넷 그룹 내의 데이터
베이스 클러스터로 구성됩니다. 

설계 고려 사항

•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서와 마찬가지로 Aurora 보안은 세 가지 수준에서 관리됩니다. 
Aurora DB 클러스터 및 DB 인스턴스에서 Amazon RDS (Amazon RDS)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를 제어하려면 IAM을 사용합니다. Aurora DB 클러스터에서 DB 인스턴스의 클러스
터 엔드포인트 및 포트에 연결할 수 있는 디바이스 또는 EC2 인스턴스를 제어하려면 VPC 보안 
그룹을 사용합니다. Aurora DB 클러스터에 대한 로그인 및 사용 권한을 인증하려면 MySQL 또는 
PostgreSQL의 독립 실행형 DB 인스턴스와 동일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거나 Aurora MySQL 호환 
에디션에 대한 IAM 데이터베이스 인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접근 방식에서는 IAM 역할 
및 인증 토큰을 이용해 Aurora MySQL 호환 DB 클러스터에 인증합니다.

Amazon S3
Amazon S3는 업계 최고의 확장성, 데이터 가용성, 보안 및 성능을 제공하는 객체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이
는 AWS에 구축된 많은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백본이며,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려면 적절한 권한 및 보안 
제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Amazon S3에 대한 권장 보안 모범 사례는 설명서, 온라인 테크 토크 및 블로그 게
시물의 심층 분석을 참조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모범 사례는 S3 버킷에 대한 지나치게 허용적인 액세스 (특
히 퍼블릭 액세스) 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AWS KMS
AWS SRA는 KMS 키가 암호화될 리소스와 동일한 AWS 계정 내에 있는 키 관리에 권장되는 배포 모델을 보
여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AWS KMS 보안 도구 계정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계정에서도 사용됩
니다. 애플리케이션 계정에서 AWS KMS 애플리케이션 리소스별 키를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키 정책을 사
용하여 로컬 응용 프로그램 역할에 키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관리 및 모니터링 권한을 키 관리자에게 제한하
여 업무 분리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설계 고려 사항

• 분산 모델에서는 AWS KMS 키 관리 책임이 애플리케이션 팀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 보안 팀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암호화 이벤트의 거버넌스 및 모니터링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 KMS 키의 가져온 키 구성 요소의 만료 날짜가 가까워졌습니다.
• 삭제 보류 중인 KMS 키가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 KMS 키의 키 구성 요소가 자동으로 교체되었습니다.
• KMS 키가 삭제되었습니다.
• 암호 해독 실패율이 높습니다.

AWS CloudHSM
AWS CloudHSM CloudHSM은 AWS 클라우드에서 관리형 하드웨어 보안 모듈 (HSM) 을 제공합니다. 액세
스를 제어하는 FIPS 140-2 레벨 3 인증 HSM을 사용하여 AWS에서 자체 암호화 키를 생성하고 사용할 수 있
습니다. CloudHSM을 사용하여 웹 서버의 SSL/TLS 처리를 오프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웹 서버의 개인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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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CloudHSM에 저장하여 웹 서버의 부담을 줄이고 보안을 강화합니다. 마찬가지로 발급 인증 기관 역할을 
해야 하는 경우 네트워크 계정의 인바운드 VPC CloudHSM의 HSM을 배포하여 프라이빗 키를 저장하고 인
증서 요청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설계 고려 사항

• FIPS 140-2 레벨 3에 대한 엄격한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기본 KMS 키 스토어를 사용하는 대신 
CloudHSM 클러스터를 사용자 지정 키 스토어로 사용하도록 AWS KMS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
다. 이렇게 하면 KMS 키를 보호하는 HSM을 책임지는 동시에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AWS KMS
와 AWS 서비스를 통합하는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는 단일 테넌트 
HSM과 AWS KMS의 사용 및 통합 편의성을 결합합니다. CloudHSM 인프라를 관리하려면 공개 
키 인프라 (PKI) 를 사용하고 HSM 관리 경험이 있는 팀이 있어야 합니다.

AWS Secrets Manager
AWS Secrets Manager Manager를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IT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데 필요한 자
격 증명 (비밀) 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명 주기 동안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 API 키 
및 기타 보안 암호를 효율적으로 교체, 관리 및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코드의 하드 코딩된 자격 증명을 Secrets 
Manager에서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보안 암호를 검색하도록 하는 API 호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암호가 코드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코드를 검사하는 누군가가 암호를 해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
습니다. 또한 Secrets Manager를 사용하면 환경 (개발, 사전 프로덕션, 프로덕션) 간에 애플리케이션을 이동
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변경하는 대신 적절한 이름과 참조된 암호가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이렇게 하면 다양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 코드의 일관성과 재사용성이 향상되는 동시에 코드 테스트 
후 변경과 사용자 상호 작용이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Secrets Manager를 사용하면 세분화된 IAM 정책과 리소스 기반 정책을 사용하여 비밀에 대한 액세스를 관
리할 수 있습니다. AWS KMS를 사용하여 관리하는 암호화 키로 암호를 암호화하여 보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
다. 또한 Secrets Manager는 중앙 집중식 감사를 위해 AWS 로깅 및 모니터링 서비스와 통합됩니다. 

Secrets Manager는 AWS KMS 키 및 데이터 키 로 봉투 암호화 를 사용하여 각 보안 암호 값을 보호합니다. 
보안 암호를 생성할 때 AWS 계정 및 리전에서 대칭 고객 관리형 키를 선택하거나 Secrets Manager에서 
AWS 관리형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 암호를 모니터링하여 보안 암호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이 로그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렇게 하면 예기치 않은 사용이나 변경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원치 않는 변경 사항은 롤백할 
수 있습니다. Secrets Manager는 현재 조직 및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두 가지 AWS 서비스인 CloudTrail 
AWS와 AWS Config를 지원합니다. CloudTrail Secrets Manager 콘솔의 호출 및 Secrets Manager API에 대
한 코드 호출을 포함하여 Secrets Manager에 대한 모든 API 호출을 이벤트로 캡처합니다. 또한 AWS 계정의 
보안 또는 규정 준수에 대한 영향을 주거나 사용자가 운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다른 관련된 (API 이외
의) 이벤트를 CloudTrail 캡처합니다. 여기에는 특정 시크릿 로테이션 이벤트 및 시크릿 버전 삭제가 포함됩
니다. AWS Config는 Secrets Manager에서 보안 정보의 변경 사항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하여 탐지 제어 기능
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에는 암호 설명, 순환 구성, 태그 및 KMS 암호화 키 또는 암호 교체
에 사용되는 AWS Lambda 함수와 같은 다른 AWS 소스와의 관계가 포함됩니다. 또한 AWS Config로부터 구
성 및 규정 준수 변경 알림을 받는 EventBridge Amazon이 알림 또는 수정 조치를 위해 특정 보안 이벤트를 
라우팅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AWS SRA에서 Secrets Manager는 애플리케이션 계정에 위치하여 로컬 애플리케이션 사용 사례를 지원하
고 사용 현황에 가까운 보안 정보를 관리합니다. 여기서 인스턴스 프로파일은 애플리케이션 계정의 EC2 인
스턴스에 연결됩니다. 그런 다음 Secrets Manager에서 별도의 암호를 구성하여 해당 인스턴스 프로필에서 
암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 적절한 Active Directory 또는 LDAP 도메인에 가입하고 Aurora 데이터베이스
에 액세스하는 등). 

설계 고려 사항

• 일반적으로 암호가 사용될 계정과 가장 가까운 계정에서 Secrets Manager를 구성하고 관리하
십시오. 이 접근 방식은 사용 사례에 대한 현지 지식을 활용하고 애플리케이션 개발 팀에 속도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추가 제어 계층이 적절할 수 있는 엄격하게 제어되는 정보의 경우 Secrets 
Manager에서 보안 도구 계정에서 중앙 집중식으로 암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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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Cognito
Amazon Cognito Cognito를 사용하면 웹 및 모바일 앱에 사용자 가입, 로그인 및 액세스 제어를 빠르고 효율
적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Amazon Cognito Cognito는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으며 SAML 2.0 
및 OpenID Connect를 통해 애플,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과 같은 소셜 자격 증명 공급자와 엔터프라이즈 자
격 증명 공급자와의 로그인을 지원합니다. Amazon Cognito Cognito의 두 가지 주요 구성 요소는 사용자 풀
과 자격 증명 풀입니다. 사용자 풀은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에게 가입 및 로그인 옵션을 제공하는 사용자 디렉
토리입니다. 자격 증명 풀을 통해 기타 AWS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격 
증명 풀과 사용자 풀을 별도로 또는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용 시나리오는 Amazon Cognito 설
명서를 참조하십시오.

Amazon Cognito Cognito는 사용자 가입 및 로그인을 위한 사용자 지정 가능한 내장 UI를 제공합니다. 
Android, iOS 및 Amazon Cognito Cognito용 JavaScript SDK를 사용하여 앱에 사용자 가입 및 로그인 페이지
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Amazon Cognito Sync는 애플리케이션 관련 사용자 데이터의 교차 디바이스 동기화
를 지원하는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및 AWS 서비스입니다. 

Amazon Cognito Cognito는 저장된 데이터와 전송 중인 데이터의 다단계 인증 및 암호화를 지원합니다. 
Amazon Cognito 사용자 풀은 애플리케이션의 계정에 대한 액세스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고급 보안 기
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고급 보안 기능은 위험 기반 적응형 인증을 제공하고 손상된 자격 증명 사용으로부
터 보호합니다. 

설계 고려 사항

• AWS Lambda 함수를 생성하고 AWS Lambda 트리거를 사용하여 사용자 가입, 확인 및 로그인 
(인증) 과 같은 사용자 풀 작업 시 해당 함수를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인증 문제 추가, 사용자 마
이그레이션 및 확인 메시지 사용자 지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작업 및 사용자 흐름은
Amazon Cognito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Amazon Cognito Cognito는 Lambda 함수를 동기적으
로 호출합니다. 

• Amazon Cognito 사용자 풀을 사용하여 소규모 멀티 테넌트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멀티 테넌트 설계의 일반적인 사용 사례는 여러 버전의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를 지원하기 위해 워
크로드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멀티 테넌트 설계는 여러 데이터 집합으로 단일 애플리케이션을 테
스트하는 데에도 클러스터 리소스를 완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하
지만 테넌트 수와 예상 볼륨은 관련 Amazon Cognito 서비스 할당량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세요. 
이러한 할당량은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테넌트 간에 공유됩니다.

계층형 방어
애플리케이션 계정은 AWS에서 지원하는 계층화된 방어 원칙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AWS SRA에 제
시된 간단한 예제 애플리케이션의 핵심을 구성하는 EC2 인스턴스의 보안을 고려하면 AWS 서비스가 계층화
된 방어 환경에서 함께 작동하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본 가이드 앞부분의 AWS 조직 
전체에 보안 서비스 적용 섹션에서 설명한 것처럼 AWS 보안 서비스의 (p. 13) 구조적 관점과 일치합니다.

• 가장 안쪽 계층은 EC2 인스턴스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EC2 인스턴스에는 기본적으로 또는 옵션으로 
다양한 기본 보안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IMDsv2, 니트로 시스템 및 Amazon EBS 스토리지 
암호화가 있습니다.

• 두 번째 보호 계층은 EC2 인스턴스에서 실행되는 운영 체제 및 소프트웨어에 중점을 둡니다. Amazon 
Inspector 및 AWS Systems Manager Manager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면 이러한 구성을 모니터링하
고 보고하고 수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Inspector는 소프트웨어의 취약성을 모니터링하며 Systems 
Manager를 사용하면 관리형 인스턴스의 패치 및 구성 상태를 검사한 다음 보고하고 지정한 수정 조치를
취하여 보안 및 규정 준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인스턴스와 이러한 인스턴스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는 AWS 네트워킹 인프라에 위치합니다. Amazon 
VPC의 보안 기능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AWS SRA는 VPC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여 VPC와 지원되는 AWS 
서비스 간에 프라이빗 연결을 제공하고 네트워크 경계에 액세스 정책을 배치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 EC2 인스턴스,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IAM 역할 및 리소스의 활동 및 구성은 AWS 보안 허브, 아마존, 
AWS, AWS Config, AWS IAM 액세스 분석기 및 Amazon GuardDuty Macie와 같은 AWS 계정 중심 서비
스를 통해 추가로 모니터링됩니다. CloudT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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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형 방어

•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 계정 외에도 AWS RAM은 다른 계정과 공유되는 리소스를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되며, IAM 서비스 제어 정책은 AWS 조직 전체에 일관된 권한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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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 리소스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AWS 보안 참조 아키텍처 (AWSSRA) 의 future 영향을 미치세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는 기존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에 포함된 서비스는 아니지만 
AWS 조직, AWS 계정 및 AWS 서비스의 모든 측면을 다룹니다. 먼저 IAM 엔티티를 생성하고 권한을 부여하
지 않으면 AWS 서비스를 배포할 수 없습니다. IAM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문서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이 
섹션에서는 모범 사례 권장 사항에 대한 중요한 요약과 추가 리소스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 IAM 모범 사례는 AWS 설명서의 IAM의 보안 모범 사례, AWS 보안 블로그의 IAM 기사 및 AWS re:Invent 
프레젠테이션을 참조하십시오.

• AWS Well-Architected 보안 원칙은 권한 관리 프로세스의 주요 단계를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권한 가드레
일 정의, 최소 권한 액세스 부여, 퍼블릭 및 교차 계정 액세스 분석, 리소스를 안전하게 공유, 지속적인 권한 
감소, 긴급 액세스 프로세스 설정 등이 포함됩니다.

• 다음 표와 함께 제공되는 참고 사항은 사용 가능한 IAM 권한 정책의 유형 및 보안 아키텍처에서 이를 사용
하는 방법에 대한 권장 지침을 개괄적으로 설명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적절한 조합의 IAM 정책을 선
택하는 방법에 대한 AWS re:Invent 2020 동영상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사례 또
는 정책

효과 관리: 용도 관련 대상 영향을 미칩
니다

에 배포됨

서비스 제어 
정책 (SCP)

제한 플랫폼 또는 
보안 팀과 같
은 중앙 팀 
[1]

가드레일, 거
버넌스

조직, OU, 계
정

조직, OU 및 
계정의 모든 
주도자

조직 관리 계
정 [2]

기본 계정 자
동화 정책 (플
랫폼에서 계
정을 운영하
는 데 사용하
는 IAM 역할)

권한 플랫폼, 보안 
또는 IAM 팀
과 같은 중앙 
팀 [1]

(기본) 비워
크로드 자동
화 역할에 대
한 권한 [3]

단일 계정 [4] 회원 계정 내 
자동화에 사
용되는 보안 
주체

멤버 계정

기본 휴먼 정
책 (사용자에
게 작업 수행 
권한을 부여
하는 IAM 역
할)

권한 플랫폼, 보안 
또는 IAM 팀
과 같은 중앙 
팀 [1]

인간 역할에 
대한 권한 [5]

단일 계정 [4] 페더레이션 
주체 [5] 및 
IAM 사용자 
[6]

멤버 계정

권한 경계 (권
한을 부여받
은 개발자가 
다른 보안 주
체에게 할당
할 수 있는 최
대 권한)

제한 플랫폼, 보안 
또는 IAM 팀
과 같은 중앙 
팀 [1]

애플리케이
션 역할의 가
드레일 (반드
시 적용해야 
함)

단일 계정 [4] 이 계정의 애
플리케이션 
또는 워크로
드에 대한 개
별 역할 [7]

멤버 계정

56

https://amazonmr.au1.qualtrics.com/jfe/form/SV_ctNSJq5QX1JMPiu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best-practices.html
http://aws.amazon.com/blogs/security/category/security-identity-compliance/aws-identity-and-access-management-iam/
https://www.youtube.com/watch?v=YQsK4MtsELU
https://www.youtube.com/watch?v=YQsK4MtsELU
https://docs.aws.amazon.com/wellarchitected/latest/security-pillar/permissions-management.html
https://www.youtube.com/watch?v=o1bfA0SIxBk
https://www.youtube.com/watch?v=o1bfA0SIxBk


AWS규범적 지침 AWS보안 참조 아키텍처

응용 프로그
램의 컴퓨터 
역할 정책 (개
발자가 배포
한 인프라에 
연결된 역할)

권한 개발자에게 
위임 [8]

애플리케이
션 또는 워크
로드에 대한 
권한 [9]

단일 계정 이 계좌의 원
금

멤버 계정

리소스 정책 권한 개발자에게 
위임됨 [8,10]

리소스에 대
한 권한

단일 계정 계좌의 원금 
[11]

멤버 계정

  

표의 참고 사항:

1. 기업에는 이러한 독립적인 제어의 책임을 분담하고 서로의 정책을 동료 검토하는 중앙 집중식 팀 (예: 클
라우드 플랫폼, 보안 운영 또는 ID 및 액세스 관리 팀) 이 많이 있습니다. 표의 예는 플레이스홀더입니다. 
귀사에 가장 효과적인 업무 분담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2. SCP를 사용하려면 AWS Organizations 내의 모든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3. 자동화를 활성화하려면 일반적으로 파이프라인, 배포 도구, 모니터링 도구 (예: AWS Lambda 및 AWS 

Config 규칙) 및 기타 권한에 대한 권한과 같은 공통 기준 역할 및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구성은 일반적으
로 계정이 프로비전될 때 전달됩니다.

4. 이는 단일 계정의 리소스 (예: 역할 또는 정책) 와 관련이 있지만 AWS를 사용하여 여러 계정에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CloudFormation StackSets 있습니다.

5. 중앙 팀이 (주로 계정 프로비저닝 중에) 모든 구성원 계정에 배포하는 기본 인적 역할 및 정책의 핵심 세트
를 정의합니다. 플랫폼 팀의 개발자, IAM 팀, 보안 감사 팀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6. 가능하면 로컬 IAM 사용자 대신 ID 페더레이션을 사용하십시오.
7. 권한 경계는 위임된 관리자가 사용합니다. 이 IAM 정책은 최대 권한을 정의하고 다른 정책 (리소스에 대

한 모든 작업을 허용하는“*:*” 정책 포함) 보다 우선합니다. 기본 인적 정책에 역할 (예: 워크로드 성능 역
할) 을 생성하고 정책을 연결하기 위한 조건으로 권한 경계가 필요해야 합니다. SCP와 같은 추가 구성은 
권한 경계의 연결을 강제합니다.

8. 이는 충분한 가드레일 (예: SCP 및 권한 경계) 이 배치된 것으로 가정합니다.
9. 이러한 선택적 정책은 계정 프로비저닝 중에 또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프로세스의 일부로 제공될 수 있습

니다. 이러한 정책을 생성하고 첨부할 수 있는 권한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의 자체 권한에 따라 결정됩니
다.

10.로컬 계정 권한 외에도 중앙 집중식 팀 (예: 클라우드 플랫폼 팀 또는 보안 운영 팀) 은 종종 일부 리소스 기
반 정책을 관리하여 계정을 운영하기 위한 교차 계정 액세스를 활성화합니다 (예: 로깅을 위한 S3 버킷에 
대한 액세스 제공).

11.리소스 기반 IAM 정책은 계정의 모든 보안 주체를 참조하여 해당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거나 거
부할 수 있습니다. 익명의 보안 주체를 참조하여 공개 액세스를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악의적이거나 의도하지 않은 권한 남용의 위험을 줄이려면 IAM ID에 잘 설명된 일련의 작업에 필요한 권한
만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권한 모델을 수립하고 유지하려면 과도한 권한을 지속적으로 업
데이트, 평가 및 완화하기 위한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해당 플랜에 대한 몇 가지 추가 권장 사항은 다음
과 같습니다.

• 조직의 거버넌스 모델과 확립된 위험 수용 범위를 사용하여 특정 가드레일 및 권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 지속적인 반복 프로세스를 통해 최소 권한을 구현하세요. 이는 일회성 운동이 아닙니다.
• SCP를 사용하여 실행 가능한 위험을 줄이십시오. 이들은 광범위한 가드레일을 위한 것이지, 좁게 대상을 

좁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권한 경계를 사용하여 IAM 관리 위임

• 위임된 관리자가 자신이 생성한 역할 및 사용자에게 적절한 IAM 경계 정책을 연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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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ense-in-depth 접근 방식으로는 (ID 기반 정책과 함께) 리소스 기반 IAM 정책을 사용하여 리소스에 대한 
광범위한 액세스를 거부합니다.

• IAM 액세스 어드바이저, AWS CloudTrail, AWS IAM 액세스 분석기 및 관련 도구를 사용하여 과거 사용량 
및 부여된 권한을 정기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권한 초과를 즉시 해결하세요.

• 별표를 와일드카드로 사용하여 모든 리소스를 나타내는 대신 해당하는 경우 광범위한 작업의 범위를 특정 
리소스로 지정합니다.

• 요청에 따라 IAM 정책 예외를 신속하게 식별, 검토 및 승인하는 메커니즘을 구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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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SRA 예제를 위한 코드 리포지토
리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AWS 보안 참조 아키텍처 (AWSSRA) 의 future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WS SRA에서 지침을 구축하고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https://github.com/aws-samples/aws-security-
reference-architecture -examples의 코드형 인프라 (IaC) 리포지토리가 이 안내서와 함께 제공됩니다. 이 리
포지토리에는 개발자와 엔지니어가 이 문서에 나와 있는 일부 지침 및 아키텍처 패턴을 배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코드는 AWS Professional Services 컨설턴트의 고객 경험을 바탕으로 작
성되었습니다. 템플릿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이므로 전체 솔루션을 제공하기보다는 구현 패턴을 설명하는 것
이 목표입니다. AWS 서비스 구성 및 리소스 배포는 의도적으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환경 및 보안 요구 사항
에 맞게 이러한 솔루션을 수정하고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리포지토리의 예제는 AWS 및 AWS Control Tower 타워용 사용자 지정 (CFCT) 솔루션을 사용하여 AWS 
Control Tower 환경 내에서 배포 CloudFormation 및 테스트되었습니다. CFCT 솔루션은 고객이 AWS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안전한 다중 계정 AWS 환경을 신속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계정 및 리소스 생
성을 통해 초기 보안 기준을 구현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워크로드를 실행하기 위한 환경 설정을 
자동화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Tower는 또한 다중 계정 아키텍처, 자격 증명 및 액
세스 관리, 거버넌스, 데이터 보안, 네트워크 설계 및 로깅을 시작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을 제공합니다. AWS 
SRA 리포지토리의 솔루션은 이 문서에 설명된 패턴을 구현하기 위한 추가 보안 구성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AWS SRA 리포지토리의 솔루션을 요약한 것입니다. 각 솔루션에는 세부 정보가 포함된 
README.md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CloudTrail 조직 솔루션은 조직 관리 계정 내에 조직 기록을 생성합니다. 이 트레일은 Security Tooling 계정
에서 생성된 고객 관리 키로 암호화되며 로그 아카이브 계정의 S3 버킷에 로그를 전달합니다. 선택적으로 
Amazon S3 및 AWS Lambda 함수에 대해 데이터 이벤트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조직 트레일은 구성원 
계정이 구성을 수정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AWS 조직 내 모든 AWS 계정에 대한 이벤트를 기록합니다.

• GuardDuty 조직 솔루션은 보안 도구 계정에 관리를 GuardDuty 위임하여 Amazon을 활성화합니다. 기존 
및 future 모든 AWS 조직 계정을 보안 도구 계정 GuardDuty 내에서 구성합니다. 또한 GuardDuty 결과는 
KMS 키로 암호화되어 로그 아카이브 계정의 S3 버킷으로 전송됩니다.

• Security Hub 조직 솔루션은 보안 도구 계정에 관리를 위임하여 AWS 보안 허브를 구성합니다. 기존 및 
future 모든 AWS 조직 계정에 대해 보안 도구 계정 내에 Security Hub를 구성합니다. 이 솔루션은 또한 모
든 계정 및 지역에서 활성화된 보안 표준을 동기화하고 Security Tooling 계정 내에서 지역 애그리게이터를 
구성하기 위한 매개 변수를 제공합니다. Security Tooling 계정 내에서 Security Hub를 중앙 집중화하면 보
안 표준 규정 준수 및 AWS 서비스 및 타사 AWS 파트너 통합에서 얻은 결과를 계정 간 관점에서 볼 수 있
습니다.

• Firewall Manager 솔루션은 보안 도구 계정에 관리를 위임하고 보안 그룹 정책과 여러 AWS Firewall 
Manager WAF 정책으로 방화벽 관리자를 구성하여 AWS Firewall Manager 보안 정책을 구성합니다. 보안 
그룹 정책에는 솔루션에서 배포하는 VPC (기존 또는 솔루션에서 만든) 내에 허용되는 최대 보안 그룹이 필
요합니다.

• Macie 조직 솔루션은 보안 도구 계정에 관리를 위임하여 Amazon Macie를 활성화합니다. 기존 및 future 
모든 AWS 조직 계정에 대해 보안 도구 계정 내에 Macie를 구성합니다. Macie는 검색 결과를 KMS 키로 암
호화된 중앙 S3 버킷으로 전송하도록 추가로 구성되었습니다.

• AWS Config
• 구성 애그리게이터 솔루션은 보안 도구 계정에 관리를 위임하여 AWS Config 애그리게이터를 구성합니

다. 그런 다음 솔루션은 AWS 조직의 기존 및 future 모든 계정에 대해 보안 도구 계정 내에 AWS Config 
애그리게이터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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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 팩 조직 규칙 솔루션은 보안 도구 계정에 관리를 위임하여 AWS Config 규칙을 배포합니다. 그런 
다음 위임된 관리자 계정 내에 AWS 조직의 기존 및 future 모든 계정을 위한 조직 적합성 팩을 생성합니
다. 솔루션은 암호화 및 키 관리에 대한 운영 모범 사례 적합성 팩 샘플 템플릿을 배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AWS Config Control Tower 관리 계정 솔루션은 AWS Control Tower 관리 계정에서 AWS Config를 활성
화하고 이에 따라 보안 도구 계정 내의 AWS Config 애그리게이터를 업데이트합니다. 이 솔루션은 AWS 
Control Tower CloudFormation 템플릿을 사용하여 AWS Config를 참조로 사용하여 AWS 조직 내 다른 
계정과의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 IAM
• 액세스 분석기 솔루션은 보안 도구 계정에 관리를 위임하여 AWS IAM 액세스 분석기를 활성화합니다. 

그런 다음 AWS 조직의 기존 및 future 모든 계정에 대해 보안 도구 계정 내에 조직 수준의 액세스 분석기
를 구성합니다. 또한 솔루션은 모든 구성원 계정 및 지역에 Access Analyzer를 배포하여 계정 수준 권한 
분석을 지원합니다.

• IAM 암호 정책 솔루션은 AWS 조직 내 모든 계정 내의 AWS 계정 암호 정책을 업데이트합니다. 이 솔루
션은 업계 규정 준수 표준에 맞출 수 있도록 암호 정책 설정을 구성하기 위한 매개 변수를 제공합니다.

• EC2 기본 EBS 암호화 솔루션은 AWS 조직의 각 AWS 계정 및 AWS 리전 내에서 계정 수준의 기본 
Amazon EBS 암호화를 활성화합니다. 생성한 새 EBS 볼륨 및 스냅샷의 암호화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Amazon EBS는 인스턴스 시작 시 생성된 EBS 볼륨과 암호화되지 않은 스냅샷에서 복사하는 스냅샷을 암
호화합니다.

• S3 블록 계정 퍼블릭 액세스 솔루션을 사용하면 AWS 조직의 각 AWS 계정 내에서 Amazon S3 계정 수준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mazon S3 퍼블릭 액세스 차단 기능은 액세스 포인트, 버킷 및 계정에 대한 
설정을 제공하여 Amazon S3 리소스에 대한 퍼블릭 액세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본적으로 새 
버킷, 액세스 포인트 및 객체는 퍼블릭 액세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퍼블릭 액세스를 허
용하도록 버킷 정책, 액세스 포인트 정책 또는 객체 권한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Amazon S3 퍼블릭 액세스 
차단 설정은 이러한 정책 및 권한을 무시하므로 이러한 리소스에 대한 퍼블릭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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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AWS 보안 참조 아키텍처 (AWSSRA) 의 future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 저자

• 아빅 무케르지, AWS 선임 컨설턴트
• 앤디 위커샴, AWS 선임 컨설턴트
• 닐 로스레더, AWS 수석 컨설턴트
• 폴 그라시, AWS 수석 컨설턴트

컨트리뷰터

• 스콧 콘클린, AWS 선임 컨설턴트
• 조쉬 뒤 락, AWS 수석 솔루션스 아키텍트
• 마이클 하켄, AWS 수석 기술자
• 호르그 후저, AWS 수석 컨설턴트
• 메히알 멘드린, AWS 선임 컨설턴트
• 에릭 로즈, AWS 수석 컨설턴트
• 일리아 엡슈테인, 아이덴티티 솔루션 시니어 매니저
• 한단 셀라모글루, AWS 선임 테크니컬 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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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WS 보안, 자격 증명 및 규정 준
수 서비스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AWS 보안 참조 아키텍처 (AWSSRA) 의 future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개 또는 복습은 AWS 웹 사이트의 AWS 보안, 자격 증명 및 규정 준수를 참조하여 클라우드에서 워크로드
와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AWS 서비스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서비스는 데이터 보
호, ID 및 액세스 관리,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 보호, 위협 탐지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규정 준수 및 데이
터 프라이버시의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됩니다.

데이터 보호 — AWS는 데이터, 계정 및 워크로드를 무단 액세스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Amazon Macie — 기계 학습 기반 보안 기능을 사용하여 민감한 데이터를 검색 및 분류하고 보호할 수 있
습니다.

• AWS KMS —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는 키를 생성하고 제어합니다.
• AWS CloudHSM — AWS 클라우드에서 하드웨어 보안 모듈 (HSM) 을 관리합니다.
• AWS Certificate Manager — AWS 서비스에 사용할 SSL/TLS 인증서를 프로비저닝 및 관리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 AWS Secrets Manager — 수명 주기 동안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 API 키 및 기타 보안 암호를 교체 및 관

리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격 증명 및 액세스 관리 — AWS 자격 증명 서비스를 사용하면 자격 증명, 리소스 및 권한을 대규모로 안전
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IAM — AWS 서비스 및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안전하게 제어합니다.
• IAM ID 센터 — 여러 AWS 계정 및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SSO 액세스를 중앙에서 관리합니다.
• Amazon Cognito —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가입, 로그인 및 액세스 제어를 추가합니다.
• AWS Directory Service — AWS 클라우드에서 관리형 Microsoft Active Directory를 사용합니다.
• AWS Resource Access Manager — AWS 리소스를 간편하고 안전하게 공유합니다.
• AWS Organizations — 여러 AWS 계정에 대한 정책 기반 관리를 구현합니다.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 보호 — 이러한 서비스 범주를 통해 조직 전체의 네트워크 제어 지점에서 세분화
된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AWS 서비스를 사용하면 트래픽을 검사 및 필터링하여 호스트 수준, 네
트워크 수준 및 애플리케이션 수준 경계에서 무단 리소스 액세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AWS Shield — 관리형 DDoS 보호를 통해 AWS에서 실행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합니다.
• AWS WAF — 일반적인 웹 공격으로부터 웹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고 가용성과 보안을 보장합니다.
• AWS Firewall Manager — 중앙 위치에서 AWS 계정 및 애플리케이션 전반의 AWS WAF 규칙을 구성하고 

관리합니다.
• AWS Systems Manager — OS 패치를 적용하고, 보안 시스템 이미지를 생성하고, 보안 운영 체제를 구성

하도록 Amazon EC2 및 온프레미스 시스템을 구성 및 관리합니다.
• Amazon VPC — 정의한 가상 네트워크에서 AWS 리소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AWS의 논리적으로 격리된 

섹션을 프로비저닝합니다.
• AWS Network Firewall — VPC에 대한 필수 네트워크 보호 기능을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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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zon Route 53 DNS 방화벽을 사용하면 VPC의 아웃바운드 DNS 요청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위협 탐지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 AWS 모니터링 및 탐지 서비스는 AWS 환경 내에서 잠재적인 보안 사고
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 AWS Security Hub — 중앙 위치에서 보안 알림을 확인 및 관리하고 규정 준수 검사를 자동화합니다.
• Amazon GuardDuty — 지능형 위협 탐지 및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AWS 계정과 워크로드를 보호합니

다.
• Amazon Inspector — 보안 평가를 자동화하여 AWS에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및 규정 준수를 개선

할 수 있습니다.
• AWS Config — AWS 리소스의 구성을 기록하고 평가하여 규정 준수 감사, 리소스 변경 추적 및 보안 분석

을 가능하게 합니다.
• AWS Config Rules — 리소스 격리, 추가 데이터로 이벤트 강화, 구성을 알려진 정상 상태로 복원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조치를 취하는 규칙을 생성합니다.
• AWS CloudTrail — 사용자 활동 및 API 사용을 추적하여 AWS 계정의 거버넌스와 운영 및 위험 감사를 가

능하게 합니다.
• Amazon Detective — 보안 데이터를 분석 및 시각화하여 잠재적 보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

합니다.
• AWS Lambda — 서버를 프로비저닝하거나 관리하지 않고도 코드를 실행하여 인시던트에 대한 프로그래

밍되고 자동화된 대응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규정 준수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 AWS는 기업이 준수하는 AWS 모범 사례 및 업계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화된 규정 준수 검사를 사용하여 규정 준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
니다.

• AWS Artifact — 무료 셀프 서비스 포털을 사용하여 AWS 보안 및 규정 준수 보고서에 온디맨드로 액세스
하고 일부 온라인 계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AWS Audit Manager — AWS 사용을 지속적으로 감사하여 위험을 평가하고 규정 및 업계 표준을 준수하
는 방법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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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록
다음 표에서는 이 안내서의 중요한 변경 사항을 설명합니다. future 업데이트에 대한 알림을 받으려면 RSS 
피드를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 설명 날짜

설문조사 (p. 64) 조직에서 AWS SRA를 사용하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간
단한 설문조사를 추가했습니다.

2022년 12월 14일

참조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의 소스 
파일 (p. 64)

AWS보안 참조 아키텍처 섹션에
이 안내서의 아키텍처 다이어그램
을 편집 가능한 PowerPoint 형식
으로 제공하는 다운로드 파일을
추가했습니다.

2022년 11월 17일

보안 기초 섹션 업데이
트 (p. 64)

보안 기초 섹션에서 Well-
Architected 핵심 요소 및 보안 설
계 원칙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
했습니다.

2022년 9월 27일

주요 추가 및 업데이트 (p. 64)
• AWS SRA 및 주요 구현 지침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 AWS Artifact, Amazon 
Inspector, AWS RAM, Amazon 
Route 53, AWS 컨트롤 타워, 
AWS Audit Manager, AWS 
디렉토리 서비스, Amazon 
Cognito 및 네트워크 액세스 분
석기와 같은 추가 AWS 서비스
에 대한 아키텍처 지침을 추가
했습니다.

• 새로운 AWS 서비스 기능 및 모
범 사례를 반영하도록 기존 지
침을 업데이트했습니다.

2022년 7월 25일

— (p. 64) 최초 게시. 이 버전에는 몇 가지
AWS 서비스 (예AWS Directory 
Service: Amazon Cognito 및AWS 
Audit Manager) 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future 버전에서 추가할 계
획입니다.AWS Resource Access 
Manager

2021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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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용어

AWS규범적 지침 용어집
다음은AWS 규범적 지침에서 제공하는 전략, 가이드 및 패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출품작
을 제안하려면 용어집 끝에 있는 피드백 제공 링크를 사용하십시오.

보안 용어
속성 기반 액세스 제어 (ABAC)

부서, 직무 역할, 팀 이름 등의 사용자 특성을 기반으로 세분화된 권한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
용은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설명서의 ABAC 양식을 참조하십시오.AWS

비대칭 암호화

한 쌍의 키, 즉 암호화를 위한 공개 키와 암호 해독을 위한 개인 키를 사용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입니다. 
공개 키는 암호 해독에 사용되지 않으므로 공유할 수 있지만 개인 키에 대한 액세스는 매우 제한되어야 
합니다.

행동 그래프

시간 경과에 따른 리소스 동작 및 상호 작용에 대한 통합된 대화형 보기. Amazon Detective의 동작 그래
프를 사용하여 로그온 시도 실패, 의심스러운 API 호출 및 유사한 작업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Detective 문서의 동작 그래프의 데이터를 참조하십시오.

클라이언트 측 암호화

타겟이 데이터를AWS 서비스 수신하기 전에 로컬로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규정 준수 팩

규정 준수 및 보안 검사를 사용자 지정하기 위해 조합할 수 있는AWS Config 규칙 및 수정 조치 모음입니
다. YAML 템플릿을 사용하여AWS 계정 및 지역 또는 조직 전체에 적합성 팩을 단일 엔터티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의 적합성 팩을AWS Config 참조하십시오.

저장된 데이터

네트워크에 고정되어 있는 데이터 (예: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
데이터 분류

중요도와 민감도를 기반으로 네트워크의 데이터를 식별하고 분류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는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및 보존 제어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모든 사이버 보안 위험 관리 전략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데이터 분류는AWS Well-Architected 프레임워크의 보안 핵심 요소입니다. 자세한 내
용은 데이터 분류를 참조하세요.

전송 중인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활발하게 이동하는 데이터 (예: 네트워크 리소스 간)
defense-in-depth

일련의 보안 메커니즘과 제어를 컴퓨터 네트워크 전체에 신중하게 계층화하여 네트워크와 내부 데이
터의 기밀성, 무결성 및 가용성을 보호하는 정보 보안 접근 방식입니다. 에서 이 전략을 채택하면AWS 
Organizations 구조의 여러 계층에AWS 여러 컨트롤을 추가하여 리소스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임된 관리자

에서AWS Organizations 호환되는 서비스는AWS 구성원 계정을 등록하여 조직의 계정을 관리하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정을 해당 서비스의 위임된 관리자라고 합니다.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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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용어

내용 및 호환되는 서비스 목록은AWS Organizations 설명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AWS Organizations 서
비스를 참조하십시오.

탐정 제어

이벤트 발생 후 탐지, 기록 및 경고하도록 설계된 보안 제어입니다. 이러한 제어는 기존의 예방 제어를 
우회하는 보안 이벤트를 경고하는 2차 방어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서 보안 제어 구현의 Detective 제
어를 참조하십시오AWS.

암호화 키

암호화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되는 무작위 비트의 암호화 문자열입니다. 키는 길이가 다양할 수 있으며 
각 키는 예측할 수 없고 고유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엔드포인트 서비스

Virtual Private Cloud (VPC) 에서 호스팅하여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서비스를 
생성하고 다른 주체AWS 계정 또는 IAM 보안 주체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AWS PrivateLink 이
러한 계정 또는 보안 주체는 인터페이스 VPC 엔드포인트를 생성하여 엔드포인트 서비스에 비공개로 연
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VPC 설명서의 엔드포인트 서비스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봉투 암호화

암호화 키를 다른 암호화 키로 암호화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AWS Key Management 
Service (AWS KMS) 설명서의 봉투 암호화를 참조하십시오.

지리적 제한 (지역 차단)

CloudFrontAmazon에서는 특정 국가의 사용자가 콘텐츠 배포에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하는 옵션입니다. 
허용 목록 또는 차단 목록을 사용하여 승인 및 금지 국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에
서 콘텐츠의 지리적 배포 제한을 CloudFront 참조하십시오.

가드레일

조직 단위 (OU) 전반의 리소스, 정책 및 규정 준수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상위 수준 규칙입니다.
예방 가드레일은 정책을 시행하여 규정 준수 표준에 부합하도록 합니다. 이는 서비스 제어 정책과 IAM 
권한 경계를 사용하여 구현됩니다. Detective 가드레일은 정책 위반 및 규정 준수 문제를 탐지하고 해
결을 위한 경고를 생성합니다. 이는, AmazonAWS ConfigAWS Security Hub GuardDutyAWS Trusted 
Advisor, Amazon Inspector 및 사용자 지정AWS Lambda 검사를 사용하여 구현됩니다.

자격 증명 기반 정책

AWS 클라우드환경 내에서 권한을 정의하는 하나 이상의 IAM 보안 주체에 연결된 정책입니다.
인바운드 (인그레스) VPC

AWS다중 계정 아키텍처에서는 애플리케이션 외부에서 네트워크 연결을 수락하고 검사하고 라우팅하
는 VPC입니다. AWS보안 참조 아키텍처에서는 애플리케이션과 광범위한 인터넷 간의 양방향 인터페이
스를 보호하기 위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및 검사 VPC로 네트워크 계정을 설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검사 VPC

AWS다중 계정 아키텍처에서 VPC (동일하거나 다른 VPCAWS 리전), 인터넷 및 온프레미스 네트워크 
간의 네트워크 트래픽 검사를 관리하는 중앙 집중식 VPC입니다. AWS보안 참조 아키텍처에서는 애플
리케이션과 광범위한 인터넷 간의 양방향 인터페이스를 보호하기 위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및 검사 
VPC로 네트워크 계정을 설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최소 권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권한을 부여하는 보안 모범 사례. 자세한 내용은 IAM 설명서의 최소 권
한 적용 을 참조하세요.

멤버 계정

의 조직에 속한 관리 계정을AWS 계정 제외한 모든 계정AWS Organizations 하나의 계정은 한 번에 하나
의 조직 멤버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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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용어

조직 트레일

조직 내 모든 사용자에 대한 모든AWS 계정 이벤트를 기록하여AWS CloudTrail 생성되는 트레일입니다
AWS Organizations. 이 트레일은 조직의 각AWS 계정 부서에서 생성되며 각 계정의 활동을 추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loudTrail 설명서의 조직에 대한 추적 생성 을 참조하세요.

아웃바운드 (이그레스) VPC

AWS다중 계정 아키텍처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시작되는 네트워크 연결을 처리하는 VPC입니다.
AWS보안 참조 아키텍처에서는 애플리케이션과 광범위한 인터넷 간의 양방향 인터페이스를 보호하기 
위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및 검사 VPC로 네트워크 계정을 설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원본 액세스 제어 (OAC)

CloudFront에서는 Amazon Simple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액세
스를 제한하는 향상된 옵션을 제공합니다. OAC는 전체 S3 버킷의 모든 S3 버킷AWS 리전, S3 버킷에 
대한 동적PUT 및DELETE 요청을 통한 서버 측 암호화AWS KMS (SSE-KMS) 를 지원합니다.

원본 액세스 ID (OAI)

에는 CloudFront Amazon S3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액세스를 제한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OAI를 사용
하는 경우 Amazon S3가 인증할 수 있는 보안 주체를 CloudFront 생성합니다. 인증된 보안 주체는 특정 
CloudFront 배포를 통해서만 S3 버킷의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보다 세밀하고 향상된 액세스 
제어를 제공하는 OAC도 (p. 67) 참조하십시오.

권한 경계

사용자 또는 역할이 가질 수 있는 최대 권한을 설정하기 위해 IAM 보안 주체에 연결되는 IAM 관리 정책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설명서의 권한 경계를 참조하십시오.

정책

권한을 정의 (참조자격 증명 기반 정책 (p. 66)) 하거나, 액세스 조건을 지정하거나 (참조리소스 기반 
정책 (p. 67)), 조직 내 모든 계정에 대한 최대 권한을 정의할 수 있는 객체입니다AWS Organizations 
(서비스 제어 정책 (p. 68) 참조).

예방적 제어

이벤트 발생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보안 제어입니다. 이러한 제어는 네트워크에 대한 무단 액세스나 원치 
않는 변경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1차 방어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서 보안 제어 구현의 예방적 
제어를 참조하십시오AWS.

보안 주체

작업을 수행하고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AWS의 개체입니다. 이 엔티티는 일반적으로 IAM 역할 또
는 사용자의 루트 사용자입니다.AWS 계정 자세한 내용은 IAM 설명서의 주요 역할 용어 및 개념을 참조
하십시오.

리소스 기반 정책

Amazon S3 버킷, 엔드포인트 또는 암호화 키와 같은 리소스에 연결된 정책입니다. 이 유형의 정책은 액
세스가 허용되는 보안 주체, 지원되는 작업 및 충족해야 하는 기타 조건을 지정합니다.

반응형 제어

이상 반응이나 보안 기준과의 편차를 해결하도록 설계된 보안 제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안 제어 구
현의 반응형 제어를 참조하십시오AWS.

SAML 2.0

많은 ID 공급자 (IdPs) 가 사용하는 공개 표준입니다. 이 기능은 페더레이션 통합 인증 (SSO) 을 활성화
하므로 조직의 모든 구성원에 대해 IAM에서 사용자를 생성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에AWS Management 
Console 로그인하거나AWS API 작업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SAML 2.0 기반 연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설명서의 SAML 2.0 기반 연합에 대하여 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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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제어

위협 행위자가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 탐지 또는 감소시키는 기술적 또는 관리적 가드레일
입니다. 보안 제어에는 예방 (p. 67), 탐지 (p. 66) 및 대응이라는 (p. 67) 세 가지 기본 유형이 있
습니다.

보안 강화

공격 표면을 줄여 공격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프로세스입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리소
스를 제거하거나, 최소 권한을 부여하는 보안 모범 사례를 구현하거나, 구성 파일에서 불필요한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등의 작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안 정보 및 이벤트 관리 (SIEM) 시스템

보안 정보 관리 (SIM) 와 보안 이벤트 관리 (SEM) 시스템을 결합한 도구 및 서비스입니다. SIEM 시스템
은 서버, 네트워크, 장치 및 기타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 모니터링 및 분석하여 위협과 보안 침해를 탐
지하고 경고를 생성합니다.

서버 측 암호화

데이터를 받는 사람에 의해AWS 서비스 해당 대상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서비스 제어 정책 (SCP)

조직의 모든 계정에 대한 권한을 중앙에서 제어하는AWS Organizations 정책입니다. SCP는 관리자가 
사용자 또는 역할에 위임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가드레일을 정의하거나 제한을 설정합니다. SCP를 허
용 목록 또는 거부 목록으로 사용하여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서비스 또는 작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AWS Organizations 설명서의 서비스 제어 정책 을 참조하세요.

공동 책임 모델

클라우드 보안 및 규정 준수에AWS 대해 공유하는 책임을 설명하는 모델입니다. AWS는 클라우드의 보
안을 담당하고, 사용자는 클라우드의 보안을 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동 책임 모델을 참조하십시
오.

대칭 암호화

동일한 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호화합니다.
트러스트된 액세스

사용자가 에 대해 또는 그 계정에서 사용자를 대신해 작업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AWS 
Organizations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는 각 계정에서 서비스 연결 역할을 생성하여 해당 역할이 필요할 
때 관리 작업을 수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의 다른AWS 서비스와AWS Organizations 함께 사용
을AWS Organizations 참조하십시오.

작업량

고객 대상 애플리케이션 또는 백엔드 프로세스같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리소스 및 코드 모음을 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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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번역으로 제공되는 번역입니다. 제공된 번역과 원본 영어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영어 버전이 우
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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