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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시나리오

AWS Secrets Manager란 무엇입니
까?
과거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사용자 지정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면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
스에 액세스하기 위한 자격 증명(보안 암호)을 애플리케이션에 직접 포함시켰습니다. 자격 증명을 교체할 시
기가 되면 새 자격 증명을 생성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시간을 들여 새 자격 증명을 사용
하도록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업데이트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했습니다. 자격
증명을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여러 개 있는데 이러한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를 업데이트하지 못한 경우 해
당 애플리케이션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많은 고객들은 정기적으로 자격 증명을 교체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이 위험 대신 다른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Secrets Manager는 코드의 암호를 포함해 하드 코딩된 자격 증명을 Secrets Manager에서 프로그래밍 방식
으로 보안 암호를 검색하도록 하는 API 호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안 암호가 코드에 더 이상 존
재하지 않기 때문에 코드를 검사하는 누군가에 의해 보안 암호가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지정한 일정에 따라 Secrets Manager가 자동으로 보안 암호를 교체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
라서 단기 보안 암호로 장기 보안 암호를 교체할 수 있어 손상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Secrets Manager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여러분이 이해해야 하는 용어 및 개념 목록은 시작하기 (p. 10)
섹션을 참조하세요.
주제
• 기본 AWS Secrets Manager 시나리오 (p. 1)
• AWS Secrets Manager의 기능 (p. 2)
• AWS Secrets Manager를 위한 표준 준수 (p. 4)
• AWS Secrets Manager 요금 (p. 6)
• AWS Secrets Manager에 대한 지원 및 의견 (p. 6)

기본 AWS Secrets Manager 시나리오
다음은 이 기본 시나리오를 설명한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Secrets Manager에 데이터베이스의
자격 증명을 저장한 후 이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에서 자격 증명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1.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MyCustomApp라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력 데이터베이스에 대
한 자격 증명 세트를 생성합니다. 또한 관리자는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인력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사용하여 이러한 자격 증명을 구성합니다.

1

AWS Secrets Manager 사용 설명서
기능

2.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Secrets Manager에서 자격 증명을 MyCustomAppCreds라는 보안 암호로 저장
합니다. 그런 다음 Secrets Manager는 자격 증명을 암호화하여 보안 암호 내에 보호되는 보안 암호 텍스
트로 저장합니다.
3. MyCustomApp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는 경우 이 애플리케이션은 Secrets Manager에
MyCustomAppCreds라는 보안 암호를 쿼리합니다.
4. Secrets Manager는 이 보안 암호를 검색하고 보호되는 보안 암호 텍스트의 암호를 해독해 보안(TLS를 통
한 HTTPS) 채널을 통해 클라이언트 앱에 보안 암호를 반환합니다.
5. 이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은 응답에서 자격 증명, 연결 문자열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구문 분석한 다음
이러한 정보를 사용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액세스합니다.

Note
Secrets Manager는 여러 유형의 보안 암호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Secrets Manager는 기본적으로
추가 프로그래밍 없이 지원되는 AWS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자격 증명을 교체 (p. 3)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다른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안 암호를 교체하려면 Secrets Manager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비스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정의하는 사용자 지정 Lambda 함수를 생성해
야 합니다. 이러한 함수를 생성하려면 몇 가지 프로그래밍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교체 (p. 104) 섹션을 참조하세요.

AWS Secrets Manager의 기능
암호화된 보안 암호 값을 런타임에 프로그래밍 방식으
로 검색
Secrets Manager를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 소스 코드에서 하드 코딩된 자격 증명을 제거하고 애플리케이션
자체에 자격 증명을 저장하지 않음으로써 보안 태세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자격 증명을 저
장하면 애플리케이션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구성 요소를 조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으로 인해 자격 증명이 손
상될 수 있습니다. 이전 자격 증명을 사용 중지하기 전에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하고 모든 클라이언트에
변경 사항을 배포해야 하기 때문에 자격 증명을 교체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Secrets Manager를 통해 저장된 자격 증명을 Secrets Manager 웹 서비스에 대한 런타임 호출로 바꿀 수 있
으며 필요할 때 자격 증명을 동적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객은 암호화된 보안 암호 값의 최신 버전에 액세스하고자 합니다. 암호화된 보안 암호 값을
쿼리하는 경우 버전 정보를 전혀 지정하지 않고 보안 암호 이름 또는 Amazon 리소스 이름(ARN)만 제공하도
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Secrets Manager는 자동으로 보안 암호 값의 최신 버전을 반환합니다.
하지만 다른 버전도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스템에서는 연결 세부 정보, 사용자 ID 및 암호
가 포함된 전체 자격 증명 세트와 같이 단순한 암호보다 복잡한 보안 암호를 지원합니다. Secrets Manager를
사용하면 이러한 자격 증명의 여러 세트를 동시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Secrets Manager는 각 세트를 다른
버전의 보안 암호에 저장합니다. 보안 암호 교체 프로세스 동안 Secrets Manager에서는 교체가 완료될 때까
지 이전 자격 증명과, 사용을 시작할 새 자격 증명을 추적합니다.

다른 유형의 보안 암호 저장
Secrets Manager에서는 텍스트를 보안 암호의 암호화된 보안 암호 데이터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
로 여기에는 데이터베이스나 서비스의 연결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세부 정보에는 서버 이름, IP 주소 및
포트 번호 등과 같이 서비스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되는 사용자 이름 및 암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안
암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대 및 최소값을 참조하세요. 다음은 보호되는 텍스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보안 암호 이름 및 설명
• 교체 또는 만료 설정
• 보안 암호와 연결된 KMS 키의 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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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된 모든 AWS 태그

보안 암호 데이터 암호화
Secrets Manager는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를 사용하여 보안 암호의 보호되는 텍스트
를 암호화합니다. 여러 AWS 서비스에서 키 저장 및 암호화에 AWS KMS를 사용합니다. AWS KMS는 유휴
시 보안 암호의 보안 암호화를 지원합니다. Secrets Manager는 모든 보안 암호를 KMS 키와 연결합니다. 계
정(aws/secretsmanager)에 대한 Secrets Manager의 AWS 관리형 키일 수도 있고, 사용자가 AWS KMS
에서 생성한 고객 관리형 키일 수도 있습니다.
Secrets Manager에서 보호된 보안 암호 데이터의 새 버전을 암호화할 때마다 Secrets Manager는 KMS
키에서 새 데이터 키를 생성하도록 AWS KMS에 요청합니다. Secrets Manager는 봉투 암호화(envelope
encryption)에 이 데이터 키를 사용합니다. Secrets Manager는 암호화된 데이터 키를 보호되는 보안 암호 데
이터와 함께 저장합니다. 보안 암호를 복호화해야 할 때마다 Secrets Manager는 데이터 키를 복호화하도록
AWS KMS에 요청하며 이에 따라 Secrets Manager는 보호되는 보안 암호 데이터를 복호화합니다. Secrets
Manager는 데이터 키를 암호화하지 않은 형태로 저장하지 않으며 사용 후 데이터 키를 항상 즉시 폐기합니
다.
또한 Secrets Manager는 기본적으로 개방형 표준 전송 계층 보안(TLS) 및 완벽한 전송 보안을 사용하는 호
스트에서 보낸 요청만 수락합니다. 따라서 Secrets Manager는 AWS와 보안 암호를 검색하는 데 사용하는 컴
퓨터 간에 보안 암호를 전송할 때에도 암호화되도록 보장합니다.

자동으로 보안 암호 교체
사용자의 개입 없이 지정한 일정에 따라 자동으로 보안 암호를 교체하도록 Secrets Manager를 구성할 수 있
습니다.
교체는 AWS 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정하고 실행합니다. 이 함수는 다음과 같이 Secrets Manager에서 다
음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 새로운 버전의 보안 암호를 생성합니다.
• 보안 암호를 Secrets Manager에 저장합니다.
• 새 버전을 사용하도록 보호된 서비스를 구성합니다.
• 새 버전을 확인합니다.
• 새 버전을 프로덕션용으로 표시합니다.
스테이징 레이블을 사용하면 보안 암호의 여러 버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각 버전에는 스테이징 레이블이
여러 개 연결될 수 있지만, 각 스테이징 레이블은 한 가지 버전에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ecrets
Manager는 현재 사용 중인 보안 암호의 활성 버전에 AWSCURRENT 레이블을 지정합니다. 항상 최신 보안 암
호 버전을 쿼리하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해야 합니다. 교체 프로세스에서 보안 암호의 새 버전을 생성하는
경우 테스트 및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Secrets Manager는 AWSPENDING 스테이징 레이블을 새 버전에 자동
으로 추가합니다. 그런 다음에만 Secrets Manager는 새 버전에 AWSCURRENT 스테이징 레이블을 추가합니
다. 애플리케이션에서 다음에 AWSCURRENT 버전을 쿼리하면 바로 새 보안 암호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완전 구성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교체 지원 기능을 갖춘 데이터
베이스
교체를 활성화하도록 선택하면 Secrets Manager에서는 다음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Amazon
RDS) 데이터베이스에서 AWS가 작성하고 테스트한 Lambda 교체 함수 템플릿 및 교체 프로세스의 전체 구
성을 지원합니다.
• Amazon RDS의 Amazon Aurora
• Amazon RDS의 MySQL
• Amazon RDS의 Postgre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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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zon RDS의 Oracle
• Amazon RDS MariaDB
• Amazon RDS의 Microsoft SQL Server

완전 구성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교체 지원 기능을 갖춘 다른 서
비스
AWS가 작성하고 테스트한 Lambda 교체 함수 템플릿 및 교체 프로세스의 전체 구성을 완전히 지원하는 다
음 서비스에서 교체를 활성화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Amazon DocumentDB
• Amazon Redshift
대부분의 다른 유형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안 암호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 암호
를 자동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지정 Lambda 교체 함수를 생성하고 구성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지정 Lambda 함수 작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교체 작동
방식” (p. 104) 섹션을 참조하세요.

보안 암호에 대한 액세스 제어
특정 보안 암호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거나 거부하려는 사용자, 그룹 및 역할에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권한 정책을 연결해 해당 보안 암호의 관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
안 암호를 완전히 관리 및 구성하는 권한이 필요한 구성원이 있는 그룹에 정책 하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역할에 연결된 다른 정책은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데 필요한 보안 암호에 대
한 읽기 권한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보안 암호에 직접 리소스 기반 정책을 연결해 보안 암호 및 해당 버전을 읽거나 수정할 수 있는 사용자
를 지정하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그룹 또는 역할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자격 증명 기반 정책
과 달리 보안 암호에 연결된 리소스 기반 정책은 Principal 요소를 사용하여 정책의 대상을 식별합니다.
Principal 요소는 다른 계정의 보안 암호나 보안 주체와 동일한 계정의 사용자 및 역할을 포함할 수 있습니
다.

AWS Secrets Manager를 위한 표준 준수
AWS Secrets Manager는 다음 표준에 대한 감사를 거쳤기 때문에 규정 준수 인증을 획득해야 할 때 솔루션
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는 AWS Secrets Manager를 HIPAA 적격 서비스로 포함시켜 HIPAA(건강 보험 이전 및 책
임법) 규정 준수 프로그램의 폭을 넓혔습니다. AWS와 비즈니스 제휴 계약(BAA)을 체결한 경
우 Secrets Manager를 사용하여 HIPAA 준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AWS는 건
강 정보의 처리 및 저장에 AWS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고객에게
HIPAA 중심의 백서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IPAA 규정 준수를 참조하세요.

AWS Secrets Manager은 서비스 공급자 레벨 1에서 PCI DSS(지불 결제 산업 데이터 보안 표
준) 버전 3.2의 규정 준수 증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WS 제품 및 서비스를 사용하여 카드 소
지자 데이터를 저장, 처리 또는 전송하는 고객은 자체 PCI DSS 규정 준수 인증을 관리할 때
AWS Secrets Manage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PCI 규정 준수 패키지의 사본을 요청하는
방법 등 PCI DSS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PCI DSS 레벨 1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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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Secrets Manager는 ISO/IEC 27001, ISO/IEC 27017, ISO/IEC 27018 및 ISO 9001에 대
한 규정 준수 인증을 성공적으로 획득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ISO 27001, ISO 27017, ISO
27018, ISO 9001을 참조하세요.

시스템 및 조직 제어(SOC) 보고서는 Secrets Manager가 주요 규정 준수 제어 기능을 어떻게
확보하고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 입증하는 독립적 서드 파티 검사 기관의 심사 보고서
입니다. 이러한 보고서의 목적은 운영 및 규정 준수를 뒷받침하는 AWS 제어 기능을 고객과 고
객 측 감사 기관이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는 데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OC 규정 준수를 참조
하세요.

FedRAMP(연방정부 위험 및 권한 부여 관리 프로그램)는 클라우드 제품 및 서비스의 보안 평
가, 권한 부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표준화된 접근 방식을 제공하는 정부 차원의 프로
그램입니다. 또한 FedRAMP 프로그램은 동부/서부 및 GovCloud에서 정부 또는 규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및 리전에 대한 잠정 권한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FedRAMP
규정 준수를 참조하세요.

국방부(DoD)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요구 사항 안내서(SRG)에서는 DoD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가 DoD 임시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평가 및 인증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oD SRG 리소스를 참조하세요.

IRAP(Information Security Registered Assessors Program)를 통해 호주 정부 고객은 적절한
제어가 되는지 검증하고 호주 사이버 보안 센터(ACSC)에서 제작한 호주 정부 ISM(Information
Security Manual)의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책임 모델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IRAP 리소스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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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Amazon Web Services)는 아웃소싱 서비스 공급자의 감사 보고서(OSPAR) 인증을 획득
했습니다. 아웃소싱 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제어 목표 및 절차에 대한 싱가포르 은행 협회(ABS)
지침(ABS 가이드라인)에 대한 AWS의 준수는 고객에게 싱가포르의 금융 서비스 업계에서 설정
한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충족하려는 AWS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자세
한 내용은 OSPAR 리소스를 참조하세요.

AWS Secrets Manager 요금
Secrets Manager를 사용할 경우 사용하는 내역에 대해서만 지불하며 최소 또는 설정 요금이 없습니다. 삭
제하도록 표시한 보안 암호에 대해서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재 기준의 전체적인 요금 목록은 AWS
Secrets Manager 요금을 참조하세요.
Secret Manager가 생성하는 AWS 관리형 키(aws/secretsmanager)를 사용하여 무료로 보안 암호를 암호
화할 수 있습니다. 자체 KMS 키를 생성하고 보안 암호를 암호화하는 경우 AWS에서 현재 AWS KMS 요금이
청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Key Management Service요금을 참조하세요.
계정에 대해 AWS CloudTrail을 활성화하면 Secrets Manager에서 전송한 API 호출에 대한 로그를 얻을 수
있습니다. Secrets Manager는 모든 이벤트를 관리 이벤트로 기록합니다. AWS CloudTrail에서는 모든 관
리 이벤트의 첫 사본이 무료로 저장됩니다. 하지만 알림을 활성화한 경우 로그 스토리지용 Amazon S3 및
Amazon SNS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적을 추가로 설정한 경우 관리 이벤트의 추가 사본
으로 인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Trail요금을 참조하세요.

AWS Secrets Manager에 대한 지원 및 의견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awssecretsmanager-feedback@amazon.com으로 의견을 보낼 수 있습
니다. 또한 AWS Secrets Manager 지원 포럼에 의견과 질문을 올리셔도 됩니다. AWS 지원 포럼에 대한 자세
한 정보는 포럼 도움말을 참조하세요.
AWS Secrets Manager 콘솔 또는 명령줄 도구에 대한 새로운 기능을 요청하려면 awssecretsmanagerfeedback@amazon.com에 이메일로 요청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존 문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각 웹페이지 하단에 있는 의견 링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문제와 문서가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표시된 내용과 생각했
던 것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알려 주세요. 그러면 문서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파악하는 데 도
움이 됩니다.
여기 몇 가지 사용 가능한 추가 리소스를 소개합니다.
• AWS 교육 카탈로그 - 역할 기반 및 특수 과정과 자습형 실습으로 구성되어, AWS 기술을 연마하고 실용적
인 경험을 얻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 AWS 개발자 도구 - AWS로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서, 코드 예제, 릴
리스 정보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하는 개발자 도구 및 리소스 링크입니다.
• AWS Support Center - AWS Support 사례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허브입니다. 포럼, 기술 FAQ, 서비
스 상태 및 AWS Trusted Advisor 등의 기타 유용한 자료에 대한 링크가 있습니다.
• AWS Support - 클라우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 및 실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응답을 제공하는
1:1 지원 채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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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AWS 결제, 계정, 이벤트 및 기타 문제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중앙 연락 창구입니다.
• AWS 사이트 약관 - 저작권 및 상표, 사용자 계정, 라이선스 및 사이트 액세스와 기타 주제에 대한 상세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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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Secrets Manager 액세스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Secrets Manager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 Secrets Manager 콘솔 (p. 8)
• 명령행 도구 (p. 8)
• AWS SDK (p. 8)
• HTTPS 쿼리 API (p. 9)

Secrets Manager 콘솔
브라우저 기반 Secrets Manager 콘솔을 사용하여 보안 암호를 관리하고 보안 암호와 관련된 거의 모든 작업
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명령행 도구
AWS 명령줄 도구를 통해 시스템 명령줄에서 명령을 실행하여 Secrets Manager 및 다른 AWS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명령줄을 사용하는 것이 콘솔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편리할 수 있습니다. AWS 작업
을 수행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도 명령줄 도구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명령 셸에 명령을 입력하면 명령 기록이 액세스되거나 유틸리티가 명령 파라미터에 액세스할 위험이 있습니
다. the section called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저장 시 AWS CLI 사용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 줄이
기” (p. 174) 섹션을 참조하세요.
AWS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명령줄 도구 세트를 제공합니다.
• AWS Command Line Interface (AWS CLI)
• AWS Tools for Windows PowerShell

AWS SDK
AWS SDK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 및 플랫폼(예: Java, Python, Ruby, .NET 및 기타)을 위한 라이브러리
와 샘플 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DK는 요청에 암호화 방식으로 서명, 오류 관리 및 자동으로 요청 재시
도와 같은 작업을 포함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AWS SDK” (p. 8)을 참조하십시오.
SDK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려면 Amazon Web Services용 도구를 참조하세요.
SDK 설명서는 다음을 참조하세요.
• C++
• Java
• PHP
•
•
•
•
•

Python
Ruby
.NET
Node.j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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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쿼리 API
HTTPS 쿼리 API를 사용하면 Secrets Manager 및 AWS에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HTTPS 쿼리 API를 이용하면 HTTPS 요청을 서비스에 직접 보낼 수 있습니다.
Secrets Manager HTTPS 쿼리 API를 직접 호출할 수도 있지만 SDK 중에서 한 가지를 대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수행해야 하는 많은 유용한 작업을 SDK를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DK는
자동으로 요청에 서명하고, 응답을 해당 언어에 구문상 적절한 구조로 변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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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Secrets Manager 시작하기
조직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보안 암호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중 일부이며 이를 저장할 수 있는 AWS의 위치
입니다.
• AWS 자격 증명 -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 암호화 키 – AWS Key Management Service
• SSH 키 – Amazon EC2 Instance Connect
• 프라이빗 키 및 인증서 – AWS Certificate Manager
• 데이터터베이스 자격 증명 – Secrets Manager
• 애플리케이션 자격 증명 – Secrets Manager
• OAuth 토큰 – Secrets Manager
•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키 - Secrets Manager

Secrets Manager 개념
다음은 Secrets Manager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개념입니다.

Secret
Secrets Manager에서 보안 암호는 보안 암호 정보, 보안 암호 값 및 보안 암호에 대한 메타타데이터로 구
성됩니다. 보안 암호 값은 문자열 또는 이진수일 수 있습니다. 여러 문자열 값을 한 보안 암호에 저장하려면
JSON 텍스트 문자열을 키/값 쌍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

"host"
"port"
"username"
"password"
"dbname"
"engine"

:
:
:
:
:
:

"ProdServer-01.databases.example.com",
"8888",
"administrator",
"EXAMPLE-PASSWORD",
"MyDatabase",
"mysql"

보안 암호의 메타데이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다음 형식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
arn:aws:secretsmanager:<Region>:<AccountId>:secret:SecretName-6RandomCharacters

• 보안 암호의 이름, 설명, 리소스 정책 및 태그입니다.
• Secrets Manager가 값을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 데 사용하는 AWS KMS key인 암호화 키 ARN입니다.
Secrets Manager는 보안 암호 텍스트를 암호화된 형식으로 저장하고, 전송 중인 보안 암호를 암호화합니
다. the section called “보안 암호 암호화 및 복호화” (p. 177) 섹션을 참조하세요.
• 교체를 설정한 경우의 보안 암호 교체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 the section called “교체” (p. 11) 섹션을
참조하세요.
Secrets Manager는 IAM 권한 정책을 사용하여 권한 있는 사용자만 보안 암호에 액세스하거나 보안 암호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AWS Secrets Manager에 대한 인증 및 액세스 제어 (p. 29) 섹션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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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암호에는 암호화된 보안 암호 값의 사본을 보유하는 버전이 있습니다. 보안 암호 값을 변경하거나 보안
암호를 교체할 경우 Secrets Manager는 새 버전을 만듭니다. the section called “버전” (p. 11) 섹션을 참조
하세요.
보안 암호를 복제하여 여러 AWS 리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 암호를 복제할 때 원본 또는 기본 보안
암호의 사본(복제 보안 암호)을 생성합니다. 복제 보안 암호는 기본 보안 암호에 연결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the section called “다른 리전으로 보안 암호 복제” (p. 63) 섹션을 참조하세요.
보안 암호 생성 및 관리 (p. 51) 섹션을 참조하세요.

교체
교체는 공격자가 자격 증명에 액세스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위해 보안 암호를 주기적으로 업데이
트하는 프로세스입니다. Secrets Manager에서 보안 암호에 대한 자동 교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Secrets
Manager가 보안 암호를 교체하면 보안 암호 및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비스 모두에서 자격 증명이 업데이트됩
니다. 보안 암호 교체 (p. 104) 섹션을 참조하세요.

교체 전략
Secrets Manager에서는 두 가지 교체 전략이 제공됩니다.
• 교체 전략: 단일 사용자 (p. 11)
• 교체 전략: 대체 사용자 (p. 11)

교체 전략: 단일 사용자
이 전략은 한 보안 암호로 한 사용자에 대한 보안 인증을 업데이트합니다. 사용자에게 암호 업데이트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전략은 가장 간단한 교체 전략이며 대부분의 사용 사례에 적합합니다.
보안 암호가 교체될 때 열린 데이터베이스 연결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교체가 진행되는 동안 데이터베이스의
암호가 변경되는 시점부터 보안 암호가 업데이트되는 시점까지 짧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시간동안 데이터
베이스가 교체된 보안 인증을 사용하는 호출을 거부할 위험은 적습니다. 적절한 재시도 전략을 사용하여 이
위험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교체 후에는 새 연결에서 새 보안 인증이 사용됩니다.

교체 전략: 대체 사용자
이 전략은 한 보안 암호로 두 사용자에 대한 보안 인증을 업데이트합니다. 첫 번째 사용자를 생성하고 첫 번
째 교체 중에 교체 함수가 해당 사용자를 복제하여 두 번째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보안 암호가 교체될 때마다
교체 함수는 업데이트하는 사용자의 암호를 교체합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본인을 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다른 보안 암호에서 superuser에 대한 보안 인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된 사
용자가 원래 사용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임시 또는 대화형 사용자라고도 함), 단일 사용
자 교체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전략은 첫 번째 역할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소유하고 두 번째 역할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권한 모델을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적합합니다. 이 전력은 고가용성이 필요한 애플
리케이션에도 적합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교체 중에 보안 암호가 검색되더라도 유효한 보안 인증 세트를 가
져옵니다. 교체 후에는 user 및user_clone 보안 인증이 모두 유효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교체 중에 애플리
케이션이 거부될 가능성은 단일 사용자 교체보다 훨씬 적습니다. 암호 변경 사항이 모든 서버로 전파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서버 팜에서 데이터베이스가 호스트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가 새 보안 인증을 사용하는 호출
을 거부할 위험이 있습니다. 적절한 재시도 전략을 사용하여 이 위험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버전
보안 암호에는 암호화된 보안 암호 값의 사본을 보유하는 버전이 있습니다. 보안 암호 값을 변경하거나 보안
암호를 교체할 경우 Secrets Manager는 새 버전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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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s Manager는 보안 암호 기록을 버전과 함께 저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해당 보안 암호 버전에
AWSPREVIOUS를 태그로 지정하여 이전 보안 암호 값을 추적합니다.. 교체하는 동안 Secrets Manager는 해
당 보안 암호 버전에 AWSPENDING을 태그로 지정하여 다음 보안 암호 값도 추적합니다. 보안 암호에는 항상
AWSCURRENT 버전이 있습니다. AWSCURRENT 버전은 다른 버전을 지정하지 않는 한 보안 암호 값을 검색할
때 Secrets Manager에서 반환하는 값입니다.
AWS CLI 또는 AWS SDK에서 UpdateSecretVersionStage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레이블이 있는 다른 버
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안 암호에는 최대 20개의 스테이징 레이블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안 암호의
두 버전에는 동일한 스테이징 레이블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버전에 레이블이 없는 경우 Secrets Manager는
해당 버전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Secrets Manager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보안 암
호 버전이 100개를 초과하면 제거합니다. Secrets Manager는 24 시간 이내에 만든 버전을 제거하지 않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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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Secrets Manager 자습서
주제
• 하드 코딩된 보안 암호를 AWS Secrets Manager로 이동 (p. 13)
• 하드 코딩된 데이터베이스 보안 인증 정보를 AWS Secrets Manager로 이동 (p. 16)
• AWS Secrets Manager에 대한 단일 사용자 교체 설정 (p. 19)
• AWS Secrets Manager에 대한 대체 사용자 교체 설정 (p. 25)

하드 코딩된 보안 암호를 AWS Secrets Manager로
이동
코드에 일반 텍스트 보안 암호가 있는 경우 보안 암호를 교체하고 Secrets Manager에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
다. 보안 암호를 Secrets Manager로 이동하면 코드를 보는 모든 사용자가 보안 암호를 볼 수 있는 문제가 해
결됩니다. 앞으로는 코드가 Secrets Manager에서 직접 보안 암호를 검색하기 때문입니다. 보안 암호를 교체
하면 현재의 하드 코딩된 보안 암호가 취소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보안 인증 정보 보안 암호에 대해서는 하드 코딩된 데이터베이스 보안 인증 정보를 AWS
Secrets Manager로 이동 (p. 16) 섹션을 참조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보안 암호에 액세스해야 하는 사용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두 개의 IAM 역할을 사
용하여 보안 암호에 대한 권한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직의 보안 암호를 관리하는 역할.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Secrets Manager 관리자 권
한” (p. 29) 섹션을 참조하세요. 이 역할을 사용하여 보안 암호를 생성하고 교체합니다.
• 런타임 시 보안 암호를 사용할 수 있는 역할. 예를 들어 이 자습서에서는
RoleToRetrieveSecretAtRuntime을 사용합니다. 코드가 이 역할을 수임하여 보안 암호를 검색합니
다. 이 자습서에서는 역할에 하나의 보안 암호 값을 검색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하고, 보안 암호의 리소스
정책을 사용하여 권한을 부여합니다. 다른 방법을 보려면 the section called “다음 단계” (p. 15) 섹션을
참조하세요.
단계:
• 1단계: 보안 암호 생성 (p. 13)
• 2단계: 코드 업데이트 (p. 15)
• 3단계: 보안 암호 업데이트 (p. 15)
• 다음 단계 (p. 15)

1단계: 보안 암호 생성
첫 번째 단계는 기존의 하드 코딩된 보안 암호를 Secrets Manager로 복사하는 것입니다. 보안 암호가 AWS
리소스와 관련된 경우 해당 보안 암호를 리소스와 동일한 리전에 저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 사례에 대
해 지연 시간이 가장 짧은 리전에 저장합니다.

보안 암호(콘솔) 생성
1.

https://console.aws.amazon.com/secretsmanager/에서 Secrets Manager 콘솔을 엽니다.

2.
3.

새 보안 암호 저장(Store a new secret)을 선택합니다.
보안 암호 유형 선택(Choose secret type)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보안 암호 유형(Secret type)에서 다른 유형의 보안 암호(Other type of secret)를 선택합니다.

13

AWS Secrets Manager 사용 설명서
1단계: 보안 암호 생성

b.

보안 암호를 키/값 쌍(Key/value pairs) 또는 일반 텍스트(Plaintext)로 입력합니다. 다음은 일부 예입
니다.
API 키 키/값 쌍:
ClientID: my_client_id
ClientSecret: wJalrXUtnFEMI/K7MDENG/bPxRfiCYEXAMPLEKEY
보안 인증 정보 키/값 쌍:
Username: saanvis
Password: EXAMPLE-PASSWORD
OAuth 토큰 일반 텍스트:
AKIAI44QH8DHBEXAMPLE
디지털 인증서 일반 텍스트:
-----BEGIN CERTIFICATE----EXAMPLE
-----END CERTIFICATE-----

프라이빗 키 일반 텍스트:
–---BEGIN PRIVATE KEY –-EXAMPLE
––-- END PRIVATE KEY –---

4.

c.

암호화 키(Encryption key)에서 aws/secretsmanager를 선택하여 Secrets Manager에 대해 AWS 관
리형 키를 사용합니다. 이 키를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AWS 계정에서
보안 암호에 액세스 (p. 33)하기 위해 자체 고객 관리형 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d.

다음을 선택합니다.

보안 암호 유형 선택(Choose secret type)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설명이 포함된 보안 암호 이름(Secret name)과 설명(Description)을 입력합니다.

b.

리소스 권한(Resource permissions)에서 권한 편집(Edit permissions)을 선택합니다.
RoleToRetrieveSecretAtRuntime이 보안 암호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정책을 붙여넣
은 후 저장(Save)을 선택합니다.
{

}

c.
5.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AWS": "arn:aws:iam::AccountId:role/RoleToRetrieveSecretAtRuntime"
},
"Action": "secretsmanager:GetSecretValue",
"Resource": "*"
}
]

페이지 하단에서 다음(Next)을 선택합니다.

교체 구성(Configure rotation) 페이지에서 교체를 꺼 둡니다. 다음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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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토(Review) 페이지에서 보안 암호 세부 정보를 검토한 후 저장(Store)을 선택합니다.

2단계: 코드 업데이트
코드가 반드시 IAM 역할 RoleToRetrieveSecretAtRuntime을 수임하여 보안 암호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역할로 전환(AWS API)을 참조하세요.
그런 다음 Secrets Manager에서 제공하는 샘플 코드를 사용하여 Secrets Manager에서 보안 암호를 검색하
도록 코드를 업데이트합니다.

샘플 코드 찾기
1.

https://console.aws.amazon.com/secretsmanager/에서 Secrets Manager 콘솔을 엽니다.

2.

보안 암호(Secrets) 페이지에서 보안 암호를 선택합니다.

3.

아래로 스크롤하여 샘플 코드(Sample code)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한 다음 코드 조각을
복사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하드 코딩된 보안 암호를 제거하고 코드 조각을 붙여넣습니다. 코드 언어에 따라 코드 조
각의 함수 또는 메서드에 호출을 추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드 코딩된 보안 암호 대신 보안 암호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이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합니다.

3단계: 보안 암호 업데이트
마지막 단계는 하드 코딩된 보안 암호를 취소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보안 암호의 소스를 참조하여 보
안 암호를 취소하고 업데이트하기 위한 지침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보안 암호를 비활성화하고 새 보안
암호를 생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안 암호를 새 값으로 업데이트
1.

https://console.aws.amazon.com/secretsmanager/에서 Secrets Manager 콘솔을 엽니다.

2.

보안 암호(Secrets)를 선택한 다음 보안 암호를 선택합니다.

3.

보안 암호 세부 정보(Secret details) 페이지에서 아래로 스크롤하여 보안 암호 값 검색(Retrieve secret
value)을 선택한 다음 편집(Edit)을 선택합니다.

4.

보안 암호를 업데이트 한 다음 저장(Save)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새 보안 암호로 애플리케이션이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합니다.

다음 단계
코드에서 하드 코딩된 보안 암호를 제거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아이디어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Java 및 Python 애플리케이션에서 하드 코딩된 보안 암호를 찾으려면 Amazon CodeGuru Reviewer를 사
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안 암호를 캐싱하여 성능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보안 암호 검
색 (p. 67) 섹션을 참조하세요.
• 여러 리전에서 액세스하는 보안 암호의 경우 지연 시간을 개선하기 위해 보안 암호를 복제하는 것을 고려
해 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다른 리전으로 보안 암호 복제” (p. 63)을 참조하십시오.
• 이 자습서에서는 RoleToRetrieveSecretAtRuntime에 보안 암호 값을 검색할 권한만 부여했습니다.
역할에 추가 권한(예: 보안 암호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보안 암호 목록 보기)을 부여하려면 the
section called “권한 정책 예” (p. 34) 섹션을 참조하세요.

15

AWS Secrets Manager 사용 설명서
하드 코딩된 DB 보안 인증 정보 교체

• 이 자습서에서는 보안 암호의 리소스 정책을 사용하여 RoleToRetrieveSecretAtRuntime에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권한을 부여하는 다른 방법은 the section called “자격 증명에 권한 정책 연결” (p. 30) 섹
션을 참조하세요.

하드 코딩된 데이터베이스 보안 인증 정보를 AWS
Secrets Manager로 이동
코드에 일반 텍스트 데이터베이스 보안 인증 정보가 있는 경우 보안 인증 정보를 Secrets Manager로 이동한
다음 즉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안 인증 정보를 Secrets Manager로 이동하면 코드를 보는 모든 사용자
가 보안 인증 정보를 볼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앞으로는 코드가 Secrets Manager에서 직접 보안 인증
정보를 검색하기 때문입니다. 보안 암호를 교체하면 암호가 업데이트된 다음 현재의 하드 코딩된 암호가 취
소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Amazon RDS, Amazon Redshift, Amazon DocumentDB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이 페이지에 제시된 단계를
사용하여 하드 코딩된 보안 인증 정보를 Secrets Manager로 이동합니다. 다른 유형의 보안 인증 정보 및 다
른 보안 암호에 대해서는 the section called “하드 코딩된 보안 암호 대체 ” (p. 13) 섹션을 참조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보안 암호에 액세스해야 하는 사용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두 개의 IAM 역할을 사
용하여 보안 암호에 대한 권한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직의 보안 암호를 관리하는 역할.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Secrets Manager 관리자 권
한” (p. 29) 섹션을 참조하세요. 이 역할을 사용하여 보안 암호를 생성하고 교체합니다.
• 런타임 시 보안 인증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역할. 이 자습서에서는
RoleToRetrieveSecretAtRuntime을 사용합니다. 코드가 이 역할을 수임하여 보안 암호를 검색합니
다.
단계:
• 1단계: 보안 암호 생성 (p. 16)
• 2단계: 코드 업데이트 (p. 17)
• 3단계: 보안 암호 교체 (p. 17)
• 다음 단계 (p. 18)

1단계: 보안 암호 생성
첫 번째 단계는 기존의 하드 코딩된 보안 인증 정보를 Secrets Manager의 보안 암호로 복사하는 것입니다.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려면 보안 암호를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리전에 저장합니다.

보안 암호 생성
1.

https://console.aws.amazon.com/secretsmanager/에서 Secrets Manager 콘솔을 엽니다.

2.
3.

새 보안 암호 저장(Store a new secret)을 선택합니다.
보안 암호 유형 선택(Choose secret type)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보안 암호 유형(Secret type)에서 저장할 데이터베이스 보안 인증 정보 유형을 선택합니다.
•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b.

• Amazon DocumentDB 데이터베이스
• Amazon Redshift 클러스터
• 다른 유형의 보안 암호에 대해서는 하드 코딩된 보안 암호 대체를 참조하세요.
보안 인증 정보(Credentials)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존의 하드 코딩된 보안 인증 정보를 입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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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4.

암호화 키(Encryption key)에서 aws/secretsmanager를 선택하여 Secrets Manager에 대해 AWS 관
리형 키를 사용합니다. 이 키를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AWS 계정에서
보안 암호에 액세스 (p. 33)하기 위해 자체 고객 관리형 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선택합니다.

e. 다음(Next)을 선택합니다.
보안 구성(Configure secret)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설명이 포함된 보안 암호 이름(Secret name)과 설명(Description)을 입력합니다.

b.

리소스 권한(Resource permissions)에서 권한 편집(Edit permissions)을 선택합니다.
RoleToRetrieveSecretAtRuntime이 보안 암호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정책을 붙여넣
은 후 저장(Save)을 선택합니다.
{

}

5.
6.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AWS": "arn:aws:iam::AccountId:role/RoleToRetrieveSecretAtRuntime"
},
"Action": "secretsmanager:GetSecretValue",
"Resource": "*"
}
]

c. 페이지 하단에서 다음(Next)을 선택합니다.
교체 구성(Configure rotation) 페이지에서 지금은 교체를 꺼 둡니다. 나중에 켜게 됩니다. 다음(Next)을
선택합니다.
검토(Review) 페이지에서 보안 암호 세부 정보를 검토한 후 저장(Store)을 선택합니다.

2단계: 코드 업데이트
코드가 반드시 IAM 역할 RoleToRetrieveSecretAtRuntime을 수임하여 보안 암호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역할로 전환(AWS API)을 참조하세요.
그런 다음 Secrets Manager에서 제공하는 샘플 코드를 사용하여 Secrets Manager에서 보안 암호를 검색하
도록 코드를 업데이트합니다.

샘플 코드 찾기
1.
2.

https://console.aws.amazon.com/secretsmanager/에서 Secrets Manager 콘솔을 엽니다.
보안 암호(Secrets) 페이지에서 보안 암호를 선택합니다.

3.

아래로 스크롤하여 샘플 코드(Sample code)로 이동합니다. 언어를 선택한 다음 코드 조각을 복사합니
다.

애플리케이션에서 하드 코딩된 보안 인증 정보를 제거하고 코드 조각을 붙여넣습니다. 코드 언어에 따라 코
드 조각의 함수 또는 메서드에 호출을 추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드 코딩된 보안 인증 정보 대신 보안 암호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이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합니다.

3단계: 보안 암호 교체
마지막 단계는 보안 암호를 교체하여 하드 코딩된 보안 인증 정보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교체는 주기적으로
보안 암호를 업데이트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보안 암호를 교체하면 보안 암호와 데이터베이스 모두에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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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정보가 업데이트됩니다. Secrets Manager는 사용자가 설정한 일정에 따라 보안 암호를 자동으로 교체
할 수 있습니다.
교체 설정의 일부는 Lambda 교체 함수가 Secrets Manager와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입니다. 자동 교체를 설정하면 Secrets Manager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네트워크 액세스 권한을 갖
도록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VPC에 Lambda 교체 함수를 생성합니다. 또한 Lambda 교체 함수는 Secrets
Manager를 호출하여 보안 암호를 업데이트할 수 있어야 합니다. Lambda에서 Secrets Manager로의 호출이
AWS 인프라를 벗어나지 않도록 VPC 내에 Secrets Manager 엔드포인트를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침은
VPC 엔드포인트 (p. 129) 섹션을 참조하세요.

교체 켜기
1.

https://console.aws.amazon.com/secretsmanager/에서 Secrets Manager 콘솔을 엽니다.

2.

보안 암호(Secrets) 페이지에서 보안 암호를 선택합니다.

3.

보안 암호 세부 정보(Secret details) 페이지의 교체 구성(Rotation configuration) 섹션에서 교체 편집
(Edit rotation)을 선택합니다.

4.

교체 구성 편집(Edit rotation configuration) 대화 상자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자동 교체(Automatic rotation)를 켭니다.

b.

교체 일정(Rotation schedule)에서 UTC 표준 시간대로 일정을 입력합니다.

c.

변경 사항을 저장할 때 보안 암호가 교체되게 하려면 보안 암호를 저장할 때 즉시 교체(Rotate
immediately when the secret is stored)를 선택합니다.

d.

교체 함수(Rotation function)에서 새 Lambda 함수 생성(Create a new Lambda function)을
선택하고 새 함수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Secrets Manager에서 함수 이름의 시작 부분에
"SecretsManager"를 추가합니다.

e.

별도의 보안 인증 정보를 사용하여 이 보안 암호 교체(Use separate credentials to rotate this
secret)에 대해 아니요(No)를 선택합니다.

f.

저장(Save)을 선택합니다.

보안 암호가 교체되었는지 확인
1.

https://console.aws.amazon.com/secretsmanager/에서 Secrets Manager 콘솔을 엽니다.

2.

보안 암호(Secrets)를 선택한 다음 보안 암호를 선택합니다.

3.

보안 암호 세부 정보(Secret details)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하고 보안 암호 값 검색(Retrieve secret
value)을 선택합니다.
보안 암호 값이 변경되었으면 교체가 성공한 것입니다. 보안 암호 값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CloudWatch
Logs에서 교체 함수를 확인하여 교체 문제 해결 (p. 118)을 수행해야 합니다.

교체된 보안 암호로 애플리케이션이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합니다.

다음 단계
코드에서 하드 코딩된 보안 암호를 제거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아이디어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보안 암호를 캐싱하여 성능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보안 암호 검
색 (p. 67) 섹션을 참조하세요.
• 다른 교체 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예약 표현식” (p. 127)을 참조하
십시오.
• Java 및 Python 애플리케이션에서 하드 코딩된 보안 암호를 찾으려면 Amazon CodeGuru Reviewer를 사
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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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Secrets Manager에 대한 단일 사용자 교체 설
정
이 자습서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자격 증명이 포함된 보안 암호에 대해 단일 사용자 교체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단일 사용자 교체는 Secrets Manager가 보안 암호 및 데이터베이스 모두에서 단일 사용
자의 자격 증명을 업데이트하는 교체 전략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단일 사용자” (p. 11)을
참조하십시오.
이 자습서의 대부분은 사실적인 환경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자습서에서는 교체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
Amazon RDS MySQL 데이터베이스 예제를 사용합니다. 보안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는 인터넷 액세스를 허용
하지 않는 VPC에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로컬 컴퓨터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려면 Bastion 호스트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부터의 SSH 연결도 허용하는 VPC 서버입
니다. 이 자습서의 Bastion 호스트는 Amazon EC2 인스턴스이며, 인스턴스의 보안 그룹은 다른 유형의 연결
을 차단합니다.
자습서의 사전 조건의 일부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리자 자격 증명이 포함된 암호도 생성합니다. 보안 암
호는 처음에 교체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자습서에서는 자동 교체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목차
• 권한 (p. 19)
• 사전 조건 (p. 19)
• 사전 조건 A: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Amazon VPC 및 Secrets Manager 보안 암
호 (p. 20)
• 사전 조건 B: 인터넷 게이트웨이 (p. 20)
• 사전 조건 C: 보안 그룹 (p. 21)
• 사전 조건 D: Amazon EC2 인스턴스 (p. 21)
• 사전 조건 E: MySQL Workbench (p. 22)
• 1단계: 원래 암호로 연결 (p. 23)
• 2단계: Secrets Manager 엔드포인트 생성 (p. 23)
• 3단계: 보안 암호 교체 (p. 24)
• 4단계: 교체된 암호 테스트 (p. 24)
• 5단계: 리소스 정리 (p. 25)
• 다음 단계 (p. 25)

권한
자습서 사전 조건으로 AWS 계정에 대한 관리 권한이 필요합니다. 프로덕션 설정에서는 각 단계에 대해 서
로 다른 역할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권한이 있는 역할은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네트워크 관리자 권한이 있는 역할은 VPC 및 보안 그룹을 설정합니다. 자습
서 단계에서는 동일한 자격 증명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 권한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증 및 액세스 제어 (p. 29) 섹션을 참조
하세요.

사전 조건
이 자습서를 이해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사전 조건 A: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Amazon VPC 및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p. 20)
• 사전 조건 B: 인터넷 게이트웨이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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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조건 C: 보안 그룹 (p. 21)
• 사전 조건 D: Amazon EC2 인스턴스 (p. 21)
• 사전 조건 E: MySQL Workbench (p. 22)

사전 조건 A: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Amazon VPC 및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콘솔을 통해 이러한 리소스를 생성하는 대신 이 자습서에서는 제공된 템플릿이 포함된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CloudFormation 스택을 생성합니다. CloudFormation 및 템플릿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개념 섹션을 참조하세요.

CloudFormation 템플릿을 가져오려면
•

the section called “Amazon RDS 자격 증명을 사용한 보안 암호 생성” (p. 132)으로 이동하여 코드를
새 파일에 저장합니다. JSON 또는 YAM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에서 스택을 생성하려면
1.
2.

AWS CloudFormation 콘솔(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을 엽니다.
스택(Stacks)에서 스택 생성(Create stack)을 선택한 다음 새 리소스 사용(With new resources)을 선택합
니다.

3.

스택 생성(Create stack) 페이지에서 템플릿 준비(Prepare template)에 템플릿 준비됨(Template is
ready)을 선택합니다.
템플릿 소스로 템플릿 파일 업로드를 선택합니다.
파일 선택(Choose file)을 선택한 다음 저장한 파일을 선택합니다.

4.
5.
6.
7.

다음(Next)을 선택합니다.
스택 세부 정보 지정(Specify stack details) 페이지에서 스택 이름
SecretsManagerRotationTutorial을 입력한 후 다음(Next)을 선택합니다.

8.
9.

스택 옵션 구성(Configure stack options) 페이지에서 다음(Next)을 선택합니다.
검토(Review) 페이지에서 스택 생성(Create stack)을 선택합니다.

CloudFormation은 콘솔에 새 스택을 열고 템플릿에 리소스 생성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세스에는 최대 30분
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벤트(Events)에서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를
업데이트하려면 새로 고침 버튼을 선택합니다.
스택이 완료되면 논리적 ID(Logical ID)에서 참조할 SecretsManagerRotationTutorial과 Status
CREATE_COMPLETE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 조건 B: 인터넷 게이트웨이
이 자습서에서는 VPC에서 나가는 트래픽을 허용하도록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생성하고 VPC 연결해야 합니
다. VPC 외부로 지정된 트래픽을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보내도록 라우팅 테이블에 경로를 생성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여 서브넷을 인터넷에 연결을 참조하세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생성하려면
1.
2.

https://console.aws.amazon.com/vpc/에서 Amazon VPC 콘솔을 엽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Internet Gateways)를 선택한 후 인터넷 게이트웨이 생성(Create internet
gateway)을 선택합니다.

3.

인터넷 게이트웨이 생성(Create internet gateway) 페이지에서 이름 태그(Name tag)에
SecretsManagerTutorialGateway를 입력한 다음 인터넷 게이트웨이 생성(Create internet
gateway)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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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gw-**** / SecretsManagerTutorialGateway 페이지의 녹색 배너에서 VPC에 연결(Attach to a VPC)을 선
택합니다.

5.

VPC에 연결(Attach to VPC) 페이지에서 사용 가능한 VPC(Available VPCs)에 vpc-**** SecretsManagerTutorial를 선택한 다음 인터넷 게이트웨이 연결(Attach internet gateway)을 선택
합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에 대한 라우팅을 추가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vpc/에서 Amazon VPC 콘솔을 엽니다.

2.

라우팅 테이블(Route tables)을 선택한 다음 VPC vpc-**** | SecretsManagerTutorial과 연결
된 라우팅 테이블 ID(Route table ID)를 선택합니다. 테이블에서 VPC 열을 보려면 스크롤해야 할 수 있
습니다.

3.

작업(Actions)을 선택하고 라우팅 편집(Edit routes)을 선택합니다.

4.

라우팅 편집(Edit routes) 페이지에서 라우팅 추가(Add Route)를 선택한 후 다음을 수행합니다.
a.

대상 주소(Destination)에 0.0.0.0/0을 입력합니다.

b.

대상(Target)에 인터넷 게이트웨이(Internet Gateway)를 선택한 다음 igw-****
(SecretsManagerTutorialGateway)를 선택합니다.

c.

[Save changes]를 선택합니다.

사전 조건 C: 보안 그룹
인바운드 SSH 트래픽이 추후 단계에서 생성할 Amazon EC2 Bastion 호스트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는 보안
그룹을 생성합니다.

Bastion 호스트에 SSH 액세스 허용
1.

https://console.aws.amazon.com/vpc/에서 Amazon VPC 콘솔을 엽니다.

2.

보안 그룹(Security Groups)을 선택한 다음, 보안 그룹 생성(Create security group)을 선택합니다.

3.

보안 그룹 이름(Security group name)에 SecretsManagerTutorialAccess를 입력합니다.

4.

설명(Description)에 Allows SSH access to bastion host를 입력합니다.

5.

VPC에 vpc-**** (SecretsManagerTutorial)를 선택합니다. 다른 선택 항목을 보려면 미리 채워
진 텍스트를 삭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6.

인바운드 규칙(Inbound Rules)에서 규칙 추가(Add Rule)를 선택합니다.

7.

인바운드 규칙 1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8.

a.

유형(Type)에서 SSH를 선택합니다.

b.

소스스(Source)에 My IP를 선택합니다.

보안 그룹 생성을 선택합니다.

사전 조건 D: Amazon EC2 인스턴스
VPC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려면 Bastion 호스트를 사용합니다. Bastion 호스트는 VPC에도 있지만
로컬 컴퓨터가 SSH를 사용하여 연결하도록 합니다. Bastion 호스트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
니다.

Bastion 호스트에 대한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ec2/에서 Amazon EC2 콘솔을 엽니다.

2.

인스턴스(Instances)를 선택한 다음 인스턴스 시작(Launch Instances)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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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단계(Step 1) 페이지에서 기본값 Amazon Linux 2 AMI (HMV) Kernel 5.10를 선택한 다음 선택
(Select)을 선택합니다.

4.

2단계(Step 2) 페이지에서 기본값 t2.micro를 선택한 다음 다음: 인스턴스 세부 정보 구성(Next:
Configure Instance Details)을 선택합니다.

5.

3단계(Step 3)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네트워크(Network)에서 vpc-**** SecretsManagerTutorial를 선택합니다.

b.

퍼블릭 IP 자동 할당(Auto-assign Public IP)에서 Enable을 선택합니다.

c.

다음: 스토리지 추가(Next: Add Storage)를 선택합니다.

6.

4단계(Step 4) 페이지에서 다음: 태그 추가(Next: Add Tags)를 선택합니다.

7.

5단계(Step 5) 페이지에서 태그 추가(Add Tag)를 선택합니다.
키(Key)에 Name을 입력하고 값(Value)에 SecretsManagerTutorialInstance를 입력한 다음 다음:
보안 그룹 구성(Next: Configure Security Group)을 선택합니다.

8.

6단계(Step 6) 페이지에서 보안 그룹 할당(Assign a security group)에 기존 보안 그룹 선택(Select an
existing security group)을 선택합니다.

9.

보안 그룹 ID에서 이름이 default와 SecretsManagerTutorialAccess인 보안 그룹을 선택한 다음
검토 및 시작(Review and Launch)을 선택합니다.

10. 7단계(Step 7) 페이지에서 시작(Launch)을 선택합니다.
11. 기존 키 페어(Select an existing key pair) 대화 상자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새 키 페어 생성(Create a new key pair)을 선택합니다.

b.

키 페어 이름(Key pair name)에 SecretsManagerTutorialKeyPair를 입력합니다.

c.

키 페어 다운로드(Download Key Pair)를 선택합니다. 이 프라이빗 키 파일을 사용하여 이후 단계에
서 인스턴스에 연결합니다.

d.

인스턴스 시작(Launch Instances)을 선택합니다.

사전 조건 E: MySQL Workbench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려면 MySQL 클라이언트 도구를 사용합니다. 이 자습서에서는 GUI 기반 애플리케이
션인 MySQL Workbench를 사용합니다.
MySQL Workbench를 설치하려면 MySQL Workbench 다운로드를 참조하세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려면 먼저 MySQL Workbench에서 연결 구성을 생성합니다. 구성을 위해 Amazon
EC2 및 Amazon RDS의 일부 정보가 필요합니다.

MySQL Workbench에서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생성하려면
1.

MySQL Workbench에서 MySQL 연결(MySQL Connections) 옆에 있는 (+) 버튼을 선택합니다.

2.

새 연결 설정(Setup New Connection) 대화 상자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연결 이름(Connection Name)에 SecretsManagerTutorial을 입력합니다.

b.

연결 방법(Connection Method)에서 Standard TCP/IP over SSH를 선택합니다.

c.

파라미터(Parameters) 탭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i.

SSH 호스트 이름(SSH Hostname)에 Amazon EC2 인스턴스의 퍼블릭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인스턴스 SecretsManagerTutorialInstance를 선택하여 Amazon EC2 콘솔에서 IP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Public IPv4 DNS 아래에 IP 주소를 복사합니다.

ii.

SSH 사용자 이름(SSH Username)에 ec2-user를 입력합니다.

iii.

SSH 키파일(SSH Keyfile)에서 이전 사전 조건에서 다운로드한 키 페어 파일
SecretsManagerTutorialKeyPair.pem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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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MySQL 호스트 이름(MySQL Hostname)에 Amazon RDS 엔드포인트 주소를 입력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secretsmanagertutorialdb를 선택하여 Amazon RDS 콘솔에서 엔드포
인트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엔드포인트(Endpoint) 아래에 주소를 복사합니다.

v.
d.

사용자 이름(Username)에 admin을 입력합니다.

확인(OK)을 선택합니다.

1단계: 원래 암호로 연결
첫 번째 단계는 보안 암호의 정보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유효한 자격 증명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입니다.

보안 암호에서 암호를 검색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secretsmanager/에서 Secrets Manager 콘솔을 엽니다.

2.

보안 암호(Secrets)를 선택한 다음 보안 암호 SecretsManagerTutorialAdmin-****를 선택합니다.

3.

보안 암호 세부 정보(Secret details)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하고 보안 암호 값 검색(Retrieve secret
value)을 선택합니다.

4.

키/값(Key/value) 테이블에서 password에 대한 보안 암호 값(Secret value)을 복사합니다.

자격 증명을 테스트하려면
1.

MySQL Workbench에서 SecretsManagerTutorial 연결을 선택합니다.

2.

SSH 연결 열기(Open SSH Connection) 대화 상자에서 암호(Password)에 보안 암호에서 검색한 암호를
붙여넣은 다음 확인(OK)을 선택합니다.
처음 연결할 때 서버 지문에 대한 경고 대화 상자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확인(OK)을 선택하고 계속 진행
합니다.

자격 증명이 유효한 경우 MySQL Workbench가 데이터베이스의 디자인 페이지에 열립니다.

2단계: Secrets Manager 엔드포인트 생성
다음 단계는 VPC 내에 Secrets Manager 엔드포인트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자동 교체를 설정하면 Secrets
Manager가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VPC 내에 Lambda 교체 함수를 생성합니다. Lambda 교체
함수는 Secrets Manager도 호출합니다. VPC 내에 Secrets Manager 엔드포인트를 생성하면 Lambda에서
Secrets Manager로의 호출이 AWS 인프라를 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대신 VPC 내의 Secrets Manager 엔
드포인트로 라우팅됩니다.

VPC 내에 Secrets Manager 엔드포인트를 생성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vpc/에서 Amazon VPC 콘솔을 엽니다.

2.

엔드포인트(Endpoints) 페이지에서 엔드포인트 생성(Create Endpoint)을 선택합니다.

3.

서비스(Services)까지 아래로 스크롤하고 secretsmanager를 입력하여 목록을 필터링한 다음
AWS 리전에서 Secrets Manager 엔드포인트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동부(버지니아 북부)에서
com.amazonaws.us-east-1.secretsmanager를 선택합니다.

4.

VPC에 vpc**** (SecretsManagerTutorial)를 선택합니다.

5.

서브넷(Subnets)에 가용 영역(Availability Zones)을 모두 선택한 다음 각각에 대해 포함할 서브넷
ID(Subnet ID)를 선택합니다.

6.

보안 그룹(Security groups)에서 기본 보안 그룹을 선택합니다.

7.

정책(Policy)에서 Full access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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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엔드포인트 생성(Create endpoint)을 선택합니다.

3단계: 보안 암호 교체
이제 교체를 설정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즉시 교체를 시작하여 보안 암호를 저장할 때 Secrets Manager가 보
안 암호를 즉시 교체하도록 합니다. 또한 자동 교체를 설정하면 자정부터 오전 2시(UTC) 사이에 10일마다 보
안 암호가 교체됩니다.

자동 교체를 설명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secretsmanager/에서 Secrets Manager 콘솔을 엽니다.

2.

보안 암호 SecretsManagerTutorialAdmin-a1b2c3d4e5f6을 열고 교체 구성(Rotation configuration)까지
아래로 스크롤하여 교체 편집(Edit rotation)을 선택합니다.

3.

교체 구성 편집(Edit rotation configuration) 대화 상자에서 자동 교체(Automatic rotation)를 설정합니다.

4.

교체 일정(Rotation schedule)에서 일(Days): 10일, 기간(Duration): 2h의 일정을 설정합니다. 즉시 교체
(Rotate immediately)를 선택합니다.

5.

교체 함수(Rotation function)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6.

a.

교체 함수 생성(Create a rotation function)을 선택한 다음 Lambda 교체 함수(Lambda rotation
function)에 tutorial-single-user-rotation을 입력합니다.

b.

Secrets Manager가 SecretsManagertutorial-single-user-rotation이라는 Lambda 교체 함수를 생성
합니다.

c.

별도의 자격 증명 사용(Use separate credentials)에서 No를 선택합니다.

저장(Save)을 선택합니다.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세부 정보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Secrets Manager는 CloudFormation을 사
용하여 Lambda 교체 함수 및 Lambda 함수를 실행하는 실행 역할과 같은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보안 암
호 세부 정보 페이지의 상단에서 CloudFormation 리소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loudFormation
이 리소스 배포를 완료하면 배너가 보안 암호 교체 예약됨(Secret scheduled for rotation)으로 변경됩니
다. 이제 Secrets Manager가 첫 번째 교체를 시작합니다.

4단계: 교체된 암호 테스트
몇 초가 걸릴 수 있는 첫 번째 보안 암호 교체 이후 보안 암호에 유효한 자격 증명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안 암호의 암호가 원래 자격 증명에서 변경되었습니다.

보안 암호에서 새 암호를 검색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secretsmanager/에서 Secrets Manager 콘솔을 엽니다.

2.

보안 암호(Secrets)를 선택한 다음 보안 암호 SecretsManagerTutorialAdmin-****를 선택합니다.

3.

보안 암호 세부 정보(Secret details)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하고 보안 암호 값 검색(Retrieve secret
value)을 선택합니다.

4.

키/값(Key/value) 테이블에서 password에 대한 보안 암호 값(Secret value)을 복사합니다.

자격 증명을 테스트하려면
1.

MySQL Workbench에서 SecretsManagerTutorial 연결을 선택합니다.

2.

SSH 연결 열기(Open SSH Connection) 대화 상자에서 암호(Password)에 보안 암호에서 검색한 암호를
붙여넣은 다음 확인(OK)을 선택합니다.
자격 증명이 유효한 경우 MySQL Workbench가 데이터베이스의 디자인 페이지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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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보안 암호 교체가 성공했음을 나타냅니다. 보안 암호의 업데이트된 암호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
있는 유효한 암호입니다. 자동 교체 설정을 마쳤으며 10일 후에 다음 교체가 수행됩니다.

5단계: 리소스 정리
다른 교체 전략인 대체 사용자 교체를 시도하려는 경우 리소스 정리를 건너뛰고 AWS Secrets Manager에 대
한 대체 사용자 교체 설정 (p. 25)으로 이동합니다.
잠재적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는 EC2 인스턴스를 제거하려면 이 자습서에서
생성한 다음 리소스를 삭제합니다.
• Amazon EC2 인스턴스 지침은 인스턴스 종료 섹션을 참조하세요.
• Secrets Manager 엔드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VPC 엔드포인트 삭제 섹션을 참조하세요.
• 인터넷 게이트웨이 먼저 VPC에서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분리한 다음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삭제합니다.
• AWS CloudFormation 스택. 지침은 스택 삭제 섹션을 참조하세요.

다음 단계
• 애플리케이션에서 보안 암호를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보안 암호 검색 (p. 67) 섹션을 참조하세
요.
•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자동 교체하는 보안 암호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의 AWS::SecretsManager::RotationSchedule을 참조하세요.
• 다른 교체 일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the section called “예약 표현식” (p. 127)을(를) 참조하세요.

AWS Secrets Manager에 대한 대체 사용자 교체 설
정
이 자습서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이 포함된 보안 암호에 대해 대체 사용자 교체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대체 사용자 교체는 Secrets Manager가 사용자를 복제한 다음 업데이트되는 사용자의 자격 증
명을 대체하는 교체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보안 암호의 고가용성이 필요한 경우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
체 사용자 중 한 명이 업데이트되는 동안 다른 사용자에게 RDS에 대한 현재 자격 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대체 사용자” (p. 11)을 참조하십시오.
대체 사용자 교체를 설정하려면 다음 두 개의 보안 암호가 필요합니다.
• 교체하려는 자격 증명이 포함된 보안 암호 1개와
• 첫 번째 사용자의 암호를 변경하고 첫 번째 사용자를 복제할 권한이 모두 있는 관리자 또는 슈퍼 사용자를
위한 자격 증명이 포함된 두 번째 암호입니다.
목차
• 권한 (p. 26)
• 사전 조건 (p. 26)
• 1단계: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생성 (p. 26)
• 2단계: 사용자 자격 증명에 대한 보안 암호 생성 (p. 26)
• 3단계: 교체된 보안 암호 테스트 (p. 27)
• 4단계: 리소스 정리 (p. 27)
• 다음 단계 (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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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자습서 사전 조건으로 AWS 계정에 대한 관리 권한이 필요합니다. 프로덕션 설정에서는 각 단계에 대해 서
로 다른 역할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권한이 있는 역할은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네트워크 관리자 권한이 있는 역할은 VPC 및 보안 그룹을 설정합니다. 자습
서 단계에서는 동일한 자격 증명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 권한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증 및 액세스 제어 (p. 29) 섹션을 참조
하세요.

사전 조건
이 자습서의 사전 조건은 the section called “단일 사용자 교체” (p. 19)입니다. 첫 번째 자습서가 끝나면 리
소스를 정리하지 마세요. 이 자습서를 마친 후에는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와 Secrets Manager 보안 암
호가 있는 실제 환경을 갖춥니다. 보안 암호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리자 자격 증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10일마다 교체되도록 설정됩니다.
또한 관리자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도록 MySQL Workbench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생성
먼저 보안 암호에 자격 증명을 저장할 사용자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를 생성하려면
1.

MySQL Workbench에서 SecretsManagerTutorial 연결을 선택합니다.

2.

Query(쿼리) 창에서 다음 명령(강력한 암호 포함)을 입력한 다음 실행(Execute)을 선택합니다.
CREATE DATABASE myDB;
CREATE USER 'appuser'@'%' IDENTIFIED BY 'EXAMPLE-PASSWORD';
GRANT ALL PRIVILEGES ON myDB . * TO 'appuser'@'%';

출력(Output) 창에서 명령이 성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단계: 사용자 자격 증명에 대한 보안 암호 생성
다음으로, 방금 생성한 사용자의 자격 증명을 저장하는 보안 암호를 생성합니다. 이것이 교체하게 될 보안 암
호입니다. 자동 교체를 설정하고 대체 사용자 전략을 나타내려면 첫 번째 사용자의 암호를 변경할 권한이 있
는 별도의 슈퍼 사용자 보안 암호를 선택합니다.
1.

https://console.aws.amazon.com/secretsmanager/에서 Secrets Manager 콘솔을 엽니다.

2.

새 보안 암호 저장(Store a new secret)을 선택합니다.

3.

보안 암호 유형 선택(Choose secret type)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보안 암호 유형(Secret type)에서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자격 증명(Credentials for
Amazon RDS database)을 선택합니다.

b.

자격 증명(Credentials)에서 사용자 이름 newuser와 MySQL Workbench를 사용하여 생성한 데이
터베이스 사용자에 대해 입력한 암호를 입력합니다.

c.

데이터베이스(Database)에서 secretsmanagertutorialdb를 선택합니다.

4.

보안 암호 구성(Configure secret) 페이지에서 보안 암호 이름(Secret name)에
SecretsManagerTutorialAppuser를 입력한 후 다음(Next)을 선택합니다.

5.

교체 구성(Configure rotation)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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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

자동 교체(Automatic rotation)를 켭니다.

b.

교체 일정(Rotation schedule)에서 일(Days): 2일, 기간(Duration): 2h의 일정을 설정합니다. 즉시 교
체(Rotate immediately)를 선택합니다.

c.

교체 함수(Rotation function)에서 교체 함수 생성(Create a rotation function)을 선택한 다음 함수 이
름에 tutorial-alternating-users-rotation을 입력합니다.

d.

별도의 자격 증명 사용(Use separate credentials)에서 예(Yes)를 선택한 다음 보안 암호(Secrets)
아래 SecretsManagerTutorialAdmin-a1b2c3d4e5f6을 선택합니다.

e.

다음(Next)을 선택합니다.

검토(Review) 페이지에서 시작(Store)을 선택합니다.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세부 정보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페이지 상단에서 교체 구성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crets Manager는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Lambda 교체 함수 및 Lambda 함수를 실행하는 실행
역할과 같은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CloudFormation이 완료되면 배너가 보안 암호 교체 예약됨(Secret
scheduled for rotation)으로 변경됩니다. 첫 번째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3단계: 교체된 보안 암호 테스트
보안 암호가 교체되었으므로 보안 암호에 여전히 유효한 자격 증명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안 암호의 암호가 원래 자격 증명에서 변경되었습니다.

보안 암호에서 새 암호를 검색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secretsmanager/에서 Secrets Manager 콘솔을 엽니다.

2.

보안 암호(Secrets)를 선택한 다음 보안 암호 SecretsManagerTutorialAppuser를 선택합니다.

3.

보안 암호 세부 정보(Secret details)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하고 보안 암호 값 검색(Retrieve secret
value)을 선택합니다.

4.

키/값(Key/value) 테이블에서 password에 대한 보안 암호 값(Secret value)을 복사합니다.

자격 증명을 테스트하려면
1.

MySQL Workbench에서 SecretsManagerTutorial 연결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연결 편
집(Edit Connection)을 선택합니다.

2.

서버 연결 관리(Manage Server Connections) 대화 상자에서 사용자 이름(Username)에 appuser를 입
력한 다음 닫기(Close)를 선택합니다.

3.

MySQL Workbench로 돌아가서 SecretsManagerTutorial 연결을 선택합니다.

4.

SSH 연결 열기(Open SSH Connection) 대화 상자에서 암호(Password)에 보안 암호에서 검색한 암호를
붙여넣은 다음 확인(OK)을 선택합니다.
자격 증명이 유효한 경우 MySQL Workbench가 데이터베이스의 디자인 페이지에 열립니다.

이는 보안 암호 교체가 성공했음을 나타냅니다. 보안 암호의 자격 증명이 업데이트되었으며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 있는 유효한 암호입니다.

4단계: 리소스 정리
잠재적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는 EC2 인스턴스를 제거하려면 이 자습서에서
생성한 다음 리소스와 그 사전 조건을 삭제합니다.
• Amazon EC2 인스턴스 지침은 인스턴스 종료 섹션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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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SecretsManagerTutorialAppuser the section called “보안 암호 삭
제” (p. 60) 섹션을 참조하세요.
• Secrets Manager 엔드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VPC 엔드포인트 삭제 섹션을 참조하세요.
• 인터넷 게이트웨이 먼저 VPC에서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분리한 다음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삭제합니다.
• AWS CloudFormation 스택. 지침은 스택 삭제 섹션을 참조하세요.

다음 단계
• 애플리케이션에서 보안 암호를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보안 암호 검색 (p. 67) 섹션을 참조하세
요.
•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자동 교체하는 보안 암호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의 AWS::SecretsManager::RotationSchedule을 참조하세요.
• 다른 교체 일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the section called “예약 표현식” (p. 127)을(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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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Secrets Manager에 대한 인증
및 액세스 제어
Secrets Manager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를 사용하여 보안 암호에 대한 액세스를 제
어합니다. IAM은 인증 및 액세스 제어를 제공합니다. 인증은 개인 요청의 자격 증명을 확인합니다. Secrets
Manager는 암호, 액세스 키 및 멀티 팩터 인증(MFA) 토큰을 통해 로그인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자
격 증명을 확인합니다. AWS에 로그인을 참조하세요. 액세스 제어는 승인된 개인만 AWS 리소스(예: 보안 암
호)에 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rets Manager는 정책을 사용하여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
는 사용자 및 해당 리소스에 대해 자격 증명이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정의합니다. IAM의 정책 및 권한을 참
조하세요.

Secrets Manager 관리자 권한
Secrets Manager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려면 IAM 자격 증명 권한 추가 및 제거의 지침을 따르고 다음 정책을
연결합니다.
• SecretsManagerReadWrite
• IAMFullAccess
최종 사용자에게는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보안 암호를 생
성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 교체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권한(IAMFullAccess)은 최종 사용자에게 적합하지 않
은 중요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보안 암호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
IAM 권한 정책을 사용하여 보안 암호에 액세스하는 사용자 또는 서비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권한 정책은
누가 어떤 리소스에 대해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the section called “자격 증명에 권한 정책 연결” (p. 30)
• the section called “보안 암호에 권한 정책 연결” (p. 30)

Lambda 교체 함수에 대한 권한
Secrets Manager는 AWS 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보안 암호를 교체합니다. Lambda 함수는 보안 암호에
자격 증명이 포함된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비스뿐 아니라 보안 암호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체 권
한 (p. 125) 섹션을 참조하세요.

암호화 키 권한
Secrets Manager는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 키를 사용하여 보안 암호를 암호화합니
다. AWS 관리형 키 aws/secretsmanager에 올바른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다른 KMS 키를 사용
하는 경우 Secrets Manager는 해당 키에 대한 권한이 필요합니다. the section called “KMS 키에 대한 권
한” (p. 180) 섹션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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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증명에 권한 정책 연결
권한 정책을 IAM 자격 증명: 사용자, 사용자, 그룹 및 역할에 연결합니다. 자격 증명 기반 정책에서 자격 증명
에 액세스할 수 있는 보안 암호와, 자격 증명이 보안 암호에 대해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자격 증명 권한 추가 및 제거를 참조하세요.
다른 서비스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사용자를 나타내는 역할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은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해야 할 수 있습니다. EC2 인스턴스
프로파일에 연결된 IAM 역할을 생성한 후 권한 정책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인증 정보를 포함한
보안 암호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역할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역할을 사용하여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에 권한 부여를 참조하세요. 역할을 연결할 수 있는 기타 서비스에
는 Amazon Redshift, AWS Lambda, Amazon ECS가 있습니다.
IAM 이외의 자격 증명 시스템으로 인증된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IAM 역할을
Amazon Cognito로 로그인하는 모바일 앱 사용자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역할은 앱에 역할 권한 정책에 있
는 권한과 함께 임시 자격 증명을 부여합니다. 그런 다음 권한 정책을 사용하여 해당 역할에 보안 암호에 대
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dentity providers and federation(자격 증명 공급자 및
페더레이션)을 참조하세요.
자격 증명 기반 정책을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여러 보안 암호에 대한 자격 증명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 새 보안 암호를 만들 수 있는 사용자와, 아직 생성되지 않은 보안 암호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를 제어
합니다.
• IAM 그룹에 보안 암호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권한 정책 예” (p. 34)을 참조하십시오.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에 권한 정책 연결
리소스 기반 정책에서 보안 암호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와, 보안 암호에 대해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지
정합니다. 리소스 기반 정책을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사용자 및 역할에 단일 보안 암호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 다른 AWS 계정의 사용자 또는 역할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the section called “권한 정책 예” (p. 34) 단원을 참조하세요.
리소스 기반 정책을 콘솔의 보안 암호에 연결하면 Secret Secrets Manager는 자동화된 추론 엔진 Zelkova
및 API ValidateResourcePolicy을(를) 사용하여 다양한 IAM 보안 주체에 보안 암호에 대한 액세스 권
한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는 CLI나 SDK에서 BlockPublicPolicy 파라미터가 있는
PutResourcePolicy API 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보안 암호(콘솔)에 대한 리소스 정책을 보거나 변경하거나 삭제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secretsmanager/에서 Secrets Manager 콘솔을 엽니다.

2.

보안 암호에 대한 보안 암호 세부 정보 페이지의 리소스 권한(Resource permissions) 섹션에서 권한 편
집(Edit permissions)을 선택합니다.

3.

코드 필드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한 후 저장(Save)을 선택합니다.
•

리소스 정책을 연결하거나 수정하려면 정책을 입력합니다.

•

정책을 삭제하려면 코드 필드를 지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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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LI
보안 암호에 연결된 정책을 검색하려면 get-resource-policy를 사용합니다.

Example
다음 CLI 명령은 보안 암호에 연결된 정책을 검색합니다.
$ aws secretsmanager get-resource-policy --secret-id production/MyAwesomeAppSecret
{
"ARN": "arn:aws:secretsmanager:us-east-2:123456789012:secret:production/
MyAwesomeAppSecret-a1b2c3",
"Name": "MyAwesomeAppSecret",
"ResourcePolicy": "{\"Version\":\"2012-10-17\",\"Statement\":{\"Effect\":\"Allow\",
\"Principal\":{\"AWS\":[\"arn:aws:iam::111122223333:root\",\"arn:aws:iam::444455556666:root
\"]},\"Action\":[\"secretsmanager:GetSecretValue\"],\"Resource\":\"*\"}}"
}

보안 암호에 연결된 정책을 삭제하려면 delete-resource-policy를 사용합니다.

Example
다음 CLI 명령은 보안 암호에 연결된 정책을 삭제합니다.
$ aws secretsmanager delete-resource-policy --secret-id production/MyAwesomeAppSecret
{
"ARN": "arn:aws:secretsmanager:us-east-2:123456789012:secret:production/
MyAwesomeAppSecret-a1b2c3",
"Name": "production/MyAwesomeAppSecret"
}

보안 암호에 대한 정책을 연결하려면 put-resource-policy를 사용합니다. 연결된 정책이 이미 있는 경
우 명령은 먼저 해당 정책을 제거한 후 새 정책을 연결합니다. 정책 문서는 JSON 구조의 텍스트 형식이어야
합니다. JSON 정책 문서 구조를 참조하세요.

Example
다음 예제 CLI 명령은 보안 암호에 현재 연결된 리소스 기반 권한 정책을 연결합니다. 정책은
secretpolicy.json 파일에서 정의됩니다. the section called “권한 정책 예” (p. 34)를 사용하여 정책
작성을 시작합니다.
$ aws secretsmanager put-resource-policy --secret-id production/MyAwesomeAppSecret -resource-policy file://secretpolicy.json
{
"ARN": "arn:aws:secretsmanager:us-east-2:123456789012:secret:production/
MyAwesomeAppSecret-a1b2c3",
"Name": "MyAwesomeAppSecret"
}

AWS SDK
보안 암호에 연결된 정책을 검색하려면 GetResourcePolicy를 사용합니다.
보안 암호에 연결된 정책을 삭제하려면 DeleteResourcePolicy를 사용합니다.
보안 암호에 정책을 연결하려면 PutResourcePolicy를 사용합니다. 연결된 정책이 이미 있는 경우 명령
은 먼저 해당 정책을 제거한 후 새 정책을 연결합니다. 정책 문서는 JSON 구조의 텍스트 형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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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 정책 문서 구조를 참조하세요. the section called “권한 정책 예” (p. 34)를 사용하여 정책 작성을 시
작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AWS SDK” (p. 8)을 참조하세요.

AWS Secrets Manager에 사용할 수 있는 AWS 관리
형 정책
AWS는 AWS에서 생성하고 관리하는 독립형 IAM 정책인 관리형 정책을 제공하여 많은 일반 사용 사례를 처
리합니다. 관리형 정책은 사용자가 필요한 권한을 조사할 필요가 없도록 일반 사용 사례에 필요한 권한을 부
여합니다. AWS 관리형 정책을 제거하거나 계정의 사용자에게 연결할 수는 있지만 정책을 수정하거나 삭제
할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AWS 관리형 정책을 참조하세요.
다음 테이블에서는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AWS 관리형
정책에 대해 설명합니다.
Policy Name

설명

ARN

SecretsManagerReadWrite
Secrets Manager 작업에 대한 액세스 권한
을 제공합니다. 교체 시 역할을 생성하려면
IAM 권한도 필요하므로 정책에서는 교체
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Lambda 교체 함수
를 구성하고 교체를 활성화해야 하는 경우,
IAMFullAccess 관리형 정책도 할당해야 합
니다. 교체 권한 (p. 125) 섹션을 참조하세
요.

arn:aws:iam::aws:policy/
SecretsManagerReadWrite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에 대한 권한이 있
는 사용자 확인
기본적으로 IAM 자격 증명에는 보안 암호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없습니다. 보안 암호에 대한 액세스를 승인
할 때 Secrets Manager는 보안 암호에 연결된 리소스 기반 정책과, 요청을 제출하는 IAM 사용자나 역할에 연
결된 모든 자격 증명 기반 정책을 평가합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Secrets Manager는 IAM 사용 설명서의 요
청 허용 또는 거부 여부 결정에 설명된 프로세스와 유사한 프로세스를 사용합니다.
요청에 적용되는 정책이 여러 개인 경우 Secrets Manager는 계층 구조를 사용하여 권한을 제어합니다.
1. 명시적인 deny가 있는 정책의 설명이 요청 작업 및 리소스와 일치하는 경우:
명시적인 deny는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작업을 차단합니다.
2. 명시적인 deny가 없지만 명시적인 allow가 있는 설명이 요청 작업 및 리소스와 일치하는 경우:
명시적인 allow는 설명의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요청의 작업에 부여합니다.
자격 증명과 보안 암호가 서로 다른 두 계정에 있는 경우 보안 암호에 대한 리소스 정책 및 자격 증명에 연
결된 정책 모두에 allow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AWS가 요청을 거부합니다. 자세한 정
보는 교차 계정 액세스 (p. 33)을 참조하세요.
3. 요청 작업 및 리소스와 일치하는 명시적인 allow가 있는 설명이 없는 경우:
AWS는 기본적으로 요청을 거부하며, 이를 암묵적 거부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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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암호에 대한 리소스 기반 정책을 보려면
•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세요.
•

https://console.aws.amazon.com/secretsmanager/에서 Secrets Manager 콘솔을 엽니다. 보안 암
호에 대한 보안 암호 세부 정보 페이지의 리소스 권한(Resource permissions) 섹션에서 권한 편집
(Edit permissions)을 선택합니다.

•

AWS CLI 또는 AWS SDK를 사용하여 GetResourcePolicy를 호출합니다.

자격 증명 기반 정책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를 확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IAM 정책 시뮬레이터를 사용합니다. IAM 정책 시뮬레이터로 IAM 정책 테스트를 참조하세요.

다른 계정에 있는 사용자의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에 대한 권한
하나의 계정에 속한 사용자가 다른 계정의 보안 암호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려면(교차 계정 액세스) 리소스
정책 및 ID 정책 모두에서 액세스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는 보안 암호와 동일한 계정의 자격 증명에 액세스를
부여하는 것과 다릅니다.
또한 보안 암호를 암호화하는 KMS 키를 자격 증명에서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이는 교차 계정 액세스
에 AWS 관리형 키(aws/secretsmanager)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생성한 KMS 키로 보안 암
호를 암호화한 후 키 정책을 연결해야 합니다. KMS 키를 생성하는 데에는 요금이 부과됩니다. 보안 암호에
대한 암호화 키를 변경하려면 the section called “보안 암호 수정” (p. 57) 단원을 참조하세요.
다음 예제 정책에서는 계정1에 보안 암호 및 암호화 키가 있고, 보안 암호 값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할 자
격 증명이 계정2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1단계: Account1의 보안 암호에 리소스 정책 연결
•

다음 정책은 ##2의 ApplicationRole이 ##1의 보안 암호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정책을 사
용하려면 the section called “보안 암호에 권한 정책 연결” (p. 30) 단원을 참조하세요.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AWS": "arn:aws:iam::Account2:role/ApplicationRole"
},
"Action": "secretsmanager:GetSecretValue",
"Resource": "*"
}
]

2단계: Account1의 KMS 키에 대한 키 정책에 명령문 추가
•

다음 키 정책 문은 ##2의 ApplicationRole이 ##1의 KMS 키를 사용하여 ##1의 보안 암호를 복호화
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명령문을 사용하려면 KMS 키의 키 정책에 추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키 정책 변
경을 참조하세요.
{

"Effect": "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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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cipal": {
"AWS": "arn:aws:iam::Account2:role/ApplicationRole"
},
"Action": [
"kms:Decrypt",
"kms:DescribeKey"
],
"Resource": "*"

3단계: Account2의 자격 증명에 자격 증명 정책 연결
•

다음 정책은 ##2의 ApplicationRole이 ##1의 보안 암호에 액세스하고 ##1의 암호화 키도 사용하
여 보안 암호 값을 복호화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정책을 사용하려면 the section called “자격 증명에 권
한 정책 연결” (p. 30) 단원을 참조하세요. Secrets Manager 콘솔의 보안 암호 세부 정보 페이지에 있
는 보안 암호 ARN 아래에서 보안 암호에 대한 ARN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는 DescribeSecret을 호
출할 수 있습니다.
{

}

"Version" : "2012-10-17",
"Statement" : [
{
"Effect": "Allow",
"Action": "secretsmanager:GetSecretValue",
"Resource": "SecretARN"
},
{
"Effect": "Allow",
"Action": "kms:Decrypt",
"Resource": "arn:aws:kms:Region:Account1:key/EncryptionKey"
}
]

AWS Secrets Manager에 대한 권한 정책 예
권한 정책은 JSON 구조의 텍스트입니다. JSON 정책 문서 구조를 참조하세요.
리소스 및 자격 증명에 연결하는 권한 정책은 매우 유사합니다. 보안 암호에 액세스하기 위해 정책에 포함되
는 몇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Principal: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사람. IAM 사용 설명서의 보안 주체 지정을 참조하세요. 자격 증명에
정책을 연결할 때는 정책에 Principal 요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Action: 수행할 수 있는 작업. the section called “Secrets Manager 작업” (p. 40) 단원을 참조하세요.
• Resource: 액세스할 수 있는 보안 암호. the section called “Secrets Manager 리소스” (p. 47) 단원을
참조하세요.
와일드카드 문자(*)는 정책을 연결하는 대상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 보안 암호에 연결된 정책에서 *는 정책이 이 보안 암호에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 자격 증명에 연결된 정책에서 *는 정책이 계정의 모든 리소스(보안 암호 포함)에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보안 암호에 정책을 연결하려면 the section called “보안 암호에 권한 정책 연결” (p. 30) 단원을 참조하세
요.
정책을 자격 증명에 연결하려면 the section called “자격 증명에 권한 정책 연결” (p. 30) 단원을 참조하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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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예: 보안 암호 값을 검색할 수 있는 권한 (p. 35)
• 예: 와일드카드 (p. 36)
• 예: 보안 암호 생성 권한 (p. 37)
• 예: 권한 및 VPC (p. 37)
• 예: 태그를 사용하여 보안 암호에 대한 액세스 제어 (p. 39)
• 예: 보안 암호의 태그와 일치하는 태그를 사용하여 자격 증명에 대한 액세스 제한 (p. 39)
• 예: 서비스 보안 주체 (p. 40)

예: 보안 암호 값을 검색할 수 있는 권한
보안 암호 값을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정책을 암호 또는 자격 증명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정책 유형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도움말은 자격 증명 기반 정책 및 리소스 기반 정책을 참조하세
요. 정책 연결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he section called “보안 암호에 권한 정책 연결” (p. 30) 및 the
section called “자격 증명에 권한 정책 연결” (p. 30) 단원을 참조하세요.
다음 예제에서는 보안 암호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예제
는 보안 암호에 연결할 수 있는 리소스 기반 정책입니다. 이 예제는 여러 사용자 또는 역할에 단일 보안 암호
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려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두 번째 예제는 IAM의 사용자 또는 역할에 연결할 수
있는 자격 증명 기반 정책입니다. 이 예제는 IAM 그룹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려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Example 하나의 보안 암호 읽기(보안 암호에 연결)
다음 정책을 보안 암호에 연결하여 보안 암호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사용하려
면 the section called “보안 암호에 권한 정책 연결” (p. 30) 단원을 참조하세요.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AWS": "arn:aws:iam::AccountId:role/EC2RoleToAccessSecrets"
},
"Action": "secretsmanager:GetSecretValue",
"Resource": "*"
}
]

Example 하나의 보안 암호 읽기(자격 증명에 연결)
자격 증명에 다음 정책을 연결하여 보안 암호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사용하려면 the section called “자격 증명에 권한 정책 연결” (p. 30) 단원을 참조하세요. 이 정책을
EC2RoleToAccessSecrets 역할에 연결하는 경우 이전 정책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secretsmanager:GetSecretValue",
"Resource": "SecretA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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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와일드카드
와일드카드를 사용하여 정책 요소에 값 집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mple 경로의 모든 보안 암호 액세스(자격 증명에 연결)
다음 정책은 "TestEnv/"로 시작하는 이름의 모든 보안 암호를 검색할 수 있는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정책을 사용하려면 the section called “자격 증명에 권한 정책 연결” (p. 30) 단원을 참조하세요.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secretsmanager:GetSecretValue",
"Resource": "arn:aws:secretsmanager:Region:AccountId:secret:TestEnv/*"
}

Example 모든 보안 암호에 대한 메타데이터 액세스(자격 증명에 연결)
다음 정책은 DescribeSecret 및 List: ListSecrets, ListSecretVersionIds로 시작하는 권한을 부
여합니다. 이 정책을 사용하려면 the section called “자격 증명에 권한 정책 연결” (p. 30) 단원을 참조하세
요.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
"secretsmanager:DescribeSecret",
"secretsmanager:List*"
],
"Resource": "*"
}

Example 보안 암호 이름 일치(자격 증명에 연결)
다음 정책은 보안 암호에 대한 모든 Secrets Manager 권한을 해당 이름으로 부여합니다. 이 정책을 사용하려
면 the section called “자격 증명에 권한 정책 연결” (p. 30) 단원을 참조하세요.
보안 암호 이름을 일치시키려면 리전, 계정 ID, 보안 암호 이름 및 와일드카드(?)를 조합하여 임의의 개
별 문자와 일치시켜 보안 암호에 대한 ARN을 생성합니다. Secrets Manager는 보안 암호 이름에 6개의
임의 문자를 ARN의 일부로 추가하므로 이 와일드카드를 사용하여 해당 문자와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another_secret_name-*" 구문을 사용하는 경우 Secrets Manager는 6개의 임의 문자와 해당 보안 암
호를 일치시킬 뿐 아니라 "another_secret_name-<anything-here>a1b2c3"과도 일치시킵니다.
6개의 임의 문자를 제외한 보안 암호 ARN의 모든 부분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와일드카드 문자
'??????' 구문을 사용하면 아직 존재하지 않는 보안 암호에 안전하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 암호를 삭제한 후 이름이 동일한 보안 암호를 다시 생성할 경우, 임의의 문자 6자가 변경되더라도 새 보
안 암호에 대한 권한이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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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secretsmanager:*",
"Resource": [
"arn:aws:secretsmanager:Region:AccountId:secret:a_specific_secret_name-a1b2c3",
"arn:aws:secretsmanager:Region:AccountId:secret:another_secret_name-??????"
]
}
]

예: 보안 암호 생성 권한
사용자에게 보안 암호 생성 권한을 부여하려면 사용자가 속한 IAM 그룹에 권한 정책을 연결하는 것이 좋습
니다. IAM 사용자 그룹을 참조하세요.

Example 보안 암호 생성(자격 증명에 연결)
다음 정책은 보안 암호를 생성하고 보안 암호 목록을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정책을 사용하려면
the section called “자격 증명에 권한 정책 연결” (p. 30) 단원을 참조하세요.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ecretsmanager:CreateSecret",
"secretsmanager:ListSecrets"
],
"Resource": "*"
}
]

예: 권한 및 VPC
VPC 내에서 Secrets Manager에 액세스해야 하는 경우 권한 정책에 조건을 포함시켜 Secrets Manager에 대
한 요청이 VPC에서 전송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VPC 엔드포인트 조건 (p. 50) 및 VPC 엔
드포인트 (p. 129) 단원을 참조하세요.
다른 AWS 서비스의 보안 암호에 대한 액세스 요청도 VPC에서 전송되는지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정
책이 액세스를 거부합니다.

Example VPC 엔드포인트를 통해 요청되도록 요구(보안 암호에 연결)
다음 정책은 요청이 VPC 엔드포인트 vpce-1234a5678b9012c를 통해 이루어질 때만 사용자가 Secrets
Manager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정책을 사용하려면 the section called “보안 암호에 권한
정책 연결” (p. 30) 단원을 참조하세요.
{

"Id": "example-policy-1",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RestrictGetSecretValue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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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ffect": "Deny",
"Principal": "*",
"Action": "secretsmanager:GetSecretValue",
"Resource": "*",
"Condition": {
"StringNotEquals": {
"aws:sourceVpce": "vpce-1234a5678b9012c"
}
}

Example VPC를 통해 요청되도록 요구(보안 암호에 연결)
다음 정책은 명령이 vpc-12345678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보안 암호를 생성 및 관리하는 명령을 허용합니
다. 또한 정책에서는 요청이 vpc-2b2b2b2b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보안 암호와 암호화된 값에 액세스하는
작업을 허용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하나의 VPC에서 실행 중이지만 관리 용도로 두 번째 격리된 VPC를 사
용하는 경우, 이와 같은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사용하려면 the section called “보안 암호에 권
한 정책 연결” (p. 30) 단원을 참조하세요.
{

}

"Id": "example-policy-2",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AllowAdministrativeActionsfromONLYvpc-12345678",
"Effect": "Deny",
"Principal": "*",
"Action": [
"secretsmanager:Create*",
"secretsmanager:Put*",
"secretsmanager:Update*",
"secretsmanager:Delete*",
"secretsmanager:Restore*",
"secretsmanager:RotateSecret",
"secretsmanager:CancelRotate*",
"secretsmanager:TagResource",
"secretsmanager:UntagResource"
],
"Resource": "*",
"Condition": {
"StringNotEquals": {
"aws:sourceVpc": "vpc-12345678"
}
}
},
{
"Sid": "AllowSecretValueAccessfromONLYvpc-2b2b2b2b",
"Effect": "Deny",
"Principal": "*",
"Action": [
"secretsmanager:GetSecretValue"
],
"Resource": "*",
"Condition": {
"StringNotEquals": {
"aws:sourceVpc": "vpc-2b2b2b2b"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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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태그를 사용하여 보안 암호에 대한 액세스 제어
태그를 사용하여 보안 암호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태그를 사용하여 권한을 제어하면 빠르게
성장하는 환경에서 유용하며 정책 관리가 번거로운 상황에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전략은 보안 암호에 태그
를 연결한 후 보안 암호에 특정 태그가 있을 때 자격 증명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Example 특정 태그를 사용하여 보안 암호에 대한 액세스 허용(자격 증명에 연결)
다음 정책은 키가 "ServerName"이고 값이 "ServerABC"인 태그가 포함된 보안 암호에 대해
DescribeSecret을 허용합니다. 이 정책을 사용하려면 the section called “자격 증명에 권한 정책 연
결” (p. 30) 단원을 참조하세요.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secretsmanager:DescribeSecret",
"Resource": "*",
"Condition": {
"StringEquals": {
"secretsmanager:ResourceTag/ServerName": "ServerABC"
}
}
}

예: 보안 암호의 태그와 일치하는 태그를 사용하여 자격
증명에 대한 액세스 제한
한 가지 전략은 보안 암호 및 IAM 자격 증명 모두에 태그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자격 증명 태그가
보안 암호의 태그와 일치할 때 작업을 허용하는 권한 정책을 생성합니다. 전체 자습서는 태그를 기반으로 보
안 암호에 대한 액세스 권한 거부를 참조하세요.
태그를 사용하여 권한을 제어하면 빠르게 성장하는 환경에서 유용하며 정책 관리가 번거로운 상황에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용 ABAC란 무엇입니까? 단원을 참조하세요.

Example 보안 암호와 동일한 태그가 있는 역할에 대한 액세스 허용(보안 암호에 연결)
다음 정책은 태그 AccessProject에서 보안 암호와 역할의 값이 동일한 경우에만 계정 123456789012에
GetSecretValue를 부여합니다. 이 정책을 사용하려면 the section called “보안 암호에 권한 정책 연
결” (p. 30) 단원을 참조하세요.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Principal": {
"AWS": "123456789012"
},
"Condition": {
"StringEquals": {
"aws:ResourceTag/AccessProject": "${ aws:PrincipalTag/AccessProject }"
}
},
"Action": "secretsmanager:GetSecretValue",
"Resour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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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서비스 보안 주체
보안 암호에 연결된 리소스 정책에 AWS 서비스 보안 주체가 포함된 경우 aws:SourceArn 및
aws:SourceAccount 전역 조건 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ARN 및 계정 값은 요청이 다른 AWS 서비스에
서 Secrets Manager로 오는 경우에만 권한 부여 컨텍스트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건 조합은 잠재적 혼동된
대리자 시나리오를 방지합니다.
리소스 ARN에 리소스 정책에서 허용되지 않는 문자가 포함된 경우, 해당 리소스 ARN을 aws:SourceArn
조건 키의 값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aws:SourceAccount 조건 키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요구 사항을 참조하세요.
서비스 보안 주체는 일반적으로 보안 암호에 연결된 정책의 보안 주체로 사용되지 않지만 일부 AWS 서비스
에서는 이를 필요로 합니다. 서비스에서 보안 암호에 연결하도록 요구하는 리소스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서비스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mple 서비스가 서비스 보안 주체를 사용하여 보안 암호에 액세스하도록 허용(보안 암호에 연결)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
"service-name.amazonaws.com"
]
},
"Action": "secretsmanager:GetSecretValue",
"Resource": "*",
"Condition": {
"ArnLike": {
"aws:sourceArn": "arn:aws:service-name::123456789012:*"
},
"StringEquals": {
"aws:sourceAccount": "123456789012"
}
}
]

}

AWS Secrets Manager에 대한 권한 참조
권한 정책을 구성하는 요소를 확인하려면 JSON 정책 문서 구조 및 IAM JSON 정책 요소 참조를 참조하세요.
사용자 고유의 권한 정책 작성을 시작하려면 the section called “권한 정책 예” (p. 34) 섹션을 참조하세요.

Secrets Manager 작업
작업

설명

진행 중인 보안 암호 교체를 취소
CancelRotateSecret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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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레
벨

리소스 유
형(*필수)

조건 키

쓰기

Secret* (p. 47)

종속 작업

secretsmanager:SecretId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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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s Manager 작업

작업

설명

액세스 레
벨

리소스 유
형(*필수)

조건 키

종속 작업

secretsmanager:resource/
AllowRotationLambdaArn (p. 49)
secretsmanager:ResourceTag/
tagkey (p. 48)
aws:ResourceTag/
${TagKey} (p. 48)

secretsmanager:SecretPrimaryRegion (
CreateSecret

쿼리 및 교체할 수 있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밀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쓰기

Secret* (p. 47)
secretsmanager:Name (p. 48)
secretsmanager:Description (p. 48)
secretsmanager:KmsKeyId (p. 48)
aws:RequestTag/
${TagKey} (p. 48)
aws:ResourceTag/
${TagKey} (p. 48)
aws:TagKeys (p. 48)
secretsmanager:ResourceTag/
tagkey (p. 48)

secretsmanager:AddReplicaRegions (p

secretsmanager:ForceOverwriteReplica
보안 암호에 연결된 리소스 정책
DeleteResourcePolicy
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
니다.

권한 관리

Secret* (p. 47)
secretsmanager:SecretId (p. 49)
secretsmanager:resource/
AllowRotationLambdaArn (p. 49)
secretsmanager:ResourceTag/
tagkey (p. 48)
aws:ResourceTag/
${TagKey} (p. 48)

secretsmanager:SecretPrimaryRegion (
DeleteSecret

보안 암호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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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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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설명

액세스 레
벨

리소스 유
형(*필수)

조건 키

종속 작업

secretsmanager:SecretId (p. 49)
secretsmanager:resource/
AllowRotationLambdaArn (p. 49)

secretsmanager:RecoveryWindowInDa

secretsmanager:ForceDeleteWithoutRe
secretsmanager:ResourceTag/
tagkey (p. 48)
aws:ResourceTag/
${TagKey} (p. 48)

secretsmanager:SecretPrimaryRegion (
DescribeSecret

보안 암호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만 암호화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읽기
(Read)

Secret* (p. 47)
secretsmanager:SecretId (p. 49)
secretsmanager:resource/
AllowRotationLambdaArn (p. 49)
secretsmanager:ResourceTag/
tagkey (p. 48)
aws:ResourceTag/
${TagKey} (p. 48)

secretsmanager:SecretPrimaryRegion (
암호 생성에 사용할 임의 문자열
GetRandomPassword
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
니다.

읽기
(Read)

보안 암호에 연결된 리소스 정책
GetResourcePolicy
을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
니다.

읽기
(Read)

Secret* (p. 47)
secretsmanager:SecretId (p. 49)
secretsmanager:resource/
AllowRotationLambdaArn (p. 49)
secretsmanager:ResourceTag/
tagkey (p. 48)
aws:ResourceTag/
${TagKey} (p. 48)

secretsmanager:SecretPrimaryRegion (
암호화된 데이터를 검색 및 복호
GetSecretValue 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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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
(Read)

Secret*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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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설명

액세스 레
벨

리소스 유
형(*필수)

조건 키

종속 작업

secretsmanager:SecretId (p. 49)
secretsmanager:VersionId (p. 49)
secretsmanager:VersionStage (p. 49)
secretsmanager:resource/
AllowRotationLambdaArn (p. 49)
secretsmanager:ResourceTag/
tagkey (p. 48)
aws:ResourceTag/
${TagKey} (p. 48)

secretsmanager:SecretPrimaryRegion (
보안 암호의 사용 가능한 버전을
ListSecretVersionIds
나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
다.

읽기
(Read)

Secret* (p. 47)
secretsmanager:SecretId (p. 49)
secretsmanager:resource/
AllowRotationLambdaArn (p. 49)
secretsmanager:ResourceTag/
tagkey (p. 48)
aws:ResourceTag/
${TagKey} (p. 48)

secretsmanager:SecretPrimaryRegion (
ListSecrets

사용 가능한 보안 암호를 나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보안 암호에 리소스 정책을 연결
PutResourcePolicy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목록
권한 관리

Secret* (p. 47)
secretsmanager:SecretId (p. 49)
secretsmanager:resource/
AllowRotationLambdaArn (p. 49)
secretsmanager:ResourceTag/
tagkey (p. 48)
aws:ResourceTag/
${TagKey} (p. 48)

secretsmanager:BlockPublicPolicy (p. 4

secretsmanager:SecretPrimaryRegion (
쓰기

PutSecret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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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설명

액세스 레
벨

새 암호화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보안 암호의 새 버전을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리소스 유
형(*필수)

조건 키

종속 작업

secretsmanager:SecretId (p. 49)
secretsmanager:resource/
AllowRotationLambdaArn (p. 49)
secretsmanager:ResourceTag/
tagkey (p. 48)
aws:ResourceTag/
${TagKey} (p. 48)

secretsmanager:SecretPrimaryRegion (
복제에서 리전을 제거할 수 있는
RemoveRegionsFromReplication
권한을 부여합니다.

쓰기

Secret* (p. 47)
secretsmanager:SecretId (p. 49)
secretsmanager:resource/
AllowRotationLambdaArn (p. 49)
secretsmanager:ResourceTag/
tagkey (p. 48)
aws:ResourceTag/
${TagKey} (p. 48)

secretsmanager:SecretPrimaryRegion (
기존 암호를 다중 리전 암호로 변
ReplicateSecretToRegions
환하고 암호를 새 리전 목록에 복
제하기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을 부
여합니다.

쓰기

Secret* (p. 47)
secretsmanager:SecretId (p. 49)
secretsmanager:resource/
AllowRotationLambdaArn (p. 49)
secretsmanager:ResourceTag/
tagkey (p. 48)
aws:ResourceTag/
${TagKey} (p. 48)

secretsmanager:SecretPrimaryRegion (

secretsmanager:AddReplicaRegions (p

secretsmanager:ForceOverwriteReplica
RestoreSecret

보안 암호의 삭제를 취소할 수 있
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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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설명

액세스 레
벨

리소스 유
형(*필수)

조건 키

종속 작업

secretsmanager:SecretId (p. 49)
secretsmanager:resource/
AllowRotationLambdaArn (p. 49)
secretsmanager:ResourceTag/
tagkey (p. 48)
aws:ResourceTag/
${TagKey} (p. 48)

secretsmanager:SecretPrimaryRegion (
RotateSecret

보안 암호의 교체을 시작할 수 있
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쓰기

Secret* (p. 47)
secretsmanager:SecretId (p. 49)

secretsmanager:RotationLambdaARN (
secretsmanager:resource/
AllowRotationLambdaArn (p. 49)
secretsmanager:ResourceTag/
tagkey (p. 48)
aws:ResourceTag/
${TagKey} (p. 48)

secretsmanager:SecretPrimaryRegion (

secretsmanager:ModifyRotationRules (p
secretsmanager:RotateImmediately (p.
복제에서 암호를 제거하고 해당
StopReplicationToReplica
암호를 복제본 리전의 리전 암호
로 승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
니다.

쓰기

Secret* (p. 47)
secretsmanager:SecretId (p. 49)
secretsmanager:resource/
AllowRotationLambdaArn (p. 49)
secretsmanager:ResourceTag/
tagkey (p. 48)
aws:ResourceTag/
${TagKey} (p. 48)

secretsmanager:SecretPrimaryRegion (
TagResource

보안 암호에 태그를 추가할 수 있
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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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설명

액세스 레
벨

리소스 유
형(*필수)

조건 키

종속 작업

secretsmanager:SecretId (p. 49)
aws:RequestTag/
${TagKey} (p. 48)
aws:TagKeys (p. 48)
secretsmanager:resource/
AllowRotationLambdaArn (p. 49)
secretsmanager:ResourceTag/
tagkey (p. 48)
aws:ResourceTag/
${TagKey} (p. 48)

secretsmanager:SecretPrimaryRegion (
보안 암호에서 태그를 제거할 수
UntagResource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태그 지정

Secret* (p. 47)
secretsmanager:SecretId (p. 49)
aws:TagKeys (p. 48)
secretsmanager:resource/
AllowRotationLambdaArn (p. 49)
secretsmanager:ResourceTag/
tagkey (p. 48)
aws:ResourceTag/
${TagKey} (p. 48)

secretsmanager:SecretPrimaryRegion (
UpdateSecret

새 메타데이터 또는 암호화된 데
이터의 새 버전으로 보안 암호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합니다.

쓰기

Secret* (p. 47)
secretsmanager:SecretId (p. 49)
secretsmanager:Description (p. 48)
secretsmanager:KmsKeyId (p. 48)
secretsmanager:resource/
AllowRotationLambdaArn (p. 49)
secretsmanager:ResourceTag/
tagkey (p. 48)
aws:ResourceTag/
${TagKey} (p. 48)

secretsmanager:SecretPrimaryReg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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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설명

보안 암호 간에 단계를 이동할 수
UpdateSecretVersionStage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액세스 레
벨

리소스 유
형(*필수)

조건 키

쓰기

Secret* (p. 47)

종속 작업

secretsmanager:SecretId (p. 49)
secretsmanager:VersionStage (p. 49)
secretsmanager:resource/
AllowRotationLambdaArn (p. 49)
secretsmanager:ResourceTag/
tagkey (p. 48)
aws:ResourceTag/
${TagKey} (p. 48)

secretsmanager:SecretPrimaryRegion (
정책을 연결하기 전에 리소스 정
ValidateResourcePolicy
책을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합니다.

권한 관리

Secret* (p. 47)
secretsmanager:SecretId (p. 49)
secretsmanager:resource/
AllowRotationLambdaArn (p. 49)
secretsmanager:ResourceTag/
tagkey (p. 48)
aws:ResourceTag/
${TagKey} (p. 48)

secretsmanager:SecretPrimaryRegion (

Secrets Manager 리소스
리소스 유형

ARN

조건 키

Secret

arn:${Partition}:secretsmanager:${Region}:
${Account}:secret:${SecretId}

aws:RequestTag/
${TagKey} (p. 48)
aws:ResourceTag/
${TagKey} (p. 48)
aws:TagKeys (p. 48)
secretsmanager:ResourceTag/
tag-key (p. 48)
secretsmanager:resource/
AllowRotationLambdaArn (p. 49)

47

AWS Secrets Manager 사용 설명서
조건 키

Secrets Manager에서는 보안 암호 이름의 끝에 대시와 임의의 영숫자 6자를 추가해 보안 암호 ARN의 마지
막 부분을 구성합니다. 보안 암호를 삭제한 다음 이름이 동일한 다른 보안 암호를 다시 생성할 경우 이 형식
을 사용하면 Secrets Manager에서 임의의 문자 6자를 새로 생성하므로 원래 보안 암호에 대한 권한을 가진
개인이 새 보안 암호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자동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보안 암호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또는 DescribeSecret를 사용하여 Secrets Manager 콘솔의 보안 암호에
대한 ARN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건 키
권한 정책에 다음 표의 문자열 조건을 포함하는 경우, Secrets Manager에 대한 호출자가 일치하는 파라미터
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액세스가 거부됩니다. 누락된 파라미터에 대해 호출자가 거부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조건 연산자 이름의 끝에 IfExists를 추가합니다(예: StringLikeIfExists). 자세한 내용은
IAM JSON 정책 요소: 조건 연산자를 참조하세요.
조건 키

설명

유형

aws:RequestTag/
${TagKey}

Secrets Manager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요청에 있는 키를 기
준으로 액세스를 필터링합니다.

String

리소스와 연결된 태그를 기준으로 액세스를 필터링합니다.

문자열

Secrets Manager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요청에 있는 모든 태
그 키 이름의 목록을 기준으로 액세스를 필터링합니다.

ArrayOfString

aws:ResourceTag/
${TagKey}
aws:TagKeys

보안 암호를 복제할 리전 목록을 기준으로 액세스를 필터링합
secretsmanager:AddReplicaRegions
니다.

ArrayOfString

리소스 정책이 광범위한 AWS 계정 액세스를 차단하는지 여부
secretsmanager:BlockPublicPolicy
를 기준으로 액세스를 필터링합니다.

Bool

요청에 있는 설명 텍스트를 기준으로 액세스를 필터링합니다.
secretsmanager:Description

문자열

암호를 복구 기간 없이 즉시 삭제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액세
secretsmanager:ForceDeleteWithoutRecovery
스를 필터링합니다.

Bool

대상 리전에서 동일한 이름의 보안 암호를 덮어쓸지 여부를 기
secretsmanager:ForceOverwriteReplicaSecret
준으로 액세스를 필터링합니다.

Bool

요청에 있는 KMS 키의 ARN을 기준으로 액세스를 필터링합니
secretsmanager:KmsKeyId
다.

문자열

보안 암호의 교체 규칙을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액세스
secretsmanager:ModifyRotationRules
를 필터링합니다.

Bool

요청에 있는 보안 암호의 표시 이름을 기준으로 액세스를 필터
secretsmanager:Name
링합니다.

문자열

Secrets Manager가 보안 암호를 삭제하기 전에 대기해야 하는
secretsmanager:RecoveryWindowInDays
기간(일)을 기준으로 액세스를 필터링합니다.

숫자

태그 키-값 페어를 기준으로 액세스를 필터링합니다.
secretsmanager:ResourceTag/
tag-key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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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키

설명

유형

보안 암호를 즉시 교체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액세스를 필터
secretsmanager:RotateImmediately
링합니다.

Bool

요청에 있는 교체 Lambda 함수의 ARN을 기준으로 액세스를
secretsmanager:RotationLambdaARN
필터링합니다.

ARN

요청에 있는 SecretID 값을 기준으로 액세스를 필터링합니다.
secretsmanager:SecretId

ARN

암호가 생성되는 기본 리전을 기준으로 액세스를 필터링합니
secretsmanager:SecretPrimaryRegion
다.

문자열

요청에 있는 보안 암호 버전의 고유 식별자를 기준으로 액세스
secretsmanager:VersionId
를 필터링합니다.

문자열

요청에 있는 버전 단계의 목록을 기준으로 액세스를 필터링합
secretsmanager:VersionStage
니다.

문자열

보안 암호와 연결된 교체 Lambda 함수의 ARN을 기준으로 액
secretsmanager:resource/
세스를 필터링합니다.
AllowRotationLambdaArn

ARN

BlockPublicPolicy 조건을 포함하는 보안 암호에
대한 광범위한 액세스 차단
PutResourcePolicy 작업을 허용하는 자격 증명 정책에서 BlockPublicPolicy: true를 사용하는 것
이 좋습니다. 이 조건은 정책에서 광범위한 액세스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리소스 정책을 보안
암호에 연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Secrets Manager는 Zelkova 자동화된 추론을 사용하여 광범위한 액세스에 대한 리소스 정책을 분석합니다.
Zelkov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보안 블로그의 AWS에서 자동화된 추론을 사용하여 대규모 보안을 달
성하는 방법을 참조하세요.
다음 예에서는 BlockPublicPolicy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 "Allow",
"Action": "secretsmanager:PutResourcePolicy",
"Resource": "SecretId",
"Condition": {
"Bool": {
"secretsmanager:BlockPublicPolicy": "true"
}
}
}

IP 주소 조건
그러나 Secrets Manager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거나 거부하는 정책문에서 IP 주소 조건 연산자 또는
aws:SourceIp 조건 키를 지정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네트워크 IP 주소 범위의 요청에
대한 AWS 작업을 보안 암호로 제한하는 정책을 연결할 경우 회사 네트워크의 요청을 호출하는 IAM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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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청은 예상대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다른 서비스에서 사용자를 대신하여 보안 암호에 액세스하도록 허
용할 경우(예: Lambda 함수를 통한 교체를 활성화할 경우) 해당 함수는 AWS 내부 주소 범위에서 Secrets
Manager 작업을 호출합니다. IP 주소 필터가 있는 정책의 영향을 받는 요청은 실패합니다.
또한 요청이 Amazon VPC 엔드포인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aws:sourceIP 조건 키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요청을 특정 VPC 엔드포인트로 제한하려면 the section called “VPC 엔드포인트 조건” (p. 50)를 사용합니
다.

VPC 엔드포인트 조건
특정 VPC 또는 VPC 엔드포인트의 요청으로 액세스를 허용하거나 거부하려면 aws:SourceVpc를 사용하
여 지정된 VPC 요청으로 액세스를 제한하거나 aws:SourceVpce를 사용하여 지정된 VPC 엔드포인트의 요
청으로 액세스를 제한합니다. the section called “예: 권한 및 VPC” (p. 37) 섹션을 참조하세요.
• aws:SourceVpc는 지정된 VPC의 요청으로 액세스를 제한합니다.
• aws:SourceVpce는 지정된 VPC 엔드포인트의 요청으로 액세스를 제한합니다.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거나 거부하는 보안 암호 정책문에 이러한 조건 키를 사
용하면 사용자를 대신해 Secrets Manager를 사용하여 보안 암호에 액세스하는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실
수로 거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일부 AWS 서비스만 VPC 내의 엔드포인트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보안 암
호에 대한 요청을 VPC 또는 VPC 엔드포인트로 제한하면 구성되지 않은 서비스로부터의 Secrets Manager
호출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VPC 엔드포인트 (p. 129) 섹션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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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Secrets Manager를 사용하여 보
안 암호 생성 및 관리
보안 암호는 암호, 사용자 이름 및 암호와 같은 자격 증명 집합, OAuth 토큰 또는 Secrets Manager에 암호화
된 형식으로 저장하는 기타 비밀 정보일 수 있습니다.
주제
• AWS Secrets Manager 데이터베이스 보안 암호 생성 (p. 51)
• AWS Secrets Manager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 보안 암호의 JSON 구조 (p. 53)
•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생성 (p. 55)
•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수정 (p. 57)
• AWS Secrets Manager에서 보안 암호 찾기 (p. 59)
•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삭제 (p. 60)
•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복원 (p. 62)
•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를 다른 AWS 리전으로 복제합니다. (p. 63)
• 복제본 보안 암호를 AWS Secrets Manager의 독립 실행형 보안 암호로 승격 (p. 65)
•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태그 지정 (p. 66)

AWS Secrets Manager 데이터베이스 보안 암호 생
성
Amazon RDS, Amazon Aurora, Amazon Redshift, 또는 Amazon DocumentDB에 대한 보안 인증 정보를 저
장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AWS CLI 또는 SDK 중 하나를 사용해 보안 암호를 저장할 때는 데이터베이
스 보안 암호의 JSON 구조 (p. 53)에 보안 암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콘솔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보안
암호를 저장할 때 Secrets Manager는 올바른 JSON 구조로 보안 암호를 자동 생성합니다.
다른 리전으로 복제된 소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보안 인증 정보를 저장하면 보안 암호에 해당
소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결 정보가 포함됩니다. 그 후에 보안 암호를 복제하면 복제본은 소스 보안 암호
의 복사본이 되며 동일한 연결 정보를 포함합니다. 리전 연결 정보를 위해 보안 암호에 추가로 키/값 쌍을 추
가할 수 있습니다.
보안 암호를 만들려면 SecretsManagerReadWrite AWS 관리형 정책 (p. 32)에서 부여한 권한이 필요합니다.

보안 암호(콘솔) 생성
1.

https://console.aws.amazon.com/secretsmanager/에서 Secrets Manager 콘솔을 엽니다.

2.

Store a new secret(새 보안 암호 저장)을 선택합니다.

3.

보안 암호 유형 선택(Choose secret type)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보안 암호 유형(Secret type)에서 저장할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 유형을 선택합니다.
•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Aurora 포함)
• Amazon DocumentDB 데이터베이스
• Amazon Redshift 클러스터

b.
c.

자격 증명(Credentials)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암호화 키(Encryption key)에서 Secrets Manager가 보안 암호 값을 암호화하는 데 사용하는 암호화
키 AWS KMS key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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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경우 Secrets Manager에 대한 AWS 관리형 키를 사용하려면 aws/secretsmanager를
선택합니다. 이 키를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

다른 AWS 계정에서 보안 암호에 액세스해야 하는 경우 또는 자체 KMS 키를 사용하여 회전하
거나 키 정책을 적용하려면 목록에서 고객 관리형 키를 선택하거나새 키 추가(Add new key)를
선택하여 키를 생성합니다. 생성한 KMS 키에 대한 요금이 청구됩니다.
키에 대한 kms:Encrypt, kms:Decrypt 및 kms:GenerateDataKey 권한이 필요합니다. 교
차 계정 액세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the section called “교차 계정 액세스” (p. 33) 섹션을 참조
하세요.

4.

d.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선택합니다.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보안 구성(Configure secret)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설명이 포함된 Secret name(보안 암호 이름)과 Description(설명)을 입력합니다. 보안 암호 이름은
1~512자의 유니코드 문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b.

(선택 사항) Tags(태그) 섹션에서 보안 암호에 태그를 추가합니다. 태깅 전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he section called “보안 암호 태그 지정” (p. 66) 단원을 참조하세요. 민감한 정보는 암호화되지
않으므로 태그에 저장하지 마세요.

c.

(선택 사항) 리소스 권한(Resource permissions)에서 리소스 정책을 보안 암호에 추가하려면 권한
편집(Edit permissions)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보안 암호에 권한 정책 연
결” (p. 30)을 참조하세요.

d.

(선택 사항) 보안 암호 복제(Replicate secret)에서 보안 암호를 다른 AWS 리전에 복제하고 보안 암
호 복제(Replicate secret)를 선택합니다. 보안 암호를 지금 복제하거나 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나
중에 복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른 리전으로 보안 암호 복제 (p. 63)을 참조하세요.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5.

(선택 사항) 교체 구성(Configure rotation) 페이지에서 자동 교체를 켤 수 있습니다. 현재 교체를 끈 다음
나중에 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보안 암호 교체 (p. 104)을(를) 참조하세요. Next(다음)를 선
택합니다.

6.

Review(검토) 페이지에서 보안 암호 세부 정보를 검토한 후 Store(저장)를 선택합니다.
Secrets Manager는 보안 암호 목록으로 돌아갑니다. 암호가 표시되지 않으면 Refresh(새로 고침)를 선
택합니다.

AWS CLI
AWS CLI를 사용하여 보안 암호를 생성하려면 먼저 보안 암호가 포함된 JSON 파일을 만듭니다.
Secrets Manager에서 보안 암호를 교체할 수 있게 하려면 JSON이 데이터베이스 보안 암호의 JSON 구
조 (p. 53)에 일치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데이터베이스 보안 암호 자동 교체(콘
솔)” (p. 105)을 참조하세요.
그런 다음 create-secret 작업을 사용해 보안 암호를 Secrets Manager에 저장합니다.

보안 암호를 생성하려면
1.

파일에 보안 암호를 생성합니다(예: mycreds.json 이름의 JSON 파일)
{

}

"engine": "mysql",
"host": "<instance host name/resolvable DNS name>",
"username": "<username>",
"password": "<password>",
"dbname": "<database name. If not specified, defaults to None>",
"port": "<TCP port number. If not specified, defaults to 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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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WS CLI에서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 aws secretsmanager create-secret --name MySecret --secret-string file://mycreds.json

다음은 출력값을 보여줍니다.
{

}

"SecretARN": "arn:aws:secretsmanager:Region:AccountId:secret:MySecret-a1b2c3",
"SecretName": "MySecret",
"SecretVersionId": "EXAMPLE1-90ab-cdef-fedc-ba987EXAMPLE"

AWS SDK
AWS SDK 중 하나를 사용하여 보안 암호를 생성하려면 CreateSecret 작업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AWS SDK” (p. 8)을 참조하세요.

AWS Secrets Manager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 보
안 암호의 JSON 구조
Secrets Manager에서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 보안 암호로 자동 교체를 설정하려면 보안 암호가 올바른
JSON 구조여야 합니다. 교체하는 동안 Secrets Manager는 보안 암호의 정보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연
결하고 자격 증명을 업데이트합니다. AWS CLI나 보안 암호를 저장하는 SDK 중 하나를 사용할 때는 다음 구
조 중 하나로 보안 암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콘솔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보안 암호를 저장할 때 Secrets
Manager는 올바른 JSON 구조로 보안 암호를 자동 생성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보안 암호에 더 많은 키/값 쌍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리전의 복제본 데이터베
이스에 대한 연결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주제
• Amazon RDS MariaDB 보안 암호 구조 (p. 53)
• Amazon RDS MySQL 보안 암호 구조 (p. 54)
• Amazon RDS Oracle 보안 암호 구조 (p. 54)
• Amazon RDS PostgreSQL 보안 암호 구조 (p. 54)
• Amazon RDS Microsoft SQLServer 보안 암호 구조 (p. 54)
• Amazon DocumentDB 보안 암호 구조 (p. 55)
• Amazon Redshift 보안 구조 (p. 55)

Amazon RDS MariaDB 보안 암호 구조
{

}

"engine": "mariadb",
"host": "<instance host name/resolvable DNS name>",
"username": "<username>",
"password": "<password>",
"dbname": "<database name. If not specified, defaults to None>",
"port": "<TCP port number. If not specified, defaults to 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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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tion called “대체 사용자” (p. 11)를 사용하려면 다음 이름-값 페어도 포함합니다.
"masterarn": "<the ARN of the elevated secret>"

Amazon RDS MySQL 보안 암호 구조
{

}

"engine": "mysql",
"host": "<instance host name/resolvable DNS name>",
"username": "<username>",
"password": "<password>",
"dbname": "<database name. If not specified, defaults to None>",
"port": "<TCP port number. If not specified, defaults to 3306>"

the section called “대체 사용자” (p. 11)를 사용하려면 다음 이름-값 페어도 포함합니다.
"masterarn": "<the ARN of the elevated secret>"

Amazon RDS Oracle 보안 암호 구조
{

}

"engine": "oracle",
"host": "<required: instance host name/resolvable DNS name>",
"username": "<required: username>",
"password": "<required: password>",
"dbname": "<required: database name>",
"port": "<optional: TCP port number. If not specified, defaults to 1521>"

the section called “대체 사용자” (p. 11)를 사용하려면 다음 이름-값 페어도 포함합니다.
"masterarn": "<the ARN of the elevated secret>"

Amazon RDS PostgreSQL 보안 암호 구조
{

}

"engine": "postgres",
"host": "<instance host name/resolvable DNS name>",
"username": "<username>",
"password": "<password>",
"dbname": "<database name. If not specified, defaults to 'postgres'>",
"port": "<TCP port number. If not specified, defaults to 5432>"

the section called “대체 사용자” (p. 11)를 사용하려면 다음 이름-값 페어도 포함합니다.
"masterarn": "<the ARN of the elevated secret>"

Amazon RDS Microsoft SQLServer 보안 암호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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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ine": "sqlserver",
"host": "<instance host name/resolvable DNS name>",
"username": "<username>",
"password": "<password>",
"dbname": "<database name. If not specified, defaults to 'master'>",
"port": "<TCP port number. If not specified, defaults to 1433>"

the section called “대체 사용자” (p. 11)를 사용하려면 다음 이름-값 페어도 포함합니다.
"masterarn": "<the ARN of the elevated secret>"

Amazon DocumentDB 보안 암호 구조
{

}

"engine": "mongo",
"host": "<instance host name/resolvable DNS name>",
"username": "<username>",
"password": "<password>",
"dbname": "<database name. If not specified, defaults to None>",
"port": "<TCP port number. If not specified, defaults to 27017>"

the section called “대체 사용자” (p. 11)를 사용하려면 다음 이름-값 페어도 포함합니다.
"masterarn": "<the ARN of the elevated secret>"

Amazon Redshift 보안 구조
{

}

"engine": "redshift",
"host": "<instance host name/resolvable DNS name>",
"username": "<username>",
"password": "<password>",
"dbname": "<database name. If not specified, defaults to None>",
"port": "<TCP port number. If not specified, defaults to 5439>"

the section called “대체 사용자” (p. 11)를 사용하려면 다음 이름-값 페어도 포함합니다.
"masterarn": "<the ARN of the elevated secret>"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생성
Secrets Manager에 API 키, 액세스 토큰, 데이터베이스용이 아닌 자격 증명, 기타 보안 암호를 저장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보안 암호를 만들려면 SecretsManagerReadWrite AWS 관리형 정책 (p. 32)에서 부여한 권한이 필요합니다.

보안 암호(콘솔) 생성
1.

https://console.aws.amazon.com/secretsmanager/에서 Secrets Manager 콘솔을 엽니다.

55

AWS Secrets Manager 사용 설명서
AWS CLI

2.

Store a new secret(새 보안 암호 저장)을 선택합니다.

3.

보안 암호 유형 선택(Choose secret type)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보안 암호 유형(Secret type)에서 다른 유형의 보안 암호(Other type of secret)를 선택합니다.

b.

키/값 페어(Key/value pairs)에서, 키/값(Key/value) 페어에 보안 암호를 입력하거나 일반 텍스트
(Plaintext) 탭을 클릭하고 원하는 형식으로 보안 암호를 입력합니다. JSON을 권장합니다. 보안 암
호에는 최대 65,536바이트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c.

암호화 키(Encryption key)에서 Secrets Manager가 보안 암호 값을 암호화하는 데 사용하는 암호화
키 AWS KMS key를 선택합니다.
•

대부분의 경우 Secrets Manager에 대한 AWS 관리형 키를 사용하려면 aws/secretsmanager를
선택합니다. 이 키를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

다른 AWS 계정에서 보안 암호에 액세스해야 하는 경우 또는 자체 KMS 키를 사용하여 회전하
거나 키 정책을 적용하려면 목록에서 고객 관리형 키를 선택하거나새 키 추가(Add new key)를
선택하여 키를 생성합니다. 생성한 KMS 키에 대한 요금이 청구됩니다.
키에 대한 kms:Encrypt, kms:Decrypt 및 kms:GenerateDataKey 권한이 필요합니다. 교
차 계정 액세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the section called “교차 계정 액세스” (p. 33) 섹션을 참조
하세요.

d.
4.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보안 구성(Configure secret)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설명이 포함된 Secret name(보안 암호 이름)과 Description(설명)을 입력합니다. 보안 암호 이름은
1~512자의 유니코드 문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b.

(선택 사항) Tags(태그) 섹션에서 보안 암호에 태그를 추가합니다. 태깅 전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he section called “보안 암호 태그 지정” (p. 66) 단원을 참조하세요. 민감한 정보는 암호화되지
않으므로 태그에 저장하지 마세요.

c.

(선택 사항) 리소스 권한(Resource permissions)에서 리소스 정책을 보안 암호에 추가하려면 권한
편집(Edit permissions)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보안 암호에 권한 정책 연
결” (p. 30)을 참조하세요.

d.

(선택 사항) 보안 암호 복제(Replicate secret)에서 보안 암호를 다른 AWS 리전에 복제하고 보안 암
호 복제(Replicate secret)를 선택합니다. 보안 암호를 지금 복제하거나 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나
중에 복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른 리전으로 보안 암호 복제 (p. 63)을 참조하세요.

e.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5.

(선택 사항) 교체 구성(Configure rotation) 페이지에서 자동 교체를 켤 수 있습니다. 현재 교체를 끈 다음
나중에 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보안 암호 교체 (p. 104)을(를) 참조하세요. Next(다음)를 선
택합니다.

6.

Review(검토) 페이지에서 보안 암호 세부 정보를 검토한 후 Store(저장)를 선택합니다.
Secrets Manager는 보안 암호 목록으로 돌아갑니다. 암호가 표시되지 않으면 Refresh(새로 고침)를 선
택합니다.

AWS CLI
AWS CLI를 사용하여 보안 암호를 생성하려면 먼저 보안 암호가 포함된 JSON 파일 또는 이진 파일을 만듭
니다. 그런 다음 create-secret 작업을 사용합니다.

보안 암호를 생성하려면
1.

파일에 보안 암호를 생성합니다(예: mycreds.json 이름의 JSON 파일)
{

"username": "saanvi",
"password": "EXAMPLE-PASS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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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WS CLI에서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 aws secretsmanager create-secret --name MySecret --secret-string file://mycreds.json

다음은 출력값을 보여줍니다.
{

}

"SecretARN": "arn:aws:secretsmanager:Region:AccountId:secret:MySecret-a1b2c3",
"SecretName": "MySecret",
"SecretVersionId": "EXAMPLE1-90ab-cdef-fedc-ba987EXAMPLE"

AWS SDK
AWS SDK 중 하나를 사용하여 보안 암호를 생성하려면 CreateSecret 작업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AWS SDK” (p. 8)을 참조하세요.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수정
보안 암호를 만든 사람에 따라 보안 암호가 생성된 후에 보안 암호의 메타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서비스에서 생성한 보안 암호의 경우 다른 서비스를 사용하여 암호를 업데이트하거나 교체해야 할 수 있습니
다.
보안 암호 관리자를 결정하기 위해 보안 암호 이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서비스에서 관리하는
보안 암호는 해당 서비스의 ID가 접두사로 붙습니다. 또는 AWS CLI에서 escribe-secret을 호출한 다음
OwningService 필드를 검토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다른 서비스에서 관리하는 보안 암
호” (p. 172)을 참조하세요.
관리하는 보안 암호에 대해 설명, 리소스 기반 정책, 암호화 키, 태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된 보안 암
호 값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 교체를 사용하여 자격 증명을 포함하는 보안 암호 값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
니다. 교체를 하면 Secrets Manager의 보안 암호와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비스의 자격 증명이 모두 업데이트
됩니다. 이렇게 하면 클라이언트가 보안 암호 값을 요청할 때 항상 작업 중인 자격 증명 세트를 가져오도록
보안 암호가 자동으로 동기화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보안 암호 교체 (p. 104)을 참조하세요.

보안 암호(콘솔)를 업데이트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secretsmanager/에서 Secrets Manager 콘솔을 엽니다.

2.

보안 암호 목록에서 보안 암호를 선택합니다.

3.

보안 암호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보안 암호의 이름이나 ARN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설명을 업데이트하려면 보안 암호 세부 정보(Secrets details) 섹션에서 작업(Actions)을 선택한 후
설명 편집(Edit description)을 선택합니다.

•

암호화 키를 업데이트하려면 보안 암호 세부 정보(Secrets details) 섹션에서 작업(Actions)을 선택
한 후 암호화 키 편집(Edit encryption key)을 선택합니다. the section called “보안 암호 암호화 및 복
호화” (p. 177) 섹션을 참조하세요.

•

태그를 업데이트하려면 태그(Tags) 섹션에서 편집(Edit)을 선택합니다. the section called “보안 암
호 태그 지정” (p. 66) 섹션을 참조하세요.

•

보안 암호 값을 업데이트하려면 보안 암호 값(Secret value) 섹션에서 보안 암호 값 검색(Retrieve
secret value)을 선택한 후 편집(Edit)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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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s Manager는 AWSCURRENT 스테이징 레이블이 있는 새 버전의 보안 암호를 생성합니다. 이
전 버전은 계속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CLI에서 version-id AWSPREVIOUS와 함께 get-secretvalue 작업을 사용합니다.
•

보안 암호에 대한 교체를 업데이트하려면 교체 편집을 선택합니다. 보안 암호 교체 (p. 104) 섹션
을 참조하세요.

•

보안 암호에 대한 권한을 업데이트하려면 권한 편집을 선택합니다. the section called “보안 암호에
권한 정책 연결” (p. 30) 섹션을 참조하세요.

•

보안 암호를 다른 리전으로 복제하려면 다른 리전으로 보안 암호 복제 (p. 63) 섹션을 참조하세
요.

•

보안 암호에 복제본이 있는 경우 복제본에 대한 암호화 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안 암호 복제
(Replicate secret) 섹션에서 복제본에 대한 라디오 버튼을 선택한 다음 작업(Actions) 메뉴에서
암호화 키 편집(Edit encryption key)을 선택합니다. the section called “보안 암호 암호화 및 복호
화” (p. 177) 섹션을 참조하세요.

AWS CLI
AWS CLI를 사용하여 보안 암호를 업데이트하려면 update-secret 또는 put-secret-value 운영을 사용합니다.
보안 암호에 태그를 지정하려면 the section called “보안 암호 태그 지정” (p. 66) 섹션을 참조하세요.

Example 예: 보안 암호 설명 업데이트
다음 예제에서는 설명을 --description 파라미터의 설명으로 추가하거나 대체합니다.
$ aws secretsmanager update-secret --secret-id production/MyAwesomeAppSecret --description
'This is the description I want to attach to the secret.'
{
"ARN": "arn:aws:secretsmanager:us-east-2:111122223333:secret:production/
MyAwesomeAppSecret-AbCdEf",
"Name": "production/MyAwesomeAppSecret",
"VersionId": "EXAMPLE1-90ab-cdef-fedc-ba987EXAMPLE"
}

Example 예: 암호화 키 업데이트
다음 예제에서는 이 보안 암호에 대한 암호화 키를 추가하거나 바꿉니다.
암호화 키를 변경하면 Secrets Manager는 새 암호화키 아래에 스테이징 레이블이 AWSCURRENT,
AWSPENDING, AWSPREVIOUS인 보안 암호 버전을 다시 암호화합니다. 보안 암호 값이 변경되면 Secrets
Manager는 새 키 아래에서 보안 암호 값을 암호화합니다. 보안 암호를 검색할 때 이전 키 또는 새 키를 사용
하여 암호를 복호화할 수 있습니다.
$ aws secretsmanager update-secret --secret-id production/MyAwesomeAppSecret --kms-key-id
arn:aws:kms:Region:AccountId:key/EXAMPLE1-90ab-cdef-fedc-ba987EXAMPLE

Example 예: 보안 암호 값 업데이트
보안 암호에 대한 보안 암호 값을 업데이트하면 Secrets Manager는 AWSCURRENT 스테이징 레이블이 지정
된 새 버전을 생성하고 AWSPREVIOUS 스테이징 레이블을 이전에 AWSCURRENT 레이블이 있던 버전으로 이
동합니다.
10분마다 두 번 이상 지속적으로 PutSecretValue 또는 UpdateSecret을 호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PutSecretValue 또는 UpdateSecret을 호출하여 보안 암호 값을 업데이트하면 Secrets Manager는 새
버전의 보안 암호를 생성합니다. Secrets Manager는 100개 이상의 버전이 있을 때 오래된 버전을 제거하
지만 24시간 이내에 생성된 버전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10분마다 두 번 이상 보안 암호 값을 업데이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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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s Manager에서 제거하는 버전보다 더 많은 버전이 생성되고 보안 암호 버전 할당량에 도달하게 됩니
다.
다음 예제의 AWS CLI 명령은 보안 암호에 대한 보안 암호 값을 업데이트합니다.
$ aws secretsmanager put-secret-value --secret-id production/MyAwesomeAppSecret --secretstring '{"username":"anika","password":"EXAMPLE-PASSWORD"}'
{
"SecretARN": "arn:aws:secretsmanager:us-east-2:123456789012:secret:production/
MyAwesomeAppSecret-AbCdEf",
"SecretName": "production/MyAwesomeAppSecret",
"VersionId": "EXAMPLE1-90ab-cdef-fedc-ba987EXAMPLE"
}

AWS SDK
10분마다 두 번 이상 지속적으로 PutSecretValue 또는 UpdateSecret을 호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PutSecretValue 또는 UpdateSecret을 호출하여 보안 암호 값을 업데이트하면 Secrets Manager는 새
버전의 보안 암호를 생성합니다. Secrets Manager는 100개 이상의 버전이 있을 때 오래된 버전을 제거하
지만 24시간 이내에 생성된 버전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10분마다 두 번 이상 보안 암호 값을 업데이트하면
Secrets Manager에서 제거하는 버전보다 더 많은 버전이 생성되고 보안 암호 버전 할당량에 도달하게 됩니
다.
보안 암호를 업데이트하려면UpdateSecret, ReplicateSecretToRegions 또는 PutSecretValue 작
업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AWS SDK” (p. 8)을 참조하세요.

AWS Secrets Manager에서 보안 암호 찾기
필터 없이 보안 암호를 검색할 경우, Secrets Manager는 보안 암호 이름, 설명, 태그 키 및 태그 값의 키워드
를 일치시킵니다. 필터 없는 검색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으며 공백, /, _, =, #과 같은 특수 문자를 무시하
고 숫자와 문자만 사용합니다. 필터 없이 검색할 때 Secrets Manager는 검색 문자열을 분석하여 별개의 단
어로 변환합니다. 대문자에서 소문자로, 문자에서 숫자로, 또는 숫자/문자에서 구두점으로 단어를 바꾸어 구
분합니다. 예를 들어 credsDatabase#892를 검색 단어로 입력하면 이름, 설명, 태그 키 및 값으로 creds,
Database, 892를 검색합니다.
다음 필터를 검색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
보안 암호 이름의 시작 부분과 일치하고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이름(Name): Data는
DatabaseSecret이라는 보안 암호를 반환하지만 databaseSecret 또는 MyData를 반환하지는 않습
니다.
설명
보안 암호 설명의 단어와 일치하고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Description): My
Description은 보안 암호를 다음 설명과 일치시킵니다.
• My Description
• my description
• My basic description
• Description of my secret
복제된 보안 암호
기본 보안 암호, 복제본 보안 암호 또는 복제되지 않은 보안 암호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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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키
태그 키의 시작 부분과 일치하고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태그 키(Tag key): Prod는 태그
Production 및 Prod1이 포함된 보안 암호를 반환하지만 태그 prod 또는 1 Prod가 포함된 보안 암호
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태그 값
태그 값의 시작 부분과 일치하고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태그 값(Tag value): Prod는 태그
Production 및 Prod1이 포함된 보안 암호를 반환하지만 태그 값 prod 또는 1 Prod가 포함된 보안
암호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Secrets Manager는 리전 서비스이며 선택한 리전 내부의 보안 암호만 반환됩니다.

AWS CLI
Secrets Manager에 저장된 보안 암호를 찾으려면 list-secrets을 사용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필터 키는
다음과 같습니다.
• description
• name
• tag-key
• tag-value
• primary-region
• all(위의 모든 키를 검색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설명에서 conducts 키워드를 사용하여 보안 암호를 검색합니다. 검색어 주변에는 따옴표
가 없습니다. 정규 표현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aws secretsmanager list-secrets --filters Key=description,Values=conducts

AWS SDK
AWS SDK 중 하나를 사용하여 보안 암호를 찾으려면ListSecrets를 사용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AWS SDK” (p. 8)을 참조하십시오.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삭제
보안 암호의 중요한 특성으로 인해 AWS Secrets Manager에서는 의도적으로 보안 암호를 삭제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Secrets Manager는 보안 암호를 바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대신 Secrets Manager는 즉시 이
보안 암호에 액세스할 수 없도록 하고 최소 7일의 복구 기간 후에 삭제되도록 예약합니다. 복구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전에 삭제한 보안 암호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삭제하도록 표시한 보안 암호에 대해서는 요금이 부
과되지 않습니다.
다른 리전에 복제된 기본 보안 암호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우선 복제본을 삭제한 다음 기본 보안 암호를 삭
제합니다. 복제본을 삭제할 경우, 즉시 삭제됩니다.
또한 보안 암호 버전을 직접 삭제할 수 없습니다. 대신 AWS CLI 또는 AWS SDK를 사용하여 모든 스테이징
레이블을 버전에서 제거합니다. 이는 버전을 사용 중지 상태로 표시하고 Secrets Manager가 배경에서 해당
버전을 자동으로 삭제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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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에서 보안 암호가 여전히 사용 중인지 모르는 경우 복구 기간 중에 보안 암호에 액세스하려고
하면 알려주는 Amazon CloudWatch 경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mazon CloudWatch를 사
용하여 삭제 예정인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를 모니터링합니다. (p. 158)을(를) 참조하세요.
보안 암호를 삭제하려면 secretsmanager:ListSecrets 및 secretsmanager:DeleteSecret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보안 암호(콘솔)를 삭제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secretsmanager/에서 Secrets Manager 콘솔을 엽니다.

2.
3.

보안 암호 목록에서 삭제할 보안 암호를 선택합니다.
보안 암호 세부 정보(Secret details) 섹션에서 작업(Actions)을 선택한 후 보안 암호 삭제(Delete
secret)를 선택합니다.

4.

보안 암호 사용 중지 및 삭제 예약(Disable secret and schedule deletion) 대화 상자에서 대기 기간
(Waiting period)에 영구적으로 삭제되기 전까지 대기할 일수를 입력합니다. Secrets Manager는
DeletionDate라는 필드를 연결하고 해당 필드를 현재 날짜 및 시간에, 복구 기간에 지정된 일수를 더
한 값으로 설정합니다.

5.

삭제 예약(Schedule deletion)을 선택합니다.

삭제된 보안 암호를 보려면
1.
2.
3.

https://console.aws.amazon.com/secretsmanager/에서 Secrets Manager 콘솔을 엽니다.
보안 암호(Secrets) 페이지에서 기본 설정(Preferences)( )을 선택합니다.
기본 설정 대화 상자에서 사용 중지된 보안 암호 표시(Show disabled secrets)를 선택한 후 저장
(Save)을 선택합니다.

복제본 보안 암호를 삭제하려면
1.
2.
3.

https://console.aws.amazon.com/secretsmanager/에서 Secrets Manager 콘솔을 엽니다.
기본 보안 암호를 선택합니다.
보안 암호 복제(Replicate Secret) 섹션에서 복제본 보안 암호를 선택합니다.

4.

작업(Actions) 메뉴에서 복제본 삭제(Delete Replica)를 선택합니다.

AWS CLI
보안 암호를 삭제하려면 delete-secret 작업을 사용합니다. 보안 암호 버전을 삭제하려면 updatesecret-version-stage 작업을 사용하여 스테이징 레이블을 모두 제거합니다. Secrets Manager는 백그
라운드에서 버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할 버전의 버전 ID를 찾으려면 ListSecretVersionIds를 사용합니
다.
복제본을 삭제하려면 remove-regions-from-replication 작업을 사용합니다.

Example
다음 예제는 "MyTestDatabase"라는 보안 암호를 삭제하도록 표시하고 14일의 복구 기간 후에 삭제되도록
예약합니다. DeletionDate 필드에 지정된 날짜 및 시간 이후 모든 시점에서 Secrets Manager는 보안 암호
를 영구적으로 삭제합니다.
$ aws secretsmanager delete-secret --secret-id development/MyTestDatabase --recoverywindow-in-days 14
{
"ARN": "arn:aws:secretsmanager:us-east-2:111122223333:secret:development/
MyTestDatabase-AbCdEf",
"Name": "development/MyTest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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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etionDate": 1510089380.309

Example
다음 예제는 복구 기간 없이 보안 암호를 즉시 삭제합니다. DeletionDate 응답 필드에는 미래의 시간 대신
현재 날짜 및 시간이 표시됩니다. 이 보안 암호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 aws secretsmanager delete-secret --secret-id development/MyTestDatabase --force-deletewithout-recovery
{
"ARN": "arn:aws:secretsmanager:us-east-2:111122223333:secret:development/
MyTestDatabase-AbCdEf",
"Name": "development/MyTestDatabase",
"DeletionDate": 1508750180.309
}

Example
다음 예시에서는 복제본 보안 암호를 삭제합니다.
$ aws secretsmanager remove-regions-from-replication --secret-id development/MyTestDatabase
--remove-replica-regions us-east-1

Example
다음 예제는 "MyTestDatabase"라는 보안 암호 버전에서 AWSPREVIOUS 스테이징 레이블을 제거합니다.
$ aws secretsmanager update-secret-version-stage \
--secret-id development/MyTestDatabase \
--remove-from-version-id EXAMPLE1-90ab-cdef-fedc-ba987EXAMPLE
--version-stage AWSPREVIOUS
{
"ARN": "arn:aws:secretsmanager:us-east-2:111122223333:secret:development/
MyTestDatabase-AbCdEf",
"Name": "development/MyTestDatabase"
}

AWS SDK
보안 암호를 삭제하려면 DeleteSecret 명령을 사용합니다. 보안 암호의 버전을 삭제하려면
UpdateSecretVersionStage 명령을 사용합니다. 복제본을 삭제하려면 StopReplicationToReplica
명령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AWS SDK” (p. 8)을 참조하세요.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복원
Secrets Manager에서는 삭제 예약된 보안 암호를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제 직접 액세
스할 수 없습니다. 복구 기간이 지난 후 Secrets Manager는 보안 암호를 영구적으로 삭제합니다. Secrets
Manager에서 보안 암호를 삭제한 후에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복구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안 암호를 복구하
고 다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구 삭제 예약을 취소하는 DeletionDate 필드가 제거됩니다.
콘솔에서 보안 암호와 메타데이터를 복원하려면 secretsmanager:ListSecrets 및
secretsmanager:RestoreSecret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보안 암호(콘솔) 복원
1.

https://console.aws.amazon.com/secretsmanager/에서 Secrets Manager 콘솔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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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 암호 목록에서 복원할 보안 암호를 선택합니다.
삭제된 보안 암호가 보안 암호 목록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기본 설정(Preferences)( )을 선택합니
다. 기본 설정 대화 상자에서 사용 중지된 보안 암호 표시(Show disabled secrets)를 선택한 후 저장
(Save)을 선택합니다.

3.

보안 암호 세부 정보(Secret details) 페이지에서 삭제 취소(Cancel deletion)를 선택합니다.

4.

보안 암호 삭제 취소(Cancel secret deletion) 대화 상자에서 삭제 취소(Cancel deletion)를 선택합니다.

AWS CLI
이 restore-secret 명령을 사용하면 Secrets Manager에 저장된 보안 암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mple
다음 명령 예제는 "MyTestDatabase"라는 이전에 삭제된 보안 암호를 복원합니다. 그러면 삭제 예약이 취소
되고 보안 암호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복원됩니다.
$ aws secretsmanager restore-secret --secret-id development/MyTestDatabase
{
"ARN": "arn:aws:secretsmanager:us-east-2:111122223333:secret:development/
MyTestDatabase-AbCdEf",
"Name": "development/MyTestDatabase"
}

AWS SDK
삭제하도록 표시된 보안 암호를 복원하려면 RestoreSecret 명령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AWS SDK” (p. 8)을 참조하세요.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를 다른 AWS 리전
으로 복제합니다.
리전 액세스 및 짧은 대기 시간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해당 리전에 분산된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
해 여러 AWS 리전의 보안 암호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경우 복제본 보안 암호를 독립 실행형
으로 승격한 다음 독립적으로 복제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Secrets Manager는 지정된 리전에 걸쳐 태그
및 리소스 정책과 같은 암호화된 보안 암호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를 복제합니다.
복제된 보안 암호에 대한 ARN은 복제본이 있는 리전을 보여 줍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보안 암호: arn:aws::secretsmanager:Region1:123456789012:secret:MySecreta1b2c3
• 복제본 보안 암호: arn:aws::secretsmanager:Region2:123456789012:secret:MySecreta1b2c3.
복제본 보안 암호에 대한 요금 정보는 AWS Secrets Manager 요금을 참조하세요.
다른 리전으로 복제된 소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보안 인증 정보를 저장하면 보안 암호에 해당
소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결 정보가 포함됩니다. 그 후에 보안 암호를 복제하면 복제본은 소스 보안 암호
의 복사본이 되며 동일한 연결 정보를 포함합니다. 리전 연결 정보를 위해 보안 암호에 추가로 키/값 쌍을 추
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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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보안 암호에 대한 교체를 켜면 Secrets Manager가 기본 리전의 보안 암호를 교체하고 새 보안 암호 값
이 연결된 모든 복제본 보안 암호에 전파됩니다. 모든 복제본 보안 암호에 대해 개별적인 교체를 관리할 필요
가 없습니다.
활성화된 모든 AWS 리전에 보안 암호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WS GovCloud (US) 또는 중국 리전과
같은 특수 AWS 리전에서 Secrets Manager를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특수 AWS 리전 내에서만 보안 암호와
복제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된 AWS 리전의 보안 암호를 특수 리전으로 복제하거나 특수 리전의 보
안 암호를 상용 리전으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보안 암호를 다른 리전으로 복제하려면 먼저 해당 리전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리전 관리를
참조하세요.
보안 암호가 저장된 리전의 Secrets Manager 엔드포인트를 호출하여 복제하지 않고 여러 리전에서 보안 암
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목록은 AWS Secrets Manager 엔드포인트를 참조하세요. 복제를 사용
하여 워크로드의 복원성을 개선하려면 Disaster Recovery (DR) Architecture on AWS, Part I: Strategies for
Recovery in the Cloud(AWS 재해 복구(DR) 아키텍처, 1부: 클라우드에서의 복구 전략)를 참조하세요.

보안 암호를 다른 리전으로 복제하려면(콘솔)
1.

https://console.aws.amazon.com/secretsmanager/에서 Secrets Manager 콘솔을 엽니다.

2.

보안 암호(Secrets) 페이지에서 보안 암호를 선택합니다.

3.

보안 암호 세부 정보(Secret details) 페이지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4.

•

보안 암호가 복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안 암호 복제(Replicate secret)를 선택합니다.

•

보안 암호가 복제된 경우에는 보안 암호 복제(Replicate secret) 섹션에서 리전 추가(Add Region)를
선택합니다.

복제본 리전 추가(Add replica regions) 대화 상자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AWS 리전(Region)에서 보안 암호를 복제하고자 하는 리전을 선택합니다.

b.

(선택 사항) 암호화 키(Encryption key)에서 보안 암호를 암호화할 KMS 키를 선택합니다. 키는 복제
리전에 있어야 하며 기본 보안 암호와 동일한 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c.

(선택 사항) 다른 리전을 추가하려면더 많은 리전 추가(Add more regions)를 선택합니다.

d.

복제(Replicate)를 선택합니다.

보안 암호 세부 정보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보안 암호 복제(Replicate Secret) 섹션에서 각 리전의 복제
상태(Replication Status)가 표시됩니다. 다음에서는 복제가 실패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와 그 해결 방법
에 대해 설명합니다.
• 실패(Failed) - 선택한 리전에 동일한 이름의 보안 암호가 있습니다. 해결 방법 중 하나는 복제본 리전
에서 중복된 이름 보안 암호를 덮어쓰는 것입니다. 작업(Actions)(Retry replication) 메뉴를 선택한 다
음 복제 재시도를 선택합니다. 복제 재시도(Retry replication) 대화 상자에서 덮어쓰기(Overwrite)를 선
택한 다음 복제 재시도(Retry replication)를 선택합니다.
• 실패(Failed) - 복제를 완료하기 위해 KMS 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옵션은 사용자가 kms:Decrypt 권한을 갖도록 KMS 키에 대한 권한 정책을 업데이트하는 것입
니다.
• 실패(Failed) - 네트워크 오류로 인해 보안 암호 복제가 실패했습니다.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경
우, 작업(Actions) 메뉴를 선택한 다음 복제 재시도(Retry replication)를 선택합니다.
• 실패(Failed) - 복제가 발생하는 리전을 활성화하지 않았습니다. 리전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리전 관리를 참조하세요.

AWS CLI
보안 암호를 복제하려면 replicate-secret-to-regions 작업을 사용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보안 암
호를 미국 동부(버지니아 북부)로 복제합니다.
64

AWS Secrets Manager 사용 설명서
AWS SDK

$ aws secretsmanager replicate-secret-to-regions --secret-id production/DBWest --addreplica-regions Region=us-east-1

AWS SDK
보안 암호를 복제하려면 ReplicateSecretToRegions 명령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AWS SDK” (p. 8)을 참조하십시오.

복제본 보안 암호를 AWS Secrets Manager의 독립
실행형 보안 암호로 승격
복제본 보안 암호는 다른 AWS 리전의 기본에서 복제되는 보안 암호입니다. 이 보안 암호는 기본 암호값과
메타데이터가 동일하지만 다른 KMS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복제본 보안 암호는 암호화 키를
제외하고 기본 보안 암호와 독립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복제본 보안 암호를 승격할 경우 복제본 보
안 암호가 기본 보안 암호에서 분리되고 복제본 보안 암호가 독립 실행형 보안 암호로 설정됩니다. 기본 보안
암호에 대한 변경 사항은 독립 실행형 보안 암호에 복제되지 않습니다.
기본 암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재해 복구 솔루션으로 복제본 암호를 독립 실행형 암호로 승격할 수 있습니
다. 또는 복제본에 대해 교체를 켜려는 경우 복제본을 독립 실행형 보안 암호로 승격해야 합니다.
복제본을 승격한 경우, 독립 실행형 보안 암호를 사용하도록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복제본 보안 암호를 승격하려면(콘솔)
1.

https://console.aws.amazon.com/secretsmanager/에서 Secrets Manager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2.

보안 암호(Secrets) 페이지에서 기본 보안 암호를 선택합니다.

3.

보안 암호 세부 정보 페이지의 보안 암호 복제(Replicate secret)섹션에서 승격하려는 복제본의 ARN을
선택합니다.

4.

복제본 보안 암호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독립 실행형 보안 암호로 승격(Promote to standalone secret)을
선택합니다. 독립 실행형 보안 암호로 승격(Promote to standalone secret)을 선택합니다.

AWS CLI
복제본을 독립 실행형 보안 암호로 승격하려면 stop-replication-to-replica 작업을 사용합니다. 이
작업은 반드시 복제본 보안 암호 리전에서 호출해야 합니다.

Example
다음 예제에서는 복제본 보안 암호를 독립 실행형으로 승격합니다.
$ aws secretsmanager stop-replication-to-replica \
--secret-id development/MyTestDatabase

AWS SDK
복제본을 독립 실행형 보안 암호로 승격하려면 StopReplicationToReplica 명령을 사용합니다.
이 명령은 반드시 복제본 보안 암호 리전에서 호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AWS
SDK” (p. 8)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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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태그 지정
Secrets Manager는 태그를 사용자가 정의하는 키와 선택적 값으로 구성된 레이블로 정의합니다. 태그를 사
용하여 AWS 계정에서 보안 암호 및 기타 리소스 관리, 검색 및 필터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안 암호에 태
그를 지정할 때 모든 리소스에서 표준 이름 지정 체계를 사용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태그 지정 모범 사례 백
서를 참조하세요.
보안 암호에 연결된 태그를 확인하여 보안 암호에 대한 액세스를 허가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the section called “예: 태그를 사용하여 보안 암호에 대한 액세스 제어” (p. 39) 단원을 참조하세요.
콘솔, AWS CLI 및 SDK에서 태그별로 보안 암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AWS는 Resource Groups 도구를
제공하여 태그를 기반으로 리소스를 통합하고 구성하는 사용자 지정 콘솔을 만듭니다. 특정 태그가 있는 보
안 암호를 찾으려면 the section called “보안 암호 찾기” (p. 59)를 참조하세요. Secrets Manager는 태그 기
반 비용 할당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태그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태그에 보안 암호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절대 저장하지 마세요. 보안 암호를
생성할 때 또는 보안 암호를 편집할 때 태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안 암호의 태그를 변경하려면(콘솔)
1.
2.

https://console.aws.amazon.com/secretsmanager/에서 Secrets Manager 콘솔을 엽니다.
보안 암호 목록에서 보안 암호를 선택합니다.

3.

보안 암호 세부 정보 페이지의 태그(Tags) 섹션에서 편집(Edit)을 선택합니다. 태그 키 이름과 값은 대소
문자를 구분하며 태그 키는 고유해야 합니다.

AWS CLI
보안 암호의 태그를 변경하려면 tag-resource 또는 untag-resource 작업을 사용합니다.

Example
다음 예제는 해당 태그를 --tags 파라미터가 제공하는 태그로 추가하거나 대체합니다. 태그 키 이름과 값은
대소문자를 구분하며 태그 키는 고유해야 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Key 및 Value 요소의 JSON 배열로 예상
됩니다.
$ aws secretsmanager tag-resource --secret-id MySecret2 --tags Key=costcenter,Value=12345

Example
다음 예제 AWS CLI 명령은 지정된 보안 암호에서 "environment" 키가 있는 태그를 제거합니다.
$ aws secretsmanager untag-resource --secret-id MySecret2 --tag-keys 'environment'

tag-resource 명령은 출력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AWS SDK
보안 암호의 태그를 변경하려면 TagResource 또는 UntagResource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AWS SDK” (p. 8)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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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Secrets Manager에서 보안 암호
가져오기
콘솔(https://console.aws.amazon.com/secretsmanager/) 또는AWS CLI(get-secret-value)를 사용하여
보안 암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는 AWS SDK 중 하나에서 GetSecretValue를 호출하여 보안 암호를 검색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클라이언트 측 캐싱을 사용하여 보안 암호 값을 캐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안 암호 캐싱은 속도
를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합니다.
• Java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 보안 암호에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을 저장하는 경우, Secrets Manager SQL 연결 드라이
버 (p. 67)를 사용하여 보안 암호의 자격 증명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합니다.
• 다른 유형의 보안 암호의 경우, Secrets Manager Java 기반 캐싱 구성 요소 (p. 72)를 사용합니다.
• Python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Secrets Manager Python 기반 캐싱 구성 요소 (p. 76)를 사용합니다.
• .NET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Secrets Manager .NET 기반 캐싱 구성 요소 (p. 80)를 사용합니다.
• Go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Secrets Manager Go 기반 캐싱 구성 요소 (p. 85)를 사용합니다.
• JavaScript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getSecretValue를 사용하여 SDK를 직접 호출합니다.
• PHP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GetSecretValue를 사용하여 SDK를 직접 호출합니다.
• Ruby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get_secret_value를 사용하여 SDK를 직접 호출합니다.
• GitHub 작업에 대해 알아보려면 the section called “GitHub 작업” (p. 95) 단원을 참조하세요.

다른 시스템 및 AWS 서비스 내
다음 내에서 보안 암호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 AWS Batch의 경우, 작업 정의에서 보안 암호를 참조 (p. 88)할 수 있습니다.
• AWS CloudFormation의 경우, CloudFormation 스택에서 보안 암호를 생성 (p. 131)하고 보안 암호를 참
조 (p. 88)할 수 있습니다.
• Amazon ECS의 경우, 컨테이너 정의에서 보안 암호를 참조 (p. 89)할 수 있습니다.
• Amazon EKS의 경우, AWS 보안 암호 및 구성 공급자(ASCP) (p. 90)를 사용하여 Amazon EKS에 파일
로 탑재할 수 있습니다.
• GitHub의 경우 Secrets Manager GitHub 작업 (p. 95)을 사용하여 GitHub 작업에 보안 암호를 환경 변수
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AWS IoT Greengrass의 경우, Greengrass 그룹에서 보안 암호를 참조 (p. 97)할 수 있습니다.
• AWS Lambda 관련해서는 Lambda 함수에서 보안 암호를 참조 (p. 98)할 수 있습니다.
• 파라미터 스토어의 경우, 파라미터에서 보안 암호를 참조 (p. 103)할 수 있습니다.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의 자격 증명을 사
용하여 SQL 데이터베이스에 연결
Java 애플리케이션에서는 Secrets Manager SQL Connection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Secrets Manager에 저
장된 자격 증명으로 MySQL, PostgreSQL, Oracle 및 MSSQLServerSQL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 있습
니다. 각 드라이버는 기본 JDBC 드라이버를 래핑하므로 JDBC 호출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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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결을 위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전달하는 대신 보안 암호의 ID를 제공합니다. 드
라이버는 Secrets Manager를 호출하여 보안 암호 값을 검색한 다음 보안 암호의 보안 인증 정보를 사용하
여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합니다. 또한 드라이버는 Java 클라이언트 측 캐싱 라이브러리 (p. 72)를 사용하
여 자격 증명을 캐싱하므로 향후 연결에는 Secret Manager에 대한 호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캐시는 매시간, 그리고 보안 암호가 교체될 때마다 새로 고침됩니다. 캐시를 구성하려면 the section called
“SecretCacheConfiguration” (p. 74) 섹션을 참조하세요.
GitHub에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Secrets Manager SQL Connection 드라이버를 사용하려면:
• 애플리케이션이 Java 8 이상이어야 합니다.
• 보안 암호는 데이터베이스 보안 암호의 JSON 구조 (p. 53)에 있어야 합니다. 형식을 확인하려면 Secrets
Manager 콘솔에서 보안 암호를 확인하고 보안 암호 값 검색(Retrieve secret value)을 선택합니다. 또는
AWS CLI에서 get-secret-value를 호출합니다.
• 데이터베이스가 다른 리전으로 복제되는 경우 다른 리전의 복제본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려면 연결을 생
성할 때 리전 엔드포인트 및 포트를 지정합니다. 리전 연결 정보를 보안 암호에 추가 키/값 쌍으로 저장하
거나, SSM Parameter Store 파라미터에 저장하거나, 코드 구성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드라이버를 추가하려면 Maven 빌드 파일 pom.xml에 드라이버에 대한 다음 종속성을 추가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Maven Repository 웹 사이트의 Secrets Manager SQL Connection Library를 참조하세요.
<dependency>
<groupId>com.amazonaws.secretsmanager</groupId>
<artifactId>aws-secretsmanager-jdbc</artifactId>
<version>1.0.5</version>
</dependency>

예제:
•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결 설정 (p. 68)
• 복제본 데이터베이스에 연결 설정 (p. 69)
• c3p0 연결 풀링을 사용하여 연결 설정 (p. 71)
• c3p0 연결 풀링을 사용하여 복제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결 설정 (p. 71)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결 설정
다음 예제에서는 보안 암호의 자격 증명 및 연결 정보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결을 설정하는 방
법을 보여줍니다. 연결이 설정되면 JDBC 호출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Java 설명서 웹 사이트의 JDBC Basics를 참조하세요.
MySQL
// Load the JDBC driver
Class.forName( "com.amazonaws.secretsmanager.sql.AWSSecretsManagerMySQLDriver" ).newInstance();
// Retrieve the connection info from the secret
String URL = "secretId";
// Populate the user property with the secret ARN to retrieve user and password from
the secret
Properties info = new Properties( );
info.put( "user", "secretId" );
// Establish the connection
conn = DriverManager.getConnection(URL,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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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greSQL

// Load the JDBC driver
Class.forName( "com.amazonaws.secretsmanager.sql.AWSSecretsManagerPostgreSQLDriver" ).newInstance()
// Retrieve the connection info from the secret
String URL = "secretId";
// Populate the user property with the secret ARN to retrieve user and password from
the secret
Properties info = new Properties( );
info.put( "user", "secretId" );
// Establish the connection
conn = DriverManager.getConnection(URL, info);

Oracle
// Load the JDBC driver
Class.forName( "com.amazonaws.secretsmanager.sql.AWSSecretsManagerOracleDriver" ).newInstance();
// Retrieve the connection info from the secret
String URL = "secretId";
// Populate the user property with the secret ARN to retrieve user and password from
the secret
Properties info = new Properties( );
info.put( "user", "secretId" );
// Establish the connection
conn = DriverManager.getConnection(URL, info);

MSSQLServer

// Load the JDBC driver
Class.forName( "com.amazonaws.secretsmanager.sql.AWSSecretsManagerMSSQLServerDriver" ).newInstance(
// Retrieve the connection info from the secret
String URL = "secretId";
// Populate the user property with the secret ARN to retrieve user and password from
the secret
Properties info = new Properties( );
info.put( "user", "secretId" );
// Establish the connection
conn = DriverManager.getConnection(URL, info);

복제본 데이터베이스에 연결 설정
다음 예제에서는 보안 암호의 보안 인증 정보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결을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다른 리전의 복제본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려면 연결에 대한 엔드포인트 및 포트를 지정합니다.
다른 리전으로 복제되는 보안 암호는 리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결 지연 시간을 줄여 줄 수 있지만, 소스
보안 암호와 다른 연결 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각 복제본은 소스 보안 암호의 복사본입니다. 리전 연결
정보를 보안 암호에 저장하려면 엔드포인트에 대한 키/값 쌍 및 리전에 대한 포트 정보를 추가합니다.
연결이 설정되면 JDBC 호출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Java 설명서
웹 사이트의 JDBC Basics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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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QL
// Load the JDBC driver
Class.forName( "com.amazonaws.secretsmanager.sql.AWSSecretsManagerMySQLDriver" ).newInstance();
// Set the endpoint and port. You can also retrieve it from a key/value pair in the
secret.
String URL = "jdbc-secretsmanager:mysql://example.com:3306";
// Populate the user property with the secret ARN to retrieve user and password from
the secret
Properties info = new Properties( );
info.put( "user", "secretId" );
// Establish the connection
conn = DriverManager.getConnection(URL, info);

PostgreSQL

// Load the JDBC driver
Class.forName( "com.amazonaws.secretsmanager.sql.AWSSecretsManagerPostgreSQLDriver" ).newInstance()
// Set the endpoint and port. You can also retrieve it from a key/value pair in the
secret.
String URL = "jdbc-secretsmanager:postgresql://example.com:5432/database";
// Populate the user property with the secret ARN to retrieve user and password from
the secret
Properties info = new Properties( );
info.put( "user", "secretId" );
// Establish the connection
conn = DriverManager.getConnection(URL, info);

Oracle
// Load the JDBC driver
Class.forName( "com.amazonaws.secretsmanager.sql.AWSSecretsManagerOracleDriver" ).newInstance();
// Set the endpoint and port. You can also retrieve it from a key/value pair in the
secret.
String URL = "jdbc-secretsmanager:oracle:thin:@example.com:1521/ORCL";
// Populate the user property with the secret ARN to retrieve user and password from
the secret
Properties info = new Properties( );
info.put( "user", "secretId" );
// Establish the connection
conn = DriverManager.getConnection(URL, info);

MSSQLServer

// Load the JDBC driver
Class.forName( "com.amazonaws.secretsmanager.sql.AWSSecretsManagerMSSQLServerDriver" ).newInstance(
// Set the endpoint and port. You can also retrieve it from a key/value pair in the
secret.
String URL = "jdbc-secretsmanager:sqlserver://example.com:1433";
// Populate the user property with the secret ARN to retrieve user and password from
the sec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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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info = new Properties( );
info.put( "user", "secretId" );
// Establish the connection
conn = DriverManager.getConnection(URL, info);

c3p0 연결 풀링을 사용하여 연결 설정
다음 예제에서는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보안 암호에서 보안 인증 정보 및 연결 정보를 검색하는
c3p0.properties 파일을 보여줍니다. user와 jdbcUrl에 대해 보안 암호 ID를 입력하여 연결 풀을 구성
합니다. 그런 다음 풀에서 연결을 검색하여 다른 데이터베이스 연결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Java 설명서 웹 사이트의 JDBC Basics를 참조하세요.
c3p0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achinery For Change 웹 사이트의 c3p0을 참조하세요.
MySQL
c3p0.user=secretId
c3p0.driverClass=com.amazonaws.secretsmanager.sql.AWSSecretsManagerMySQLDriver
c3p0.jdbcUrl=secretId

PostgreSQL
c3p0.user=secretId
c3p0.driverClass=com.amazonaws.secretsmanager.sql.AWSSecretsManagerPostgreSQLDriver
c3p0.jdbcUrl=secretId

Oracle
c3p0.user=secretId
c3p0.driverClass=com.amazonaws.secretsmanager.sql.AWSSecretsManagerOracleDriver
c3p0.jdbcUrl=secretId

MSSQLServer
c3p0.user=secretId
c3p0.driverClass=com.amazonaws.secretsmanager.sql.AWSSecretsManagerMSSQLServerDriver
c3p0.jdbcUrl=secretId

c3p0 연결 풀링을 사용하여 복제본 데이터베이스에 대
한 연결 설정
다음 예제에서는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보안 암호에서 보안 인증 정보를 검색하는 c3p0.properties 파일
을 보여줍니다. 다른 리전의 복제본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려면 엔드포인트 및 포트를 직접 지정하거나 보안
암호의 키/값 쌍에서 검색하여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풀에서 연결을 검색하여 다른 데이터베이스 연결과 동
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Java 설명서 웹 사이트의 JDBC Basics를 참조하세요.
MySQL
c3p0.user=secretId
c3p0.driverClass=com.amazonaws.secretsmanager.sql.AWSSecretsManagerMySQLDriver
c3p0.jdbcUrl=jdbc-secretsmanager:mysql://example.com: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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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greSQL
c3p0.user=secretId
c3p0.driverClass=com.amazonaws.secretsmanager.sql.AWSSecretsManagerPostgreSQLDriver
c3p0.jdbcUrl=jdbc-secretsmanager:postgresql://example.com:5432/database

Oracle
c3p0.user=secretId
c3p0.driverClass=com.amazonaws.secretsmanager.sql.AWSSecretsManagerOracleDriver
c3p0.jdbcUrl=jdbc-secretsmanager:oracle:thin:@example.com:1521/ORCL

MSSQLServer
c3p0.user=secretId
c3p0.driverClass=com.amazonaws.secretsmanager.sql.AWSSecretsManagerMSSQLServerDriver
c3p0.jdbcUrl=jdbc-secretsmanager:sqlserver://example.com:1433

Java 애플리케이션의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검색
보안 암호를 검색할 때 Secret Manager Java 기반 캐싱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캐싱
할 수 있습니다. 캐싱된 보안 암호를 검색하는 것이 Secret Manager에서 검색하는 것보다 빠릅니다. Secrets
Manager API를 호출하는 데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캐시를 사용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캐시 정책은 LRU(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음)이므로, 캐시에서 보안 암호를 폐기해야 하는 경우 가장 오랫
동안 사용되지 않은 보안 암호가 삭제됩니다. 기본적으로 캐시는 보안 암호를 매시간 새로 고칩니다. 캐시에
서 암호가 새로 고쳐지는 빈도를 구성할 수 있으며 보안 암호 검색을 연결하여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할 수 있
습니다.
캐시 참조가 해제되면 캐시는 가비지 수집을 강제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캐시 구현은 캐시 자체에 중점을 두
며, 보안을 강화하거나 보안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캐시에서 항목 암호화와 같은 추가 보안이 필요한 경
우 제공된 인터페이스 및 추상 메서드를 사용하세요.
이 구성 요소를 사용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Java 8 이상 개발 환경입니다. Oracle 웹 사이트의 Java SE 다운로드를 참조하세요.
• Java용 AWS SDK 1.x. 프로젝트에서 두 버전의 Java용 AWS SDK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Java 1.x 및 2.x용 SDK 병행 사용을 참조하세요.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하려면 GitHub의 Secrets Manager Java 기반 캐싱 클라이언트 구성 요소를 참조하세
요.
프로젝트에 구성 요소를 추가하려면 Maven pom.xml 파일에 다음 dependency를 포함합니다. Mave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ache Maven Project 웹 사이트의 시작 안내서를 참조하세요.
<dependency>
<groupId>com.amazonaws.secretsmanager</groupId>
<artifactId>aws-secretsmanager-caching-java</artifactId>
<version>1.0.1</version>
</dependency>

Reference
• SecretCache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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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retCacheConfiguration (p. 74)
• SecretCacheHook (p. 76)

Example 예제: 보안 암호 검색
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보안 암호 문자열을 검색하는 Lambda 함수를 보여줍니다. 이 예제는 함수 핸들러 외
부의 캐시를 인스턴스화하는 모범 사례를 따르므로 Lambda 함수를 다시 호출하는 경우 API를 계속 호출하
지 않습니다.
package com.amazonaws.secretsmanager.caching.examples;
import com.amazonaws.services.lambda.runtime.Context;
import com.amazonaws.services.lambda.runtime.RequestHandler;
import com.amazonaws.services.lambda.runtime.LambdaLogger;
import com.amazonaws.secretsmanager.caching.SecretCache;
public class SampleClass implements RequestHandler<String, String> {
private final SecretCache cache

= new SecretCache();

@Override public String handleRequest(String secretId, Context context) {
final String secret = cache.getSecretString(secretId);
// Use the secret, return success;
}

}

SecretCache
Secret Manager에서 요청한 보안 암호에 대한 인 메모리 캐시. the section called
“getSecretString” (p. 74) 또는 the section called “getSecretBinary” (p. 74)를 사용하여 캐시에서 보안
암호를 검색합니다. 생성자의 the section called “SecretCacheConfiguration” (p. 74) 객체에 전달하여 캐
시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the section called “Java 애플리케이션” (p. 72)을 참조하세요.

Constructors
public SecretCache()
SecretCache 객체에 대한 기본 생성자.
public SecretCache(AWSSecretsManagerClientBuilder builder)
제공된 AWSSecretsManagerClientBuilder로 생성한 Secrets Manager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새
캐시를 생성합니다. 이 생성자를 사용하여 Secrets Manager 클라이언트를 사용자 지정합니다(예: 특정
리전 또는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도록 사용자 지정).
public SecretCache(AWSSecretsManager client)
제공된 AWSSecretsManagerClient를 사용하여 새 보안 암호 캐시를 생성합니다. 이 생성자를 사용
하여 Secrets Manager 클라이언트를 사용자 지정합니다(예: 특정 리전 또는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도록
사용자 지정).
public SecretCache(SecretCacheConfiguration config)
제공된 the section called “SecretCacheConfiguration” (p. 74)을 사용하여 새 보안
암호 캐시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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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서드
getSecretString
public String getSecretString(final String secretId)
Secrets Manager에서 문자열 보안 암호를 검색합니다. String을 반환합니다.

getSecretBinary
public ByteBuffer getSecretBinary(final String secretId)
Secrets Manager에서 이진 보안 암호를 검색합니다. ByteBuffer을 반환합니다.

refreshNow
public boolean refreshNow(final String secretId) throws InterruptedException
캐시를 강제로 새로 고칩니다. 오류 없이 새로 고침이 완료되는 경우 true를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합니다.

close
public void close()
캐시를 닫습니다.

SecretCacheConfiguration
캐싱된 보안 암호에 대한 최대 캐시 크기 및 유지 시간(TTL)과 같은 the section called
“SecretCache” (p. 73)에 대한 캐시 구성 옵션.

생성자
public SecretCacheConfiguration
SecretCacheConfiguration 객체에 대한 기본 생성자.

메서드
getClient
public AWSSecretsManager getClient()
캐시가 보안 암호를 검색할 AWSSecretsManagerClient를 반환합니다.

setClient
public void setClient(AWSSecretsManager client)
캐시가 보안 암호를 검색할 AWSSecretsManagerClient를 설정합니다.

getCacheHook
public SecretCacheHook getCacheHook()
캐시 업데이트를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the section called “SecretCacheHook” (p. 76) 인터페이스를 반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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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CacheHook
public void setCacheHook(SecretCacheHook cacheHook)
캐시 업데이트를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the section called “SecretCacheHook” (p. 76) 인터페이스를 설정
합니다.

getMaxCacheSize
public int getMaxCacheSize()
최대 캐시 크기를 반환합니다. 기본값은 보안 암호 1,024개입니다.

setMaxCacheSize
public void setMaxCacheSize(int maxCacheSize)
최대 캐시 크기를 설정합니다. 기본값은 보안 암호 1,024개입니다.

getCacheItemTTL
public long getCacheItemTTL()
캐싱된 항목에 대한 TTL을 밀리초 단위로 반환합니다. 캐싱된 보안 암호가 이 TTL을 초과하면 캐시는
AWSSecretsManagerClient에서 보안 암호의 새 사본을 검색합니다. 기본값은 밀리초 단위로 1시간입니
다.
TTL 이후에 보안 암호가 요청되면 캐시가 보안 암호를 동기식으로 새로 고칩니다. 동기식 새로 고침이 실패
하면 캐시는 오래된 보안 암호를 반환합니다.

setCacheItemTTL
public void setCacheItemTTL(long cacheItemTTL)
캐싱된 항목에 대한 TTL을 밀리초 단위로 설정합니다. 캐싱된 암호가 이 TTL을 초과하면 캐시는
AWSSecretsManagerClient에서 보안 암호의 새 사본을 검색합니다. 기본값은 밀리초 단위로 1시간입니
다.

getVersionStage
public String getVersionStage()
캐싱할 보안 암호의 버전을 반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안 암호 버전 (p. 11)을 참조하세요. 기본값은
"AWSCURRENT"입니다.

setVersionStage
public void setVersionStage(String versionStage)
캐싱할 보안 암호의 버전을 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안 암호 버전 (p. 11)을 참조하세요. 기본값은
"AWSCURRENT"입니다.

SecretCacheConfiguration withClient
public SecretCacheConfiguration withClient(AWSSecretsManager client)
보안 암호를 검색할 AWSSecretsManagerClient를 설정합니다. 새 설정으로 업데이트된
SecretCacheConfiguration 객체를 반환합니다.

SecretCacheConfiguration withCacheHook
public SecretCacheConfiguration withCacheHook(SecretCacheHook cacheH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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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메모리 캐시를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인터페이스를 설정합니다. 새 설정으로 업데이트된
SecretCacheConfiguration 객체를 반환합니다.

SecretCacheConfiguration withMaxCacheSize
public SecretCacheConfiguration withMaxCacheSize(int maxCacheSize)
최대 캐시 크기를 설정합니다. 새 설정으로 업데이트된 SecretCacheConfiguration 객체를 반환합니다.

SecretCacheConfiguration withCacheItemTTL
public SecretCacheConfiguration withCacheItemTTL(long cacheItemTTL)
캐싱된 항목에 대한 TTL을 밀리초 단위로 설정합니다. 캐싱된 암호가 이 TTL을 초과하면 캐시는
AWSSecretsManagerClient에서 보안 암호의 새 사본을 검색합니다. 기본값은 밀리초 단위로 1시간입니
다. 새 설정으로 업데이트된 SecretCacheConfiguration 객체를 반환합니다.

SecretCacheConfiguration withVersionStage
public SecretCacheConfiguration withVersionStage(String versionStage)
캐싱할 보안 암호의 버전을 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안 암호 버전 (p. 11)을 참조하세요. 새 설정으로 업
데이트된 SecretCacheConfiguration 객체를 반환합니다.

SecretCacheHook
캐시에 저장 중인 보안 암호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the section called “SecretCache” (p. 73)에 연
결되는 인터페이스.

put
Object put(final Object o)
캐시에 저장할 객체를 준비합니다.
캐시에 저장할 객체를 반환합니다.

get
Object get(final Object cachedObject)
캐싱된 객체에서 객체를 추출합니다.
캐시에서 객체를 반환합니다.

Python 애플리케이션의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검색
보안 암호를 검색할 때 Secret Manager Python 기반 캐싱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캐싱할 수 있습니다. 캐싱된 보안 암호를 검색하는 것이 Secret Manager에서 검색하는 것보다 빠릅니다.
Secrets Manager API를 호출하는 데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캐시를 사용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캐시 정책은 LRU(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음)이므로, 캐시에서 보안 암호를 폐기해야 하는 경우 가장 오랫
동안 사용되지 않은 보안 암호가 삭제됩니다. 기본적으로 캐시는 보안 암호를 매시간 새로 고칩니다. 캐시에
서 암호가 새로 고쳐지는 빈도를 구성할 수 있으며 보안 암호 검색을 연결하여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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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 참조가 해제되면 캐시는 가비지 수집을 강제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캐시 구현은 캐시 자체에 중점을 두
며, 보안을 강화하거나 보안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캐시에서 항목 암호화와 같은 추가 보안이 필요한 경
우 제공된 인터페이스 및 추상 메서드를 사용하세요.
이 구성 요소를 사용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Python 3.6 이상
• botocore 1.12 이상. AWS SDK for Python 및 Botocore를 참조하세요.
• setuptools_scm 3.2 이상. https://pypi.org/project/setuptools-scm/을 참조하세요.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하려면 GitHub의 Secrets Manager Python 기반 캐싱 클라이언트 구성 요소를 참조하
세요.
구성 요소를 설치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 pip install aws-secretsmanager-caching

Reference
• SecretCache (p. 77)
• SecretCacheConfig (p. 78)
• SecretCacheHook (p. 79)
• @InjectSecretString (p. 80)
• @InjectKeywordedSecretString (p. 80)

Example 예제: 보안 암호 검색
다음 예에서는 mysecret이라는 보안 암호에 대한 보안 암호 값을 가져오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import botocore
import botocore.session
from aws_secretsmanager_caching import SecretCache, SecretCacheConfig
client = botocore.session.get_session().create_client('secretsmanager')
cache_config = SecretCacheConfig()
cache = SecretCache( config = cache_config, client = client)
secret = cache.get_secret_string('mysecret')

SecretCache
Secret Manager에서 검색된 암호에 대한 인 메모리 캐시. the section called “get_secret_string” (p. 78) 또
는 the section called “get_secret_binary” (p. 78)를 사용하여 캐시에서 보안 암호를 검색합니다. 생성자의
the section called “SecretCacheConfig” (p. 78) 객체에 전달하여 캐시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the section called “Python 애플리케이션” (p. 76)을 참조하세요.
cache = SecretCache(
config = the section called “SecretCacheConfig”,
client = client
)

사용 가능한 메서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get_secret_string (p. 78)
• get_secret_binary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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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_secret_string
보안 암호 문자열 값을 검색합니다.
요청 구문
response = cache.get_secret_string(
secret_id='string',
version_stage='string' )

파라미터
• secret_id (문자열) -- [필수] 보안 암호의 이름.
• version_stage (문자열) -- 검색하려는 보안 암호의 버전. 자세한 내용은 보안 암호 버전을 참조하
세요. 기본값은 'AWSCURRENT'입니다.
반환 유형
문자열

get_secret_binary
보안 암호 이진 값을 검색합니다.
요청 구문
response = cache.get_secret_binary(
secret_id='string',
version_stage='string'
)

파라미터
• secret_id (문자열) -- [필수] 보안 암호의 이름.
• version_stage (문자열) -- 검색하려는 보안 암호의 버전. 자세한 내용은 보안 암호 버전을 참조하
세요. 기본값은 'AWSCURRENT'입니다.
반환 유형
Base64로 인코딩된 문자열

SecretCacheConfig
캐싱된 보안 암호에 대한 최대 캐시 크기 및 유지 시간(TTL)과 같은 the section called
“SecretCache” (p. 77)에 대한 캐시 구성 옵션.

파라미터
max_cache_size (int)
최대 캐시 크기. 기본값은 보안 암호 1024개입니다.
exception_retry_delay_base (int)
예외가 발생한 후 요청을 재시도하기 전에 대기할 시간(초). 기본값은 1입니다.
exception_retry_growth_factor (int)pur
실패한 요청 재시도 간의 대기 시간을 계산하는 데 사용할 성장 계수. 기본값은 2입니다.

78

AWS Secrets Manager 사용 설명서
SecretCacheHook

exception_retry_delay_max (int)
실패한 요청 사이에 대기할 최대 시간(초). 기본값은 3600입니다.
default_version_stage (str)
캐싱할 보안 암호의 버전. 자세한 내용은 보안 암호 버전 (p. 11)을 참조하세요. 기본값은
'AWSCURRENT'입니다.
secret_refresh_interval (int)
캐싱된 보안 암호 정보를 새로 고치는 동안 대기할 시간(초). 기본값은 3600입니다.
secret_cache_hook (SecretCacheHook)
SecretCacheHook 추상 클래스의 구현. 기본값은 None입니다.

SecretCacheHook
캐시에 저장 중인 보안 암호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the section called “SecretCache” (p. 77)에 연
결할 인터페이스.
사용 가능한 메서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put (p. 79)
• get (p. 79)

put
캐시에 저장할 객체를 준비합니다.
요청 구문
response = hook.put(
obj='secret_object'
)

파라미터
• obj (객체) -- [필수] 보안 암호 또는 보안 암호를 포함하는 객체.
반환 유형
객체

get
캐싱된 객체에서 객체를 추출합니다.
요청 구문
response = hook.get(
obj='secret_object'
)

파라미터
• obj (객체) -- [필수] 보안 암호 또는 보안 암호를 포함하는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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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유형
객체

@InjectSecretString
이 데코레이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인수로 보안 암호 ID 문자열과 the section called
“SecretCache” (p. 77)을(를) 기대합니다. 데코레이터는 보안 암호 문자열 값을 반환합니다. 보안 암호는
문자열을 포함해야 합니다.
from aws_secretsmanager_caching import SecretCache
from aws_secretsmanager_caching import InjectKeywordedSecretString,

InjectSecretString

cache = SecretCache()
@InjectSecretString ( 'mysecret' , cache )
def function_to_be_decorated( arg1, arg2, arg3):

@InjectKeywordedSecretString
이 데코레이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인수로 보안 암호 ID 문자열과 the section called
“SecretCache” (p. 77)을(를) 기대합니다. 나머지 인수는 래핑된 함수의 파라미터를 보안 암호의 JSON 키
로 매핑합니다. 보안 암호에는 JSON 구조의 문자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JSON이 포함된 보안 암호의 경우:
{
}

"username": "saanvi",
"password": "EXAMPLE-PASSWORD"

다음 예에서는 보안 암호에서 username과 password에 대한 JSON 값을 추출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from aws_secretsmanager_caching import SecretCache
from aws_secretsmanager_caching import InjectKeywordedSecretString,

InjectSecretString

cache = SecretCache()
@InjectKeywordedSecretString ( secret_id = 'mysecret' , cache = cache , func_username =
'username' , func_password = 'password' )
def function_to_be_decorated( func_username, func_password):
print( 'Do something with the func_username and func_password parameters')

.NET 애플리케이션의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검색
보안 암호를 검색할 때 Secret Manager .NET 기반 캐싱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캐싱
할 수 있습니다. 캐싱된 보안 암호를 검색하는 것이 Secret Manager에서 검색하는 것보다 빠릅니다. Secrets
Manager API를 호출하는 데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캐시를 사용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캐시 정책은 LRU(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음)이므로, 캐시에서 보안 암호를 폐기해야 하는 경우 가장 오랫
동안 사용되지 않은 보안 암호가 삭제됩니다. 기본적으로 캐시는 보안 암호를 매시간 새로 고칩니다. 캐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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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암호가 새로 고쳐지는 빈도를 구성할 수 있으며 보안 암호 검색을 연결하여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할 수 있
습니다.
캐시 참조가 해제되면 캐시는 가비지 수집을 강제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캐시 구현은 캐시 자체에 중점을 두
며, 보안을 강화하거나 보안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캐시에서 항목 암호화와 같은 추가 보안이 필요한 경
우 제공된 인터페이스 및 추상 메서드를 사용하세요.
이 구성 요소를 사용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NET 프레임워크 4.6.1 이상 또는 .NET Standard 2.0 이상. Microsoft .NET 웹 사이트의 .NET 다운로드를
참조하세요.
• .NET용 AWS SDK. the section called “AWS SDK” (p. 8) 섹션을 참조하세요.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하려면 GitHub의 .NET용 캐싱 클라이언트를 참조하세요.
캐시를 사용하려면 먼저 캐시를 인스턴스화한 다음 GetSecretString 또는 GetSecretBinary를 사용하
여 보안 암호를 검색합니다. 연속적인 검색에서 캐시는 보안 암호의 캐싱된 사본을 반환합니다.

캐싱 패키지를 가져오려면
•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세요.
•

프로젝트 디렉터리에서 다음 .NET CLI 명령을 실행합니다.
dotnet add package AWSSDK.SecretsManager.Caching --version 1.0.4

•

.csproj 파일에 다음 패키지 참조를 추가합니다.
<ItemGroup>
<PackageReference Include="AWSSDK.SecretsManager.Caching" Version="1.0.4" />
</ItemGroup>

Reference
• SecretsManagerCache (p. 82)
• SecretCacheConfiguration (p. 84)
• ISecretCacheHook (p. 85)

Example 예제: 보안 암호 검색
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MySecret이라는 이름의 보안 암호를 검색하는 메서드를 보여 줍니다.
using Amazon.SecretsManager.Extensions.Caching.SecretsManagerCache;
namespace LambdaExample
{
public class CachingExample
{
private const string MySecretName ="MySecret";
private SecretsManagerCache cache = new SecretsManagerCache();
public async Task<Response> FunctionHandlerAsync(string input, ILambdaContext
context)
{
string MySecret = await cache.GetSecretString(MySecretName);
// Use the secret, return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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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mple 예: TTL(Time To Live) 캐시 새로 고침 기간 구성
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MySecret이라는 보안 암호를 검색하고 TTL 캐시 새로 고침 기간을 24시간으로 설정
하는 메서드를 보여줍니다.
using Amazon.SecretsManager.Extensions.Caching;
namespace LambdaExample
{
public class CachingExample
{
private const string MySecretName = "MySecret";
private static SecretCacheConfiguration cacheConfiguration = new
SecretCacheConfiguration
{
CacheItemTTL = 86400000
};
private SecretsManagerCache cache = new SecretsManagerCache(cacheConfiguration);
public async Task<Response> FunctionHandlerAsync(string input, ILambdaContext
context)
{
string mySecret = await cache.GetSecretString(MySecretName);

}

}

}

// Use the secret, return success

SecretsManagerCache
Secret Manager에서 요청한 보안 암호에 대한 인 메모리 캐시. the section called
“GetSecretString” (p. 83) 또는 the section called “GetSecretBinary” (p. 83)를 사용하여 캐시에서 보안
암호를 검색합니다. 생성자의 the section called “SecretCacheConfiguration” (p. 84) 객체에 전달하여 캐
시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the section called “.NET 애플리케이션” (p. 80)을 참조하세요.

Constructors
public SecretsManagerCache()
SecretsManagerCache 객체에 대한 기본 생성자.
public SecretsManagerCache(IAmazonSecretsManager secretsManager)
제공된 AmazonSecretsManagerClient로 생성한 Secrets Manager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새 캐시를 생
성합니다. 이 생성자를 사용하여 Secrets Manager 클라이언트를 사용자 지정합니다(예: 특정 리전 또는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도록 사용자 지정).

파라미터
secretsManager
보안 암호를 검색할 AmazonSecretsManagerCl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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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SecretsManagerCache(SecretCacheConfiguration config)
제공된 the section called “SecretCacheConfiguration” (p. 84)을 사용하여 새 보안 암호 캐시를 생성
합니다. 이 생성자를 사용하여 캐시를 구성합니다(예: 캐싱할 보안 암호 수 및 새로 고침 빈도).

파라미터
config
캐시에 대한 구성 정보를 포함한 the section called “SecretCacheConfiguration” (p. 84).
public SecretsManagerCache(IAmazonSecretsManager secretsManager,
SecretCacheConfiguration config)
제공된 AmazonSecretsManagerClient 및 the section called “SecretCacheConfiguration” (p. 84)으로
생성한 Secrets Manager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새 캐시를 생성합니다. 이 생성자를 사용하여 Secrets
Manager 클라이언트를 사용자 지정(예: 특정 리전 또는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도록 사용자 지정)하거나
캐시를 구성합니다(예: 캐싱할 보안 암호 수 및 새로 고침 빈도).

파라미터
secretsManager
보안 암호를 검색할 AmazonSecretsManagerClient.
config
캐시에 대한 구성 정보를 포함한 the section called “SecretCacheConfiguration” (p. 84).

메서드
GetSecretString
public async Task<String> GetSecretString(String secretId)
Secrets Manager에서 문자열 보안 암호를 검색합니다.

파라미터
SecretId
검색할 보안 암호의 ARN 또는 이름입니다.

GetSecretBinary
public async Task<byte[]> GetSecretBinary(String secretId)
Secrets Manager에서 이진 보안 암호를 검색합니다.

파라미터
SecretId
검색할 보안 암호의 ARN 또는 이름입니다.

RefreshNowAsync
public async Task<bool> RefreshNowAsync(String secretId)
Secrets Manager에서 보안 암호 값을 요청하고 변경 사항으로 캐시를 업데이트합니다. 기존 캐시 항목이 없
는 경우 새 캐시 항목을 생성합니다. 새로 고침이 성공한 경우 true를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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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SecretId
검색할 보안 암호의 ARN 또는 이름입니다.

GetCachedSecret
public SecretCacheItem GetCachedSecret(string secretId)
지정한 보안 암호가 캐시에 존재하는 경우 해당 암호에 대한 캐시 항목을 반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Secrets
Manager에서 보안 암호를 검색하고 새 캐시 항목을 생성합니다.

파라미터
SecretId
검색할 보안 암호의 ARN 또는 이름입니다.

SecretCacheConfiguration
캐싱된 보안 암호에 대한 최대 캐시 크기 및 유지 시간(TTL)과 같은 the section called
“SecretsManagerCache” (p. 82)에 대한 캐시 구성 옵션.

속성
CacheItemTTL
public uint CacheItemTTL { get; set; }
밀리초 단위로 된 캐시 항목에 대한 TTL. 기본값은 3600000ms 또는 1시간입니다. 최대값은
4294967295ms이며 약 49.7일입니다.

MaxCacheSize
public ushort MaxCacheSize { get; set; }
최대 캐시 크기. 기본값은 보안 암호 1,024개입니다. 최대값은 65,535입니다.

VersionStage
public string VersionStage { get; set; }
캐싱할 보안 암호의 버전. 자세한 내용은 보안 암호 버전 (p. 11)을 참조하세요. 기본값은 "AWSCURRENT"입
니다.

클라이언트
public IAmazonSecretsManager Client { get; set; }
보안 암호를 검색할 AmazonSecretsManagerClient. null인 경우 캐시가 새 클라이언트를 인스턴스화합니
다. 기본값은 null입니다.

CacheHook
public ISecretCacheHook CacheHook { get; set; }
the section called “ISecretCacheHook” (p.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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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ecretCacheHook
캐시에 저장 중인 보안 암호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the section called
“SecretsManagerCache” (p. 82)에 연결되는 인터페이스.

메서드
Put
object Put(object o);
캐시에 저장할 객체를 준비합니다.
캐시에 저장할 객체를 반환합니다.

Get
object Get(object cachedObject);
캐싱된 객체에서 객체를 추출합니다.
캐시에서 객체를 반환합니다.

Go 애플리케이션의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
호 검색
보안 암호를 검색할 때 Secret Manager Go 기반 캐싱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캐싱
할 수 있습니다. 캐싱된 보안 암호를 검색하는 것이 Secret Manager에서 검색하는 것보다 빠릅니다. Secrets
Manager API를 호출하는 데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캐시를 사용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캐시 정책은 LRU(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음)이므로, 캐시에서 보안 암호를 폐기해야 하는 경우 가장 오랫
동안 사용되지 않은 보안 암호가 삭제됩니다. 기본적으로 캐시는 보안 암호를 매시간 새로 고칩니다. 캐시에
서 암호가 새로 고쳐지는 빈도를 구성할 수 있으며 보안 암호 검색을 연결하여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할 수 있
습니다.
캐시 참조가 해제되면 캐시는 가비지 수집을 강제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캐시 구현은 캐시 자체에 중점을 두
며, 보안을 강화하거나 보안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캐시에서 항목 암호화와 같은 추가 보안이 필요한 경
우 제공된 인터페이스 및 추상 메서드를 사용하세요.
이 구성 요소를 사용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AWS SDK for Go. the section called “AWS SDK” (p. 8) 섹션을 참조하세요.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하려면 GitHub의 Secrets Manager Go 캐싱 클라이언트를 참조하세요.
Go 개발 환경을 설정하려면 Go Programming Language 웹 사이트의 Golang 시작하기를 참조하세요.
Reference
• type Cache (p. 86)
• type CacheConfig (p. 87)
• type CacheHook (p. 87)

Example 예제: 보안 암호 검색
다음 코드 예제에서는 보안 암호를 검색하는 Lambda 함수를 보여줍니다.

85

AWS Secrets Manager 사용 설명서
type Cache

package main
import (
"github.com/aws/aws-lambda-go/lambda"
"github.com/aws/aws-secretsmanager-caching-go/secretcache"
)
var (
secretCache, _ = secretcache.New()
)
func HandleRequest(secretId string) string {
result, _ := secretCache.GetSecretString(secretId)
// Use the secret, return success

}

func main() {
lambda. Start( HandleRequest)

}

type Cache
Secret Manager에서 요청한 보안 암호에 대한 인 메모리 캐시. the section called
“GetSecretString” (p. 86) 또는 the section called “GetSecretBinary” (p. 87)를 사용하여 캐시에서 보안
암호를 검색합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캐시 설정을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 Create a custom secretsmanager client
client := getCustomClient()
// Create a custom CacheConfig struct
config := secretcache. CacheConfig{
MaxCacheSize: secretcache.DefaultMaxCacheSize + 10,
VersionStage: secretcache.DefaultVersionStage,
CacheItemTTL: secretcache.DefaultCacheItemTTL,
}
// Instantiate the cache
cache, _ := secretcache.New(
func( c *secretcache.Cache) {
func( c *secretcache.Cache) {
)

c. CacheConfig = config },
c. Client = client },

예제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the section called “Go 애플리케이션” (p. 85)을 참조하세요.

메서드
New
func New(optFns ...func(*Cache)) (*Cache, error)
New는 함수 옵션을 사용하여 보안 암호 캐시를 구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본값을 사용합니다. 새 세션에서
SecretsManager 클라이언트를 초기화합니다. CacheConfig를 기본값으로 초기화합니다. LRU 캐시를 기본
최대 크기로 초기화합니다.

GetSecretString
func (c *Cache) GetSecretString(secretId string) (string,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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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CacheConfig

GetSecretString은 주어진 보안 암호 ID에 대한 캐시에서 보안 암호 문자열 값을 가져옵니다. 작업이 실패하
면 보안 암호 문자열과 오류를 반환합니다.

GetSecretStringWithStage
func (c *Cache) GetSecretStringWithStage(secretId string, versionStage string)
(string, error)
GetSecretStringWithStage는 주어진 보안 암호 ID와 버전 단계 (p. 11)에 대한 캐시에서 보안 암호 문자열 값
을 가져옵니다. 보안 암호 문자열을 반환하고 작업이 실패하면 오류를 반환합니다.

GetSecretBinary
func (c *Cache) GetSecretBinary(secretId string) ([]byte, error) {
GetSecretBinary는 주어진 보안 암호 ID에 대한 캐시에서 보안 암호 이진 값을 가져옵니다. 보안 암호 이진
값을 반환하고 작업이 실패하면 오류를 반환합니다.

GetSecretBinaryWithStage
func (c *Cache) GetSecretBinaryWithStage(secretId string, versionStage string)
([]byte, error)
GetSecretStringWithStage는 주어진 보안 암호 ID와 버전 단계 (p. 11)에 대한 캐시에서 보안 암호 이진 값을
가져옵니다. 작업이 실패하면 보안 암호 이진 값과 오류를 반환합니다.

type CacheConfig
캐싱된 보안 암호에 대한 최대 캐시 크기, 기본 버전 단계 (p. 11) 및 유지 시간(TTL)과 같은 캐시 (p. 86)에
대한 캐시 구성 옵션.
type CacheConfig struct {
// The maximum cache size. The default is 1024 secrets.
MaxCacheSize int
// The TTL of a cache item in nanoseconds. The default is
// 3.6e10^12 ns or 1 hour.
CacheItemTTL int64
// The version of secrets that you want to cache. The default
// is "AWSCURRENT".
VersionStage string

}

// Used to hook in-memory cache updates.
Hook CacheHook

type CacheHook
캐시에 저장 중인 보안 암호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캐시 (p. 86)에 연결되는 인터페이스.

메서드
Put
Put(data interface{}) interface{}
캐시에 저장할 객체를 준비합니다.

87

AWS Secrets Manager 사용 설명서
AWS Batch

Get
Get(data interface{}) interface{}
캐싱된 객체에서 객체를 추출합니다.

AWS Batch에서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사용
AWS Batch를 사용하면 AWS 클라우드에서 배치 컴퓨팅 워크로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AWS Batch를 사
용하면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에 민감한 데이터를 저장하여 작업에 민감한 데이터를 삽입하고 작
업 정의에 참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ecrets Manager를 사용해 민감한 데이터 지정을 참조하십시
오.

AWS CloudFormation 리소스에서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검색
AWS CloudFormation으로 다른 AWS CloudFormation 리소스에서 사용하는 보안 암호를 검색할 수 있습니
다. 일반적인 시나리오는 먼저 Secrets Manager에서 생성한 암호로 보안 암호를 생성한 새 데이터베이스의
자격 증명으로 사용할 보안 암호에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검색합니다. AWS CloudFormation으로 보안 암
호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p. 131) 섹션을 참조하세요.
AWS CloudFormation 템플릿에서 보안 암호를 검색하려면 동적 참조를 사용합니다.
보안 암호에 대한 동적 참조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resolve:secretsmanager:secret-id:SecretString:json-key:version-stage:version-id}}

secret-id
보안 암호의 이름 또는 ARN입니다. AWS 계정에 있는 보안 암호에 액세스하기 위해 보안 암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AWS 계정의 보안 암호에 액세스하려면 보안 암호의 ARN을 사용합니다.
json-key(선택)
검색하고자 하는 값을 보유한 키-값 페어의 키 이름입니다. json-key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AWS
CloudFormation에서 전체 암호 텍스트를 검색합니다. 이 세그먼트에는 콜론 문자(:)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version-stage(선택)
사용하려는 보안 암호의 버전 (p. 11)입니다. Secrets Manager는 교체 프로세스 도중 다른 버전을 추적
하는 데 스테이징 레이블을 사용합니다. version-stage을 사용하는 경우 version-id를 지정하지
마세요. version-stage 또는 version-id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기본값은 AWSCURRENT 버전입니
다. 이 세그먼트에는 콜론 문자(:)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version-id(선택)
사용하고자 하는 보안 암호의 버전에 대한 고유 식별자입니다. version-id을 지정할 경우 versionstage을 지정하지 마세요. version-stage 또는 version-id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기본값은
AWSCURRENT 버전입니다. 이 세그먼트에는 콜론 문자(:)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적 참조를 사용하여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지정 섹션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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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보안 암호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암호 설정

예: 보안 암호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암호 설정
이 예제에서는 MyRDSSecret 보안 암호에 저장된 username 및 password 값을 검색하고 이를 Amazon
RDS DB 인스턴스의 사용자 이름 및 암호로 사용합니다.
이 MyRDSSecret 보안 암호 값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공됩니다.
{

}

"engine": "mysql",
"username": "admin",
"password": "EXAMPLE-PASSWORD",
"host": "my-database-endpoint.us-east-2.rds.amazonaws.com",
"dbname": "myDatabase",
"port": "3306"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한 리소스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의 템
플릿 기본 사항 알아보기를 참조하세요.

JSON
{

"MyRDSInstance": {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
"DBName": "MyRDSInstance",
"AllocatedStorage": "20",
"DBInstanceClass": "db.t2.micro",
"Engine": "mysql",
"MasterUsername":
"{{resolve:secretsmanager:MyRDSSecret:SecretString:username}}",
"MasterUserPassword":
"{{resolve:secretsmanager:MyRDSSecret:SecretString:password}}"
}
}

}

YAML
MyRDS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DBName: MyRDSInstance
AllocatedStorage: '20'
DBInstanceClass: db.t2.micro
Engine: mysql
MasterUsername: '{{resolve:secretsmanager:MyRDSSecret:SecretString:username}}'
MasterUserPassword: '{{resolve:secretsmanager:MyRDSSecret:SecretString:password}}'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에서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사용
Amazon Elastic Container Service(Amazon ECS)는 확장성이 뛰어나고 빠른 컨테이너 관리 서비스입니다.
Amazon ECS를 사용하면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에 민감한 데이터를 저장하여 컨테이너에 삽입한 다음
컨테이너 정의에서 보안 암호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Secrets Manager 암호에 저장된 민감한 데이터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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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또는 로그 구성의 일부로 컨테이너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ecrets Manager를 사용해 민
감한 데이터 지정 및 자습서: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를 사용해 중요한 데이터 지정을 참조하세요.

Amazon Elastic Kubernetes Service에서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사용
Secrets Manager의 보안 암호를 Amazon EKS 포드에 탑재된 파일로 표시하기 위해 Kubernetes 보안 암
호 스토어 CSI 드라이버에 대한 AWS 보안 암호 및 구성 공급자(ASCP)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SCP는
Amazon Elastic Kubernetes Service(Amazon EKS) 1.17+에서 작동합니다.
ASCP를 사용하면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를 저장 및 관리한 후 Amazon EKS에서 실행되는 워크로드를
통해 해당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암호에 JSON 형식의 여러 키/값 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Amazon EKS에서
탑재할 키/값 쌍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SCP는 JMEPath 구문을 사용하여 보안 암호의 키/값 쌍을 쿼리할
수 있습니다.
IAM 역할 및 정책을 사용하여 암호에 대한 액세스를 클러스터의 특정 Amazon EKS 포드로 제한할 수 있습니
다. ASCP는 포드 자격 증명을 검색하고 IAM 역할에 대한 자격 증명을 교환합니다. ASCP는 포드의 IAM 역
할을 가정한 후 해당 역할에 대해 인증된 Secrets Manager에서 보안 암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보안 암호에 대해 Secrets Manager 자동 교체를 사용하는 경우 보안 암호 스토어 CSI 드라이버 교체 조정자
기능을 사용하여 Secrets Manager에서 최신 보안 암호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탑재된 콘텐
츠 및 동기화된 Kubernetes 보안 암호의 자동 교체를 참조하세요.
ASCP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습서는 the section called “자습서” (p. 93) 섹션을 참조하세요.
파라미터 스토어를 Amazon EKS와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Elastic Kubernetes
Service에서 파라미터 스토어 파라미터 사용을 참조하세요.

ASCP 설치
ASCP는 secrets-store-csi-provider-aws 리포지토리의 GitHub에서 제공됩니다. 리포지토리에는 보안 암호를
생성하고 탑재하기 위한 예제 YAML 파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ASCP를 설치하려면
•

Helm을 사용하여 보안 암호 스토어 CSI 드라이버 및 ASCP를 설치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helm repo add secrets-store-csi-driver https://kubernetes-sigs.github.io/secrets-storecsi-driver/charts
helm install -n kube-system csi-secrets-store secrets-store-csi-driver/secrets-storecsi-driver
helm repo add aws-secrets-manager https://aws.github.io/secrets-store-csi-driverprovider-aws
helm install -n kube-system secrets-provider-aws aws-secrets-manager/secrets-store-csidriver-provider-aws

또는 배포 디렉터리의 YAML 파일을 사용하여 설치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helm repo add secrets-store-csi-driver https://kubernetes-sigs.github.io/secrets-storecsi-driver/charts
helm install -n kube-system csi-secrets-store secrets-store-csi-driver/secrets-storecsi-driver
kubectl apply -f https://raw.githubusercontent.com/aws/secrets-store-csi-driverprovider-aws/main/deployment/aws-provider-installer.ya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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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액세스 제어 설정
Secrets Manager에서 Amazon EKS 포드에 보안 암호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려면 먼
저 포드가 액세스해야 하는 보안 암호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정책을 생성합니다. 정책에는
secretsmanager:GetSecretValue 및 secretsmanager:DescribeSecret 권한이 포함되어야 합니
다. 그런 다음 서비스 계정용 IAM 역할을 생성하고 정책을 연결합니다.
ASCP는 포드 자격 증명을 검색하고 IAM 역할에 대한 자격 증명을 교환합니다. ASCP는 포드의 IAM 역할을
가정하여 사용자가 권한을 부여한 보안 암호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다른 컨테이너는 IAM 역할
과 연결하지 않는 한 보안 암호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정책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he section called “자격 증명에 권한 정책 연결” (p. 30) 섹션을 참조하세요.
ASCP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습서는 the section called “자습서” (p. 93) 섹션을 참조하세요.

2단계: Amazon EKS에 보안 암호 탑재
Amazon EKS에서 파일 시스템의 파일인 것처럼 보안 암호를 표시하려면 사용자 보안 암호에 대한 정보 및
Amazon EKS 포드에 표시하는 방법이 포함된 SecretProviderClass YAML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 SecretProviderClass는 참조하는 Amazon EKS 포드와 동일한 네임스페이스에 있어야 합니다.
Amazon EKS가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공급자가 Secrets Manager에 액세스하려면 VPC 엔드포
인트 (p. 129)를 설정해야 합니다.
ASCP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습서는 the section called “자습서” (p. 93) 섹션을 참조하세요.

SecretProviderClass
SecretProviderClass YAML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piVersion: secrets-store.csi.x-k8s.io/v1alpha1
kind: SecretProviderClass
metadata:
name: <NAME>
spec:
provider: aws
parameters:

파라미터
탑재 요청의 세부 정보를 포함합니다.
객체
탑재할 보안 암호의 YAML 선언을 포함하는 문자열입니다. the section called “예” (p. 92)에 표시
된 것처럼 YAML 다중 행 문자열 또는 파이프(|)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objectName
보안 암호의 이름 또는 전체 ARN입니다. ARN을 사용하는 경우 objectType을 생략할 수 있
습니다. 이 이름은 사용자가 objectAlias을(를) 지정하지 않는 한 Amazon EKS 포드에서 보
안 암호의 파일 이름이 됩니다.
jmesPath
(선택 사항) Amazon EKS에 탑재할 파일에 대한 보안 암호의 키 맵입니다. 이 필드를 사용하려
면 보안 암호 값이 JSON 형식이어야 합니다. 이 필드를 사용하는 경우 path 및 objectAlias
하위 필드를 포함해야 합니다.

91

AWS Secrets Manager 사용 설명서
SecretProviderClass

path
보안 암호 값의 JSON에 있는 키/값 쌍의 키입니다.
objectAlias
Amazon EKS 포드에 탑재할 파일 이름입니다.
objectType
objectName으로 Secrets Manager ARN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secretsmanager 또는 ssmparameter입니다.
objectAlias
(선택 사항) Amazon EKS 포드에 있는 보안 암호의 파일 이름입니다. 이 필드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objectName이 파일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objectVersion
(선택 사항) 보안 암호의 버전 ID입니다. 암호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업데이트해야 하므로 이 필
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최신 버전이 사용됩니다.
objectVersionLabel
(선택 사항) 버전의 별칭입니다. 기본 버전은 가장 최근 버전 AWSCURRENT입니다. 자세한 정
보는 the section called “버전” (p. 11)을 참조하세요.
리전
(선택 사항) 보안 암호의 AWS 리전입니다. 이 필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ASCP는 노드의 주석에서 지
역을 조회합니다. 이 조회는 탑재 요청에 오버헤드를 추가하므로 많은 수의 포드를 사용하는 클러스터에
리전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pathTranslation
(선택 사항) 파일 이름(objectName또는objectAlias)에 Linux의 슬래시(/)와 같은 경로 구분 문자가
포함된 경우 사용할 단일 대체 문자입니다. 보안 암호에 경로 구분 기호가 포함된 경우 ASCP는 해당 이
름으로 탑재된 파일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이 필드에 경로 구분 문자를 입력하여 다른 문자로 바
꿀 수 있습니다. 이 필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기본값은 밑줄(_)이므로 예를 들어 My/Path/Secret은
My_Path_Secret으로 탑재됩니다.
문자 대체를 방지하려면 False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예
다음 예제에서는 Amazon EKS에 여섯 개의 파일을 탑재하는 SecretProviderClass를 보여줍니다.
1. 전체 ARN에 의해 지정된 보안 암호입니다.
2. 동일한 보안 암호의 username 키/값 쌍입니다.
3. 동일한 보안 암호의 password 키/값 쌍입니다.
4. 전체 ARN에 의해 지정된 보안 암호입니다.
5. 이름으로 지정된 보안 암호입니다.
6. 보안 암호의 특정 버전입니다.

apiVersion: secrets-store.csi.x-k8s.io/v1alpha1
kind: SecretProviderClass
metadata:
name: aws-secrets
s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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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r: aws
parameters:
objects: |
- objectName: "arn:aws:secretsmanager:us-east-2:
[111122223333]:secret:MySecret-00AACC"
jmesPath:
- path: username
objectAlias: dbusername
- path: password
objectAlias: dbpassword
- objectName: "arn:aws:secretsmanager:us-east-2:
[111122223333]:secret:MySecret2-00AABB"
- objectName: "MySecret3"
objectType: "secretsmanager"
- objectName: "MySecret4"
objectType: "secretsmanager"
objectVersionLabel: "AWSCURRENT"

자습서: Amazon EKS 포드에서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생성 및 탑재
이 자습서에서는 Secrets Manager에서 예제 보안 암호를 만든 후 Amazon EKS 포드에 보안 암호를 탑재하
고 배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ASCP를 설치합니다. the section called “ASCP 설치” (p. 90).

보안 암호 생성 및 탑재
1.

AWS 리전 및 클러스터 이름을 쉘 변수로 설정하므로 bash 명령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GION>에
Amazon EKS 클러스터가 실행되는 AWS 리전을 입력합니다. <CLUSTERNAME>에 클러스터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REGION=<REGION>
CLUSTERNAME=<CLUSTERNAME>

2.

테스트 보안 암호를 만듭니다. 자세한 정보는 보안 암호 생성 및 관리 (p. 51)을 참조하세요.
aws --region "$REGION" secretsmanager create-secret --name MySecret --secret-string
'{"username":"lijuan", "password":"hunter2"}'

3.

이전 단계에서 생성한 보안 암호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포드에 대한 리소스 정책을 생성합니다.
<SECRETARN>의 경우 보안 암호의 ARN을 사용합니다. 셸 변수에 정책 ARN을 저장합니다.
POLICY_ARN=$(aws --region "$REGION" --query Policy.Arn --output text iam create-policy
--policy-name nginx-deployment-policy --policy-document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secretsmanager:GetSecretValue", "secretsmanager:DescribeSecret"],
"Resource": ["<SECRETARN>"]
} ]
}')

4.

아직 없는 경우 클러스터에 대한 IAM OIDC 공급자를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클러스터에 사용할
IAM OIDC 공급자 생성을 참조하세요.
eksctl utils associate-iam-oidc-provider --region="$REGION" --cluster="$CLUSTERNAME" -approve # Only run this o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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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드에서 사용하는 서비스 계정을 만들고 3단계에서 생성한 리소스 정책을 해당 서비스 계정에 연결합
니다. 이 자습서에서는 서비스 계정 이름에 nginx-deployment-sa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계정에 대한 IAM 역할 생성을 참조하세요.
eksctl create iamserviceaccount --name nginx-deployment-sa --region="$REGION" --cluster
"$CLUSTERNAME" --attach-policy-arn "$POLICY_ARN" --approve --override-existingserviceaccounts

6.

SecretProviderClass를 생성하여 포드에 탑재할 보안 암호를 지정합니다. 다음 명령은 ASCP
GitHub 리포지토리 예제 디렉터리의 ExampleSecretProviderClass.yaml을 사용하여 2단계에서
생성한 보안 암호를 탑재합니다. 자체 SecretProviderClass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he section
called “SecretProviderClass” (p. 91) 섹션을 참조하세요.
kubectl apply -f https://raw.githubusercontent.com/aws/secrets-store-csi-driverprovider-aws/main/examples/ExampleSecretProviderClass.yaml

7.

포드를 배포합니다. 다음 명령은 ASCP GitHub 리포지토리 예제 디렉터리의
ExampleDeployment.yaml을 사용하여 포드의 /mnt/secrets-store에 보안 암호를 탑재합니다.
kubectl apply -f https://raw.githubusercontent.com/aws/secrets-store-csi-driverprovider-aws/main/examples/ExampleDeployment.yaml

8.

보안 암호가 제대로 탑재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보안 암호 값이 나타나는지 확인합
니다.
kubectl exec -it $(kubectl get pods | awk '/nginx-deployment/{print $1}' | head -1)
cat /mnt/secrets-store/MySecret; echo

보안 암호 값이 나타납니다.
{"username":"lijuan", "password":"hunter2"}

문제 해결
포드 배포를 설명하여 대부분의 오류를 볼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에 대한 오류 메시지 확인
1.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포드 이름 목록을 가져옵니다. 기본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n
<NAMESPACE>를 사용합니다.
kubectl get pods

2.

포드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 명령에서 <PODID>에 대해 이전 단계에서 찾은 포드의 포드 ID를 사용합니
다. 기본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n <NAMESPACE>를 사용합니다.
kubectl describe pod/<PODID>

ASCP에 대한 오류를 확인하려면
•

공급자 로그에서 자세한 정보를 찾으려면 다음 명령에서 <PODID>에 대해 csi-secrets-store-provideraws포드의 ID를 사용합니다.
kubectl -n kube-system get p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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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bectl -n kube-system logs pod/<PODID>

GitHub 작업에서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사용
GitHub 작업에서 보안 암호를 사용하려면 GitHub 작업을 사용하여 AWS Secrets Manager에서 보안 암호를
검색한 후 GitHub 워크플로에 마스킹된 환경 변수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GitHub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itHub 문서의 GitHub 작업 이해를 참조하세요.
GitHub 환경에 보안 암호를 추가하면 GitHub 작업의 다른 모든 단계에서 보안 암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GitHub 작업에 대한 보안 강화의 지침에 따라 환경 내에서 보안 암호가 잘못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세요.
환경 변수는 보안 암호보다 이름 지정 요구 사항이 더 엄격하므로 이 작업을 수행하면 보안 암호 이름이 해당
요구 사항에 맞게 변환됩니다. 예를 들어 이 작업을 수행하면 소문자가 대문자로 변환됩니다. 변환된 이름 때
문에 두 환경 변수의 이름이 같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MySecret”인 보안 암호와 “mysecret”인
보안 암호는 모두 “MYSECRET”이라는 환경 변수가 됩니다. 이 경우 환경 변수 이름은 고유해야 하므로 작업
이 실패합니다. 대신 환경 변수에 사용할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보안 암호 값의 전체 문자열을 환경 변수 값으로 설정하거나 문자열이 JSON인 경우 JSON을 구문 분석하여
각 JSON 키-값 쌍에 대한 개별 환경 변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안 암호 값이 이진수인 경우 이 작업을 수
행하면 보안 암호 값이 문자열로 변환됩니다.
보안 암호에서 생성된 환경 변수를 보려면 디버그 로깅을 켜세요. 자세한 내용은 GitHub 문서의 디버그 로깅
활성화를 참조하세요.

사전 조건
이 작업을 사용하려면 먼저 AWS 보안 인증을 구성하고 configure-aws-credentials 단계를 사용하여
GitHub 환경에서 AWS 리전을 설정해야 합니다. GitHub OIDC 공급자를 사용하여 역할을 직접 수임하려면
GitHub 작업을 위한 AWS 보안 인증 작업 구성의 지침을 따르세요. 그려면 수명이 짧은 보안 인증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Secrets Manager 외부에 추가 액세스 키를 저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업에서 맡는 IAM 역할은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검색하려는 보안 암호에 대한 GetSecretValue
• 모든 보안 암호에 대한 ListSecrets
• (선택 사항) 고객 관리형 키로 보안 암호를 암호화하는 경우 KMS key에 대한 Decrypt
자세한 정보는 인증 및 액세스 제어 (p. 29)을 참조하세요.

사용량
작업을 사용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하는 워크플로에 단계를 추가하세요.
- name: Step name
uses: aws-actions/aws-secretsmanager-get-secrets@v1
with:
secret-ids:
secretId1
ENV_VAR, secretId2
parse-json-secrets: (Optional) true|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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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ids
보안 암호 ARNS, 이름 및 이름 접두사.
기본적으로 이 단계에서는 보안 암호 이름에서 각 환경 변수 이름을 생성하며, 이름은 대문자, 숫자 및
밑줄만 포함하고 숫자로 시작되지 않도록 변환됩니다. 환경 변수 이름을 설정하려면 보안 암호 ID 앞
에 환경 변수 이름을 입력한 다음 쉼표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ENV_VAR_1, secretId는 보안 암호
secretId에서 ENV_VAR_1이라는 환경 변수를 생성합니다. 환경 변수 이름은 대문자, 숫자, 밑줄로 구
성될 수 있습니다.
접두사를 사용하려면 3자 이상을 입력하고 그 뒤에 별표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 dev*는 모든 보안 암호
를 dev로 시작하는 이름과 일치시킵니다. 검색할 수 있는 일치하는 보안 암호의 최대 개수는 100개입니
다. 변수 이름을 설정하고 접두사가 여러 보안 암호와 일치하는 경우 작업이 실패합니다.
parse-json-secrets
(선택 사항) 기본적으로 이 작업에서는 환경 변수 값을 보안 암호 값의 전체 JSON 문자열로 설정합니다.
JSON에 있는 각 키/값 쌍의 환경 변수를 생성하려면 parse-json-secrets를 true로 설정합니다.
JSON에서 “name” 및 “Name”과 같이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키를 사용하는 경우 이 작업에서는 중복 이
름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parse-json-secrets를 false로 설정하고 JSON 보안 암호 값을 별
도로 구문 분석합니다.

예
Example 1 이름 및 ARN으로 보안 암호 가져오기
다음 예제에서는 이름 및 ARN으로 식별된 보안 암호에 대한 환경 변수를 생성합니다.
- name: Get secrets by name and by ARN
uses: aws-actions/aws-secretsmanager-get-secrets@v1
with:
secret-ids: |
exampleSecretName
arn:aws:secretsmanager:us-east-2:123456789012:secret:test1-a1b2c3
0/test/secret
/prod/example/secret
SECRET_ALIAS_1,test/secret
SECRET_ALIAS_2,arn:aws:secretsmanager:us-east-2:123456789012:secret:test2-a1b2c3

생성된 환경 변수:
EXAMPLESECRETNAME: secretValue1
TEST1: secretValue2
_0_TEST_SECRET: secretValue3
_PROD_EXAMPLE_SECRET: secretValue4
SECRET_ALIAS_1: secretValue5
SECRET_ALIAS_2: secretValue6

Example 2 접두사로 시작하는 모든 보안 암호 가져오기
다음 예제에서는 beta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진 모든 보안 암호에 대한 환경 변수를 생성합니다.
- name: Get Secret Names by Prefix
uses: aws-actions/aws-secretsmanager-get-secrets@v1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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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ids: |
beta*
# Retrieves all secrets that start with 'beta'

생성된 환경 변수:
BETASECRETNAME: secretValue1
BETATEST: secretValue2
BETA_NEWSECRET: secretValue3

Example 3 보안 암호에서 JSON 구문 분석
다음 예제에서는 보안 암호에서 JSON을 구문 분석하여 환경 변수를 생성합니다.
- name: Get Secrets by Name and by ARN
uses: aws-actions/aws-secretsmanager-get-secrets@v1
with:
secret-ids: |
test/secret
parse-json-secrets: true

test/secret 보안 암호의 보안 암호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

"api_user": "user",
"api_key": "key",
"config": {
"active": "true"
}

생성된 환경 변수:
TEST_SECRET_API_USER: "user"
TEST_SECRET_API_KEY: "key"
TEST_SECRET_CONFIG_ACTIVE: "true"

AWS IoT Greengrass에서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사용
AWS IoT Greengrass는 클라우드 기능을 로컬 디바이스로 확장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덕분에 디바이스는
정보 소스와 보다 밀접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고, 로컬 이벤트에 자율적으로 응답하며, 로컬 네트워크에
서 서로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습니다.
AWS IoT Greengrass를 사용하면 하드 코딩된 암호, 토큰 또는 기타 암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Greengrass 디
바이스의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에 인증할 수 있습니다. AWS Secrets Manager는 클라우드에서 보안 암호
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AWS IoT Greengrass는 Secrets Manager
를 Greengrass 코어 디바이스로 확장하며, 따라서 커넥터 및 Lambda 함수가 로컬 보안 암호를 사용해 서비
스 및 애플리케이션과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 암호를 Greengrass 그룹에 통합하려면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를 참조하는 그룹 리소스를 생성합
니다. 이 보안 암호 리소스는 연결된 ARN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보안 암호를 참조합니다. 보안 암호 리소스를
생성, 관리 및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IoT 개발자 안내서의 보안 암호 리소스 작업을 참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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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암호를 AWS IoT Greengrass 코어에 배포하려면 보안 암호를 AWS IoT Greengrass 코어에 배포를 참
조하세요.

AWS Lambda 함수에서 AWS Secrets Manager 보
안 암호 사용
AWS 파라미터 및 보안 암호 Lambda 익스텐션을 사용하면 SDK를 사용하지 않고도 Lambda 함수에서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를 검색하고 캐싱할 수 있습니다. 캐싱된 보안 암호를 검색하는 것이 Secret
Manager에서 검색하는 것보다 빠릅니다. Secrets Manager API를 호출하는 데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캐시를
사용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익스텐션은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와 Parameter Store 파라미터
를 모두 검색할 수 있습니다. Parameter Stor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Systems Manager 사용 설명서의
Lambda 익스텐션과 Parameter Store 통합을 참조하세요.
Lambda 익스텐션은 Lambda 함수의 기능에 추가되는 동반 프로세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Lambda 개발자
안내서의 Lambda 익스텐션을 참조하세요. Lambda는 Amazon CloudWatch Logs를 사용하여 익스텐션에 대
한 실행 정보를 함수와 함께 기록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익스텐션은 CloudWatch에 최소한의 정보를 기록합
니다. 세부 정보를 기록하려면 환경 변수 (p. 99) PARAMETERS_SECRETS_EXTENSION_LOG_LEVEL을
debug로 설정합니다.
이 익스텐션은 로컬 호스트 포트 2773에 요청합니다. 환경 변수 (p. 99)
PARAMETERS_SECRETS_EXTENSION_HTTP_PORT를 설정하여 포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Lambda는 함수에 필요한 동시성 레벨에 해당하는 별도의 인스턴스를 인스턴스화합니다. 각 인스턴스는
격리되며 구성 데이터의 자체 로컬 캐시를 유지합니다. Lambda 인스턴스 및 동시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ambda 개발자 안내서의 Lambda 함수의 동시성 관리를 참조하세요.
ARM 익스텐션을 추가하려면 Lambda 함수의 arm64 아키텍처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ambda
개발자 안내서의 Lambda 명령 세트 아키텍처를 참조하세요. 이 확장에서는 아시아 태평양(뭄바이), 미국 동
부(오하이오), 유럽(아일랜드), 유럽(프랑크푸르트), 미국 동부(버지니아 북부), 유럽(런던), 아시아 태평양(도
쿄), 미국 서부(오레곤), 아시아 태평양(싱가포르), 아시아 태평양(시드니) 리전에서 ARM을 지원합니다.

AWS 파라미터 및 보안 암호 Lambda 익스텐션을 사용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함수에 계층을 추가합니다.
•
https://console.aws.amazon.com/lambda/에서 AWS Lambda 콘솔을 엽니다.
a.
b.
•

함수를 선택하고 Layers(계층)를 선택한 다음 Add a layer(계층 추가)를 선택합니다.
AWS layers(AWS 계층)에 대한 Add layer(레이어 추가) 페이지에서 AWS Parameters and
Secrets Lambda Extension(AWS 파라미터 및 보안 암호 Lambda 익스텐션)을 선택한 다음
Add(추가)를 선택합니다.
다음 AWS CLI 명령을 리전에 적합한 ARN (p. 100)과 함께 사용합니다.
aws lambda update-function-configuration \
--function-name my-function \
--layers LayerARN

2.

Lambda 실행 역할에게 보안 암호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보안 암호에 대한 secretsmanager:GetSecretValue 권한. the section called “예: 보안 암호 값
을 검색할 수 있는 권한” (p. 35) 섹션을 참조하세요.

•

(선택 사항) AWS 관리형 키 aws/secretsmanager 대신 고객 관리형 키로 보안 암호를 암호화하
는 경우 실행 역할은 KMS 키에 대한 kms:Decrypt 권한도 필요합니다.

•

ABAC(속성 기반 액세스 제어)를 Lambda 역할과 함께 사용하여 계정의 보안 암호에 더 세밀하게 액
세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he section called “예: 태그를 사용하여 보안 암호에 대한 액세
스 제어” (p. 39) 및 the section called “예: 보안 암호의 태그와 일치하는 태그를 사용하여 자격 증명
에 대한 액세스 제한” (p. 39) 단원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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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ambda 환경 변수 (p. 99)를 사용하여 캐시를 구성합니다.

4.

익스텐션 캐시에서 보안 암호를 검색하려면 먼저 요청 헤더에 X-AWS-Parameters-SecretsToken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 헤더를 사용하면 호출자가 Lambda 환경 내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음 Python 예제에서는 헤더를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import os
headers = {"X-Aws-Parameters-Secrets-Token": os.environ.get('AWS_SESSION_TOKEN')}

5.

Lambda 함수 내에서 보안 암호를 검색하려면 다음 HTTP GET 요청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 보안 암호를 검색하려면: GET: /secretsmanager/get?secretId=secretId
• 이전 보안 암호 값(또는 스테이징 레이블별 특정 버전)을 검색하려면: GET: /secretsmanager/
get?secretId=secretId&versionStage=AWSPREVIOUS
• ID로 특정 보안 암호 버전을 검색하려면: GET: /secretsmanager/get?
secretId=secretId&versionId=versionId
다음 Python 예제에서는 json.loads를 사용하여 보안 암호를 검색하고 결과를 구문 분석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secrets_extension_endpoint = "http://localhost:" + \
secrets_extension_http_port + \
"/secretsmanager/get?secretId=" + \
<secret_name>
r = requests.get(secrets_extension_endpoint, headers=headers)
secret = json.loads(r.text)["SecretString"] # load the Secrets Manager response into a
Python dictionary, access the secret

AWS 파라미터 및 보안 암호 Lambda 익스텐션 환경 변
수
다음과 같은 환경 변수를 사용하여 익스텐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설정을 보려면
PARAMETERS_SECRETS_EXTENSION_LOG_LEVEL을 info로 설정합니다.
환경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ambda 개발자 안내서의 Lambda 환경 변수 사용을 참조
하세요.
AWS_SESSION_TOKEN
서버 측 요청 위조(SSRF) 보호의 한 형태로 사용자의 모든 요청을 검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실행
중인 모든 함수에 대해 Lambda에서 제공합니다.
PARAMETERS_SECRETS_EXTENSION_CACHE_ENABLED
파라미터와 보안 암호를 캐시하려면 true로 설정합니다. 캐싱이 없는 경우 false로 설정합니다. 기본값은
true입니다.
PARAMETERS_SECRETS_EXTENSION_CACHE_SIZE
캐시할 최대 보안 암호 및 파라미터 수입니다. 0~1000 사이의 값이어야 합니다. 값이 0이면 적용된 캐싱
이 없는 것입니다. 이 변수는 SSM_PARAMETER_STORE _TTL 및 SECRETS_MANAGER_TTL이 모두 0일
경우 무시됩니다. 기본값은 1000입니다.
PARAMETERS_SECRETS_EXTENSION_HTTP_PORT
로컬 HTTP 서버의 포트입니다. 기본값은 277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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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_SECRETS_EXTENSION_LOG_LEVEL
익스텐션 로깅 수준은debug, info, warn, error 또는 none을 제공합니다. 캐시 구성을 보려면
debug로 설정합니다. 기본값은 info입니다.
PARAMETERS_SECRETS_EXTENSION_MAX_CONNECTIONS
익스텐션에서 Parameter Store 또는 Secrets Manager에 요청하는 데 사용되는 HTTP 클라이언트의 최
대 연결 수입니다. 이는 클라이언트별 구성입니다. 기본값은 3입니다.
SECRETS_MANAGER_TIMEOUT_MILLIS
Secrets Manager에 대한 요청 제한 시간(밀리초)입니다. 값이 0이면 적용된 시간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기본값은 0.
SECRETS_MANAGER_TTL
캐시에 있는 보안 암호의 TTL(초)입니다. 값이 0이면 적용된 캐싱이 없는 것입니다. 최대값은 300초입니
다. PARAMETERS_SECRETS_CACHE_SIZE가 0인 경우 이 변수는 무시됩니다. 기본값은 300초입니다.
SSM_PARAMETER_STORE_TIMEOUT_MILLIS
Parameter Store에 대한 요청 제한 시간(밀리초)입니다. 값이 0이면 적용된 시간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기본값은 0.
SSM_PARAMETER_STORE_TTL
캐시에 있는 파라미터의 TTL(초)입니다. 값이 0이면 적용된 캐싱이 없는 것입니다. 최대값은 300초입니
다. PARAMETERS_SECRETS_CACHE_SIZE가 0인 경우 이 변수는 무시됩니다. 기본값은 300초입니다.

AWS 파라미터 및 보안 암호 Lambda 익스텐션 ARN
리전(Region)

ARN

미국 동부(버지니아 북부)

arn:aws:lambda:useast-1:177933569100:layer:AWSParameters-and-Secrets-LambdaExtension:2

미국 동부(오하이오)

arn:aws:lambda:useast-2:590474943231:layer:AWSParameters-and-Secrets-LambdaExtension:2

미국 서부(캘리포니아 북부)

arn:aws:lambda:uswest-1:997803712105:layer:AWSParameters-and-Secrets-LambdaExtension:2

미국 서부(오리건)

arn:aws:lambda:uswest-2:345057560386:layer:AWSParameters-and-Secrets-LambdaExtension:2

캐나다(중부)

arn:aws:lambda:cacentral-1:200266452380:layer:AWSParameters-and-Secrets-LambdaExtension:2

유럽(프랑크푸르트)

arn:aws:lambda:eucentral-1:187925254637:layer: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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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전(Region)

ARN
Parameters-and-Secrets-LambdaExtension:2

유럽(아일랜드)

arn:aws:lambda:euwest-1:015030872274:layer:AWSParameters-and-Secrets-LambdaExtension:2

Europe (London)

arn:aws:lambda:euwest-2:133256977650:layer:AWSParameters-and-Secrets-LambdaExtension:2

Europe (Paris)

arn:aws:lambda:euwest-3:780235371811:layer:AWSParameters-and-Secrets-LambdaExtension:2

Europe (Stockholm)

arn:aws:lambda:eunorth-1:427196147048:layer:AWSParameters-and-Secrets-LambdaExtension:2

유럽(밀라노)

arn:aws:lambda:eusouth-1:325218067255:layer:AWSParameters-and-Secrets-LambdaExtension:2

중국(베이징)

arn:aws-cn:lambda:cnnorth-1:287114880934:layer:AWSParameters-and-Secrets-LambdaExtension:2

중국(닝샤)

arn:aws-cn:lambda:cnnorthwest-1:287310001119:layer:AWSParameters-and-Secrets-LambdaExtension:2

아시아 태평양(홍콩)

arn:aws:lambda:apeast-1:768336418462:layer:AWSParameters-and-Secrets-LambdaExtension:2

아시아 태평양(도쿄)

arn:aws:lambda:apnortheast-1:133490724326:layer:AWSParameters-and-Secrets-LambdaExtension:2

아시아 태평양(오사카)

arn:aws:lambda:apnortheast-3:576959938190:layer:AWSParameters-and-Secrets-LambdaExtension:2

아시아 태평양(서울)

arn:aws:lambda:apnortheast-2:738900069198:layer:AWSParameters-and-Secrets-LambdaExtens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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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전(Region)

ARN

아시아 태평양(싱가포르)

arn:aws:lambda:apsoutheast-1:044395824272:layer:AWSParameters-and-Secrets-LambdaExtension:2

아시아 태평양(시드니)

arn:aws:lambda:apsoutheast-2:665172237481:layer:AWSParameters-and-Secrets-LambdaExtension:2

아시아 태평양(자카르타)

arn:aws:lambda:apsoutheast-3:490737872127:layer:AWSParameters-and-Secrets-LambdaExtension:2

아시아 태평양(뭄바이)

arn:aws:lambda:apsouth-1:176022468876:layer:AWSParameters-and-Secrets-LambdaExtension:2

남아메리카(상파울루)

arn:aws:lambda:saeast-1:933737806257:layer:AWSParameters-and-Secrets-LambdaExtension:2

아프리카(케이프타운)

arn:aws:lambda:afsouth-1:317013901791:layer:AWSParameters-and-Secrets-LambdaExtension:2

중동(UAE)

arn:aws:lambda:mecentral-1:858974508948:layer:AWSParameters-and-Secrets-LambdaExtension:2

중동(바레인)

arn:aws:lambda:mesouth-1:832021897121:layer:AWSParameters-and-Secrets-LambdaExtension:2

AWS GovCloud(미국 동부)

arn:aws-us-gov:lambda:us-goveast-1:129776340158:layer:AWSParameters-and-Secrets-LambdaExtension:2

AWS GovCloud(미국 서부)

arn:aws-us-gov:lambda:us-govwest-1:127562683043:layer:AWSParameters-and-Secrets-LambdaExtens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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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스토어에서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사용
AWS Systems Manager Parameter Store는 구성 데이터 관리 및 암호 관리를 위한 안전한 계층적 스토리지
를 제공합니다. 암호, 데이터베이스 문자열, 라이선스 코드와 같은 데이터를 파라미터 값으로 저장할 수 있습
니다. 하지만 파라미터 스토어에서는 저장된 보안 암호에 대한 자동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
파라미터 스토어를 사용하여 Secrets Manage에 보안 암호를 저장한 다음 해당 보안 암호를 파라미터 스토어
파라미터로 참조할 수 있습니다.
Secrets Manage를 사용하여 파라미터 스토어를 구성하는 경우 secret-id 파라미터 스토어의 이름 문자열
앞에 슬래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Systems Manager사용 설명서의 파라미터 스토어 파라미터에서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참조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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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교
체
교체는 주기적으로 보안 암호를 업데이트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보안 암호를 교체하면 보안 암호 및 데이터베
이스 또는 서비스 모두에서 자격 증명이 업데이트됩니다. Secrets Manager에서 보안 암호에 대한 자동 교체
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제
• 교체 작동 방식 (p. 104)
• 콘솔을 사용하여 Amazon RDS, Amazon Redshift 또는 Amazon DocumentDB 보안 암호 자동 교체 설
정 (p. 105)
• 콘솔을 사용하여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에 대한 자동 교체 설정 (p. 108)
• AWS CLI를 사용하여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에 대한 자동 교체 설정 (p. 113)
•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즉시 교체 (p. 117)
• AWS Secrets Manager 교체 문제 해결 (p. 118)
• AWS Secrets Manager 교체 참조 (p. 120)

교체 작동 방식
보안 암호를 교체하기 위해 Secrets Manager는 설정한 일정에 따라 Lambda 함수를 호출합니다. 교체하는
동안 Secrets Manager는 스테이징 레이블을 사용하여 보안 암호의 버전을 지정합니다. 교체를 수행하는 동
안 Secrets Manager에서는 파라미터가 다를 때마다 동일한 함수를 여러 번 호출합니다. Secrets Manager에
서는 파라미터의 다음 JSON 요청 구조를 사용하여 함수를 호출합니다.
{

}

"Step" : "request.type",
"SecretId" : "string",
"ClientRequestToken" : "string"

교체 함수는 보안 암호를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보안 암호 교체는 4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Lambda 교체 함수의 다음 4단계와 일치합니다.
1. 새로운 버전의 보안 암호 생성(createSecret)
교체의 첫 번째 단계는 보안 암호의 새 버전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새 버전에는 새 암호, 새 사용자 이름 및
암호 또는 기타 보안 암호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rets Manager는 새 버전의 스테이징 레이블에
AWSPENDING을 지정합니다.
2.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비스의 보안 인증 변경(setSecret)
다음 교체 프로세스로, 보안 암호의 AWSPENDING 버전에서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비스의 자격 증명을 새
자격 증명과 일치하도록 변경합니다. 교체 전략에 따라 이 단계에서는 기존 사용자와 동일한 권한으로 새
사용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Amazon RDS(Oracle 제외) 및 Amazon DocumentDB에 대한 교체 함수는 사용 가능한 보안 소켓 계층
(SSL) 또는 전송 계층 보안(TLS)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암호화되지 않은
연결을 사용합니다.
104

AWS Secrets Manager 사용 설명서
데이터베이스 보안 암호 자동 교체(콘솔)

Note
2021년 12월 20일 전에 자동 보안 암호 교체를 설정한 경우, 교체 함수는 SSL/TLS를 지원하지
않는 이전 템플릿을 기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교체 함수가 언제 생성되었는지 확인 (p. 120)을
참조하세요. 2021년 12월 20일 이전에 SSL/TLS를 사용하는 연결을 지원하기 위해 생성한 경우,
교체 함수를 재생성 (p. 105)해야 합니다.
3. 새 보안 암호 버전 테스트(testSecret)
다음 교체 프로세스로, 보안 암호의 AWSPENDING 버전을 테스트하여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비스에 액세스
합니다. 교체 함수 템플릿 (p. 120) 기반 교체 함수는 읽기 액세스를 사용하여 새 보안 암호를 테스트합
니다.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액세스 유형에 따라 쓰기 액세스와 같은 다른 액세스를 포함하도록 함수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4. 교체 완료(finishSecret)
마지막 교체 프로세스로, 이전 보안 암호 버전에서 현재 버전으로 AWSCURRENT 레이블을 옮깁니다.
Secrets Manager에서 AWSPREVIOUS 스테이징 레이블을 이전 버전으로 추가하여 보안 암호의 마지막으
로 확인된 정상 버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교체하는 동안 Secrets Manager는 교체 상태를 나타내는 이벤트를 로그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AWS CloudTrail를 사용한 로깅 ” (p. 153)을 참조하세요.
교체 단계가 실패하면 Secrets Manager는 전체 교체 프로세스를 여러 번 다시 시도합니다.
교체가 성공한 후 애플리케이션은 Secrets Manager의 AWS Secrets Manager에서 보안 암호 가져오
기 (p. 67)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된 자격 증명을 가져옵니다. 교체의 각 단계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자세
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교체 함수 템플릿” (p. 120)을 참조하세요.

콘솔을 사용하여 Amazon RDS, Amazon Redshift 또
는 Amazon DocumentDB 보안 암호 자동 교체 설정
교체는 주기적으로 보안 암호를 업데이트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보안 암호를 교체하면 보안 암호와 데이터베
이스 모두에서 보안 인증 정보가 업데이트됩니다. Secrets Manager에서 데이터베이스 보안 암호에 대한 자
동 교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체 교체 자습서는 단일 사용자 교체 (p. 19) 및 대체 사용자 교체 (p. 25)을
참조하세요.
Secrets Manager는 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보안 암호를 교체합니다. 개요는 the section called “교체 작동
방식” (p. 104) 단원을 참조하세요.
콘솔을 사용하여 교체를 설정하려면 먼저 교체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교체에 대한 보안 암호를
구성하여 Lambda 교체 함수(아직 없는 경우)를 생성합니다. 콘솔은 Lambda 함수 실행 역할에 대한 권한도
설정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Lambda 교체 함수가 네트워크를 통해 Secrets Manager와 데이터베이스 모
두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동 교체를 켜려면 IAM 실행 역할을 생성하고 이 역할에 권한 정책을 연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iam:CreateRole 및 iam:AttachRolePolicy 권한이 모두 필요합니다.

Warning
자격 증명에 iam:CreateRole 및 iam:AttachRolePolicy 권한을 모두 부여하면 해당 자격 증
명은 자신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단계:
• 1단계: 교체 전략 선택 및 (선택 사항) 수퍼유저 보안 암호 생성 (p. 106)
• 2단계: 교체 구성 및 교체 함수 생성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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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선택 사항) 교체 함수에 대한 추가 권한 조건 설정 (p. 107)
• 4단계: 교체 함수에 대한 네트워크 액세스 설정 (p. 108)
• 다음 단계 (p. 108)

1단계: 교체 전략 선택 및 (선택 사항) 수퍼유저 보안 암
호 생성
Amazon RDS, Amazon Redshift, Amazon DocumentDB에 대해 Secrets Manager는 두 가지 교체 전략을 제
공합니다.
단일 사용자 교체 전략
이 전략은 한 보안 암호로 한 사용자에 대한 보안 인증을 업데이트합니다. 사용자에게 암호 업데이트 권
한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전략은 가장 간단한 교체 전략이며 대부분의 사용 사례에 적합합니다.
보안 암호가 교체될 때 열린 데이터베이스 연결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교체가 진행되는 동안 데이터베이
스의 암호가 변경되는 시점부터 보안 암호가 업데이트되는 시점까지 짧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시간동
안 데이터베이스가 교체된 보안 인증을 사용하는 호출을 거부할 위험은 적습니다. 적절한 재시도 전략을
사용하여 이 위험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교체 후에는 새 연결에서 새 보안 인증이 사용됩니다.
대체 사용자 교체 전략
이 전략은 한 보안 암호로 두 사용자에 대한 보안 인증을 업데이트합니다. 첫 번째 사용자를 생성하고 첫
번째 교체 중에 교체 함수가 해당 사용자를 복제하여 두 번째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보안 암호가 교체될
때마다 교체 함수는 업데이트하는 사용자의 암호를 교체합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본인을 복제할 수 있
는 권한이 없으므로 다른 보안 암호에서 superuser에 대한 보안 인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
스의 복제된 사용자가 원래 사용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임시 또는 대화형 사용자라
고도 함), 단일 사용자 교체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전략은 첫 번째 역할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소유하고 두 번째 역할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액세
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권한 모델을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적합합니다. 이 전력은 고가용성이 필
요한 애플리케이션에도 적합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교체 중에 보안 암호가 검색되더라도 유효한 보안
인증 세트를 가져옵니다. 교체 후에는 user 및user_clone 보안 인증이 모두 유효합니다. 이러한 유형
의 교체 중에 애플리케이션이 거부될 가능성은 단일 사용자 교체보다 훨씬 적습니다. 암호 변경 사항이
모든 서버로 전파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서버 팜에서 데이터베이스가 호스트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가
새 보안 인증을 사용하는 호출을 거부할 위험이 있습니다. 적절한 재시도 전략을 사용하여 이 위험을 완
화할 수 있습니다.

Important
대체 사용자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보안 암호 생성 (p. 51)하고 데이터베이스 수
퍼유저 보안 인증을 저장해야 합니다. 교체에서는 첫 번째 사용자를 복제하므로 수퍼유저 보안
인증을 가진 보안 암호가 필요하며, 대부분의 사용자는 해당 권한이 없습니다.

2단계: 교체 구성 및 교체 함수 생성
Amazon RDS(Oracle 제외) 및 Amazon DocumentDB에 대한 교체 함수는 사용 가능한 보안 소켓 계층(SSL)
또는 전송 계층 보안(TLS)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암호화되지 않은 연결을
사용합니다.

Amazon RDS, Amazon DocumentDB, Amazon Redshift 보안 암호 교체를 켜려면
1.
2.
3.

https://console.aws.amazon.com/secretsmanager/에서 Secrets Manager 콘솔을 엽니다.
보안 암호(Secrets) 페이지에서 보안 암호를 선택합니다.
보안 암호 세부 정보(Secret details) 페이지의 교체 구성(Rotation configuration) 섹션에서 교체 편집
(Edit rotation)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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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dit rotation configuration(교체 구성 편집) 대화 상자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Automatic rotation(자동 교체)을 켭니다.

b.

Rotation schedule(교체 일정)에서 Schedule expression builder(예약 표현식 빌더) 또는 Schedule
expression(예약 표현식)으로 일정(UTC 표준 시간대)을 입력합니다. Secrets Manager는 일정을
rate() 또는 cron() 표현식으로 저장합니다. 교체 기간은 Start time(시작 시간)을 지정하지 않는
한 자정에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예약 표현식 (p. 127)을 참조하세요.

c.

(선택 사항) Window duration(지속 시간)에서 Secrets Manager가 보안 암호를 교체할 기간의 길이
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3h는 3시간입니다. 기간은 다음 UTC 일로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지속
시간(Window duration)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교체 기간은 자동으로 하루가 끝날 때 종료됩니다.

d.

(선택 사항) 변경 사항을 저장할 때 보안 암호가 교체되게 하려면 보안 암호를 저장할 때 즉시 교체
(Rotate immediately when the secret is stored)를 선택합니다.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설정한 예약에 따라 첫 번째 교체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3단계와 4단계를 아직 완료하지 않아서 교체에 실패하는 경우 Secrets Manager는 교체
프로세스를 여러 번 재시도합니다.

e.

f.

5.

교체 함수(Rotation function)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Create a new Lambda function(새 Lambda 함수 생성)을 선택하고 새 함수의 이름을 입력합니
다. Secrets Manager에서 함수 이름의 시작 부분에 SecretsManager를 추가합니다. Secrets
Manager는 적절한 템플릿 (p. 120)을 기반으로 함수를 생성하고 Lambda 실행 역할에 필요한
권한 (p. 125)을 설정합니다.

•

다른 보안 암호에 사용한 교체 함수를 재사용하려면 Use an existing Lambda function(기존
Lambda 함수 사용)을 선택합니다. Recommended VPC configurations(권장 VPC 구성)에 나열
된 교체 함수에는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VPC 및 보안 그룹이 있으므로, 함수가 데이터베이스
에 액세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별도의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이 보안 암호 교체(Use separate credentials to rotate this secret)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단일 사용자 교체 전략의 경우 No(아니오)를 선택합니다.

•

대체 사용자 교체 전략의 경우 Yes(예)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1단계에서 생성한 수퍼유저
보안 암호를 선택합니다.

Save(저장)를 선택합니다.

3단계: (선택 사항) 교체 함수에 대한 추가 권한 조건 설
정
교체 함수에 대한 리소스 정책에서는 컨텍스트 키 aws:SourceAccount를 포함하여 Lambda가 혼동된 대
리자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AWS 서비스의 경우 혼동된 대리자 시나리오를 방지하기
위해 aws:SourceArn 및 aws:SourceAccount 전역 조건 키를 모두 사용하는 것을 AWS에서는 권장합니
다. 그러나 교체 함수 정책에 aws:SourceArn 조건을 포함하는 경우 교체 함수는 해당 ARN에서 지정한 보
안 암호를 교체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보안 암호에 대해 교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컨텍스
트 키 aws:SourceAccount만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체 함수 리소스 정책을 업데이트하려면
1.

Secrets Manager 콘솔에서 보안 암호를 선택한 다음 세부 정보 페이지의 Rotation configuration(교체 구
성)에서 Lambda 교체 함수를 선택합니다. Lambda 콘솔이 열립니다.

2.

Lambda에 리소스 기반 정책 사용의 지침에 따라 aws:sourceAccount 조건을 추가합니다.
"Condition": {
"StringEquals": {
"AWS:SourceAccount": "123456789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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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교체 함수에 대한 네트워크 액세스 설정
보안 암호를 교체하려면 Lambda 교체 함수가 보안 암호와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비스에 모두 액세스할 수 있
어야 합니다.
보안 암호에 액세스하려면
Lambda 교체 함수는 Secrets Manager 엔드포인트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Lambda 함수가 인
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경우 퍼블릭 엔드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엔드포인트를 찾으려면 AWS
Secrets Manager 엔드포인트 및 할당량을 참조하세요.
Lambda 함수가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없는 VPC에서 실행되는 경우 VPC 내에서 Secrets Manager 서
비스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VPC가 퍼블릭 리전 엔드포인트로 전
달된 요청을 가로채서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로 리디렉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VPC 엔드포인
트 (p. 129)을 참조하세요.
또는 VPC에 NAT 게이트웨이 또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추가하여 Lambda 함수를 통해 퍼블릭 Secrets
Manager 엔드포인트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VPC에서 트래픽이 퍼블릭 엔드포인트에 도
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게이트웨이에 대한 IP 주소가 퍼블릭 인터넷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으므
로 VPC가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비스에 액세스하려면
데이터베이스 또는 인스턴스가 VPC의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실행 중인 경우, 동일한 VPC에서
Lambda 함수가 실행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교체 함수가 서비스와 직접 통신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VPC 액세스 구성을 참조하세요.
Lambda 함수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비스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려면 Lambda 교체 함수에 연결된 보
안 그룹이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비스에 아웃바운드 연결을 허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비스에 연결된 보안 그룹이 Lambda 교체 함수에 인바운드 연결을 허용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
다.

다음 단계
the section called “교체 문제 해결” (p. 118) 섹션을 참조하세요.

콘솔을 사용하여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에 대한 자동 교체 설정
교체는 주기적으로 보안 암호를 업데이트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보안 암호를 교체하면 보안 암호와 보안 암호
가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비스 모두에서 보안 인증이 업데이트됩니다.
Secrets Manager는 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보안 암호를 교체합니다. 개요는 the section called “교체 작동
방식” (p. 104) 단원을 참조하세요.
AWS CLI를 사용하여 교체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자동 교체(AWS CLI) (p. 113)을 참조하
세요.
콘솔을 사용하여 교체를 설정하려면 먼저 교체에 대한 보안 암호를 구성합니다. 이 단계에서 빈 Lambda 교
체 함수도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교체 함수와 Lambda 실행 역할에 대한 권한을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교체
함수 코드를 작성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Lambda 교체 함수가 네트워크를 통해 Secrets Manager와 데이
터베이스 또는 서비스 모두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보안 암호는 the section called “데이터베이스 보안 암호 자동 교체(콘솔)” (p. 105) 단원을 참
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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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교체를 켜려면 IAM 실행 역할을 생성하고 이 역할에 권한 정책을 연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iam:CreateRole 및 iam:AttachRolePolicy 권한이 모두 필요합니다.

Warning
자격 증명에 iam:CreateRole 및 iam:AttachRolePolicy 권한을 모두 부여하면 해당 자격 증
명은 자신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단계:
• 1단계: 보안 암호에 대한 교체 구성 (p. 109)
• 2단계: 교체 함수에 대한 권한 설정 (p. 110)
• 3단계: (선택 사항) 교체 함수에 대한 추가 권한 조건 설정 (p. 110)
• 4단계: 교체 함수에 대한 네트워크 액세스 설정 (p. 111)
• 5단계: 교체 함수 코드 작성 (p. 111)
• 다음 단계 (p. 113)

1단계: 보안 암호에 대한 교체 구성
이 단계에서는 보안 암호에 대한 교체 일정을 설정하고 빈 교체 함수를 생성합니다. 보안 암호는 교체 함수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교체되지 않습니다. 교체 함수를 작성하기 전에 교체를 예약하거나 어떤 이유로든 교
체에 실패하는 경우 Secrets Manager는 교체 함수를 여러 번 재시도합니다.

교체를 구성하고 교체 함수를 생성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secretsmanager/에서 Secrets Manager 콘솔을 엽니다.

2.

보안 암호(Secrets) 페이지에서 보안 암호를 선택합니다.

3.

보안 암호 세부 정보(Secret details) 페이지의 교체 구성(Rotation configuration) 섹션에서 교체 편집
(Edit rotation)을 선택합니다. Edit rotation configuration(교체 구성 편집) 대화 상자에서 다음을 수행합니
다.
a.

Automatic rotation(자동 교체)을 켭니다.

b.

Rotation schedule(교체 일정)에서 Schedule expression builder(예약 표현식 빌더) 또는 Schedule
expression(예약 표현식)으로 일정(UTC 표준 시간대)을 입력합니다. Secrets Manager는 일정을
rate() 또는 cron() 표현식으로 저장합니다. 교체 기간은 Start time(시작 시간)을 지정하지 않는
한 자정에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예약 표현식 (p. 127)을 참조하세요.

c.

(선택 사항) Window duration(지속 시간)에서 Secrets Manager가 보안 암호를 교체할 기간의 길이
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3h는 3시간입니다. 기간은 다음 UTC 일로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지속
시간(Window duration)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교체 기간은 자동으로 하루가 끝날 때 종료됩니다.

d.

(선택 사항) 변경 사항을 저장할 때 보안 암호가 교체되게 하려면 보안 암호를 저장할 때 즉시 교체
(Rotate immediately when the secret is stored)를 선택합니다.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설정한 예약에 따라 첫 번째 교체가 시작됩니다.

e.

Rotation function(교체 함수)에서 Create function(함수 생성)을 선택합니다. Lambda 콘솔이 새 창
에서 열립니다.
•

Lambda 콘솔의 Create function(함수 생성) 페이지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Browse serverless app repository(서버리스 앱 리포지토리 찾아보기)가 표시되면 선택합
니다.
A.

Public applications(퍼블릭 애플리케이션)의 검색 상자에
SecretsManagerRotationTemplate을 입력합니다.

B.

Show apps that create custom IAM roles or resource policies(사용자 지정 IAM 역할
또는 리소스 정책을 만드는 앱 표시)를 선택합니다.
109

AWS Secrets Manager 사용 설명서
2단계: 교체 함수에 대한 권한 설정

•

C.

SecretsManagerRotationTemplate 타일을 선택합니다.

D.

Review, configure and deploy(검토, 구성 및 배포) 페이지의 Application settings(애플
리케이션 설정) 타일에서 필수 필드를 채운 다음 Deploy(배포)를 선택합니다. 엔드포
인트 목록은 AWS Secrets Manager 엔드포인트를 참조하세요.

Browse serverless app repository(서버리스 앱 리포지토리 찾아보기)가 표시되지 않으면
AWS 리전에서 AWS Serverless Application Repository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
로 작성을 선택합니다.
A.

Function name(함수 이름)에 교체 함수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B.

Runtime(런타임)에서 Python 3.9를 선택합니다.

C.

새 Lambda 함수가 열리면 아래로 스크롤하여 Configuration(구성)을 선택한 다음 왼
쪽에서 Permissions(권한)를 선택합니다.

D.

Resource-based policy(리소스 기반 정책)로 스크롤한 다음 Add permissions(권한 추
가)를 선택하여 Secrets Manager에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리소
스 정책을 Lambda 함수에 연결하려면 Lambda에 대한 리소스 기반 정책 사용을 참조
하세요.
다음 정책에서는 Secrets Manager가 Lambda 함수를 호출하도록 허용하는 방법을 보
여줍니다.
{

}

f.
g.
h.

"Version": "2012-10-17",
"Id": "default",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secretsmanager.amazonaws.com"
},
"Action": "lambda:InvokeFunction",
"Resource": "LambdaRotationFunctionARN",
}
}
]

Secrets Manager 콘솔로 다시 전환하여 보안 암호에 새 교체 함수를 연결합니다.
Lambda rotation function(Lambda 교체 함수)에서 새로 고침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함수 목록
에서 새 함수를 선택합니다.
Save(저장)를 선택합니다.

2단계: 교체 함수에 대한 권한 설정
Lambda 교체 함수에는 Secrets Manager의 보안 암호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과,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비
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Lambda 실행 역할에 이러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AWS 관리형 키 aws/secretsmanager 이외의 KMS 키를 사용하여 보안 암호를 암호화할 경우 Lambda 실
행 역할에 키 사용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정책 예제는 교체 권한 (p. 125) 단원을 참조하세요.
지침은 AWS Lambda 개발자 안내서의 Lambda 실행 역할을 참조하세요.

3단계: (선택 사항) 교체 함수에 대한 추가 권한 조건 설
정
교체 함수에 대한 리소스 정책에서는 컨텍스트 키 aws:SourceAccount를 포함하여 Lambda가 혼동된 대
리자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AWS 서비스의 경우 혼동된 대리자 시나리오를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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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aws:SourceArn 및 aws:SourceAccount 전역 조건 키를 모두 사용하는 것을 AWS에서는 권장합니
다. 그러나 교체 함수 정책에 aws:SourceArn 조건을 포함하는 경우 교체 함수는 해당 ARN에서 지정한 보
안 암호를 교체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보안 암호에 대해 교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컨텍스
트 키 aws:SourceAccount만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체 함수 리소스 정책을 업데이트하려면
1.

Secrets Manager 콘솔에서 보안 암호를 선택한 다음 세부 정보 페이지의 Rotation configuration(교체 구
성)에서 Lambda 교체 함수를 선택합니다. Lambda 콘솔이 열립니다.

2.

Lambda에 리소스 기반 정책 사용의 지침에 따라 aws:sourceAccount 조건을 추가합니다.
"Condition": {
"StringEquals": {
"AWS:SourceAccount": "123456789012"
},

4단계: 교체 함수에 대한 네트워크 액세스 설정
보안 암호를 교체하려면 Lambda 교체 함수가 보안 암호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안 암호에 보안 인
증이 포함된 경우 Lambda 함수가 해당 보안 인증의 소스(예: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비스)에도 액세스할 수 있
어야 합니다.
보안 암호에 액세스하려면
Lambda 교체 함수는 Secrets Manager 엔드포인트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Lambda 함수가 인
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경우 퍼블릭 엔드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엔드포인트를 찾으려면 AWS
Secrets Manager 엔드포인트 및 할당량을 참조하세요.
Lambda 함수가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없는 VPC에서 실행되는 경우 VPC 내에서 Secrets Manager 서
비스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VPC가 퍼블릭 리전 엔드포인트로 전
달된 요청을 가로채서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로 리디렉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VPC 엔드포인
트 (p. 129)을 참조하세요.
또는 VPC에 NAT 게이트웨이 또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추가하여 Lambda 함수를 통해 퍼블릭 Secrets
Manager 엔드포인트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VPC에서 트래픽이 퍼블릭 엔드포인트에 도
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게이트웨이에 대한 IP 주소가 퍼블릭 인터넷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으므
로 VPC가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선택 사항)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비스에 액세스하려면
보안 암호(예: API 키)의 경우 보안 암호와 함께 업데이트해야 하는 소스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비스가 없
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또는 인스턴스가 VPC의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실행 중인 경우, 동일한 VPC에서
Lambda 함수가 실행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교체 함수가 서비스와 직접 통신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VPC 액세스 구성을 참조하세요.
Lambda 함수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비스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려면 Lambda 교체 함수에 연결된 보
안 그룹이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비스에 아웃바운드 연결을 허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비스에 연결된 보안 그룹이 Lambda 교체 함수에 인바운드 연결을 허용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
다.

5단계: 교체 함수 코드 작성
1단계에서 생성한 교체 함수가 함수의 시작점입니다. 특정 사용 사례에 맞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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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를 직접 작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디버깅 또는 로깅 명령문을 포함하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명령
문은 함수의 정보를 Amazon CloudWatch에 쓰도록 할 수 있으므로 로그에 개발 중에 수집된 중요 정보를 비
롯한 중요한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로그 문의 예는 the section called “교체 함수 템플릿” (p. 120) 소스 코드를 참조하세요.
예를 들어 외부 바이너리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리소스에 연결하는 경우 바이너리와 라이브러리를 패치
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디버깅 제안 사항은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및 디버깅을 참조하세요.

편집을 위해 Lambda 교체 함수를 열려면
1.
2.

Secrets Manger 콘솔에서 보안 암호를 선택합니다.
Rotation configuration(교체 구성) 섹션의 Lambda rotation function(Lambda 교체 함수)에서 교체 함수를
선택합니다.
Lambda 콘솔이 열립니다. 아래로 스크롤하여 Code source(코드 소스)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함수에 아직 없는 경우 SecretsManagerRotationTemplate (p. 124)에서 코드를 복사하세요.
보안 암호 교체는 4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Lambda 교체 함수의 다음 네 메서드와 일치합니다.
메서드
• create_secret (p. 112)
• set_secret (p. 112)
• test_secret (p. 113)
• finish_secret (p. 113)

create_secret
create_secret에서는 먼저 전달된 ClientRequestToken으로 get_secret_value를 호출하여 보
안 암호가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보안 암호가 없는 경우 create_secret 및 토큰을 VersionId로 사용
하여 새 보안 암호를 생성합니다. 그러면 get_random_password를 사용하여 새 보안 암호 값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새 보안 암호 값에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비스에 유효한 문자만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
니다. ExcludeCharacters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문자를 제외합니다. put_secret_value를 호출하여
AWSPENDING 스테이징 레이블과 함께 저장합니다. 새 보안 암호 값을 AWSPENDING에 저장하면 멱등성을 보
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교체에 실패할 경우 후속 호출에서 해당 보안 암호 값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멱등성 Lambda 함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원을 참조하세요.
함수를 테스트할 때 AWS CLI를 사용하여 버전 단계를 확인하세요. 즉, describe-secret를 호출하고
VersionIdsToStages를 살펴보세요.

set_secret
set_secret에서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비스의 보안 인증을 AWSPENDING 버전 보안 암호의 새 보안 암호 값
과 일치하도록 변경합니다.
데이터베이스처럼 명령문을 해석하는 서비스에 명령문을 전달하려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OWASP 웹사이
트에서 쿼리 파라미트화 치트 시트를 참조하세요.
교체 함수는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와 대상 리소스 모두에서 고객 보안 인증을 액세스하고 수정할 수 있
는 권한을 가진 대리자입니다. 잠재적으로 혼동된 대리자 공격을 방지하려면 공격자가 함수를 사용하여 다른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보안 인증을 업데이트하기 전에:
• AWSCURRENT 버전 보안 암호의 보안 인증이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AWSCURRENT 보안 인증이 유효하지 않
은 경우 교체 시도를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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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CURRENT 및 AWSPENDING 보안 암호 값이 동일한 리소스에 대한 값인지 확인합니다. 사용자 이름과
암호의 경우 AWSCURRENT 및 AWSPENDING 사용자 이름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또한 대상 서비스 리소스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AWSCURRENT 및 AWSPENDING 호
스트 이름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test_secret
test_secret에서 보안 암호의 AWSPENDING 버전을 테스트하여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비스에 액세스합니
다.

finish_secret
finish_secret에서는 update_secret_version_stage를 사용하여 AWSCURRENT 스테이징 레이블을
이전 보안 암호 버전에서 새 보안 암호 버전으로 이동합니다. Secrets Manager에서 AWSPREVIOUS 스테이징
레이블을 이전 버전에 자동으로 추가하여 보안 암호의 마지막으로 확인된 정상 버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the section called “교체 문제 해결” (p. 118) 섹션을 참조하세요.

AWS CLI를 사용하여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에 대한 자동 교체 설정
교체는 주기적으로 보안 암호를 업데이트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보안 암호를 교체하면 보안 암호와 보안 암호
가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비스 모두에서 보안 인증이 업데이트됩니다.
Secrets Manager는 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보안 암호를 교체합니다. 개요는 the section called “교체 작동
방식” (p. 104) 단원을 참조하세요.
콘솔을 사용하여 교체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자동 교체(콘솔) (p. 108)을 참조하세요.
AWS CLI를 사용하여 교체를 설정하려면 Amazon RDS, Amazon Redshift 또는 Amazon DocumentDB 보안
암호를 교체 중인 경우 먼저 the section called “교체 전략” (p. 11)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체 사용자 전략을 선
택하는 경우 별도의 보안 암호를 데이터베이스 수퍼유저의 보안 인증과 함께 저장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교
체 함수 코드를 작성합니다. Secrets Manager는 함수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코
드를 사용하여 Lambda 함수를 생성하고 Lambda 함수와 Lambda 실행 역할 모두에 대한 권한을 설정합니
다. 다음 단계에서는 Lambda 교체 함수가 네트워크를 통해 Secrets Manager와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비스
모두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체에 대한 보안 암호를 구성합니다.
자동 교체를 켜려면 IAM 실행 역할을 생성하고 이 역할에 권한 정책을 연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iam:CreateRole 및 iam:AttachRolePolicy 권한이 모두 필요합니다.

Warning
자격 증명에 iam:CreateRole 및 iam:AttachRolePolicy 권한을 모두 부여하면 해당 자격 증
명은 자신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단계:
• (선택 사항) 1단계: 수퍼유저 보안 암호 생성 (p. 114)
• 2단계: 교체 함수 코드 작성 (p. 114)
• 3단계: Lambda 함수 및 실행 역할 생성 (p. 116)
• 4단계: 네트워크 액세스 설정 (p. 116)
• 5단계: 보안 암호에 대한 교체 구성 (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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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단계 (p. 117)

(선택 사항) 1단계: 수퍼유저 보안 암호 생성
Amazon RDS, Amazon Redshift, Amazon DocumentDB에 대해 Secrets Manager는 두 가지 교체 전략을 제
공합니다.
단일 사용자 교체 전략
이 전략은 한 보안 암호로 한 사용자에 대한 보안 인증을 업데이트합니다. 사용자에게 암호 업데이트 권
한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전략은 가장 간단한 교체 전략이며 대부분의 사용 사례에 적합합니다.
보안 암호가 교체될 때 열린 데이터베이스 연결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교체가 진행되는 동안 데이터베이
스의 암호가 변경되는 시점부터 보안 암호가 업데이트되는 시점까지 짧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시간동
안 데이터베이스가 교체된 보안 인증을 사용하는 호출을 거부할 위험은 적습니다. 적절한 재시도 전략을
사용하여 이 위험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교체 후에는 새 연결에서 새 보안 인증이 사용됩니다.
대체 사용자 교체 전략
이 전략은 한 보안 암호로 두 사용자에 대한 보안 인증을 업데이트합니다. 첫 번째 사용자를 생성하고 첫
번째 교체 중에 교체 함수가 해당 사용자를 복제하여 두 번째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보안 암호가 교체될
때마다 교체 함수는 업데이트하는 사용자의 암호를 교체합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본인을 복제할 수 있
는 권한이 없으므로 다른 보안 암호에서 superuser에 대한 보안 인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
스의 복제된 사용자가 원래 사용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임시 또는 대화형 사용자라
고도 함), 단일 사용자 교체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전략은 첫 번째 역할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소유하고 두 번째 역할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액세
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권한 모델을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적합합니다. 이 전력은 고가용성이 필
요한 애플리케이션에도 적합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교체 중에 보안 암호가 검색되더라도 유효한 보안
인증 세트를 가져옵니다. 교체 후에는 user 및user_clone 보안 인증이 모두 유효합니다. 이러한 유형
의 교체 중에 애플리케이션이 거부될 가능성은 단일 사용자 교체보다 훨씬 적습니다. 암호 변경 사항이
모든 서버로 전파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서버 팜에서 데이터베이스가 호스트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가
새 보안 인증을 사용하는 호출을 거부할 위험이 있습니다. 적절한 재시도 전략을 사용하여 이 위험을 완
화할 수 있습니다.

Important
대체 사용자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보안 암호 생성 (p. 51)하고 데이터베이스 수
퍼유저 보안 인증을 저장해야 합니다. 교체에서는 첫 번째 사용자를 복제하므로 수퍼유저 보안
인증을 가진 보안 암호가 필요하며, 대부분의 사용자는 해당 권한이 없습니다.

2단계: 교체 함수 코드 작성
보안 암호를 교체하려면 교체 함수가 필요합니다. 교체 함수는 Secrets Manager에서 보안 암호를 교체하기
위해 호출하는 Lambda 함수입니다.
Amazon RDS, Amazon Redshift 또는 Amazon DocumentDB 보안 암호를 교체할 수 있는 함수의 경우
Secrets Manager에서 제공하는 적절한 템플릿 (p. 120)에서 코드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유형의 보안 암호의 경우 일반 교체 템플릿 (p. 124)을 출발점으로 사용하여 고유한 교체 함수를
작성하세요.
교체 함수를 필요한 종속성과 함께 my-function.zip ZIP 파일에 저장합니다.
함수를 직접 작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디버깅 또는 로깅 명령문을 포함하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명령
문은 함수의 정보를 Amazon CloudWatch에 쓰도록 할 수 있으므로 로그에 개발 중에 수집된 중요 정보를 비
롯한 중요한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로그 문의 예는 the section called “교체 함수 템플릿” (p. 120) 소스 코드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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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외부 바이너리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리소스에 연결하는 경우 바이너리와 라이브러리를 패치
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디버깅 제안 사항은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및 디버깅을 참조하세요.

편집을 위해 Lambda 교체 함수를 열려면
1.

Secrets Manger 콘솔에서 보안 암호를 선택합니다.

2.

Rotation configuration(교체 구성) 섹션의 Lambda rotation function(Lambda 교체 함수)에서 교체 함수를
선택합니다.
Lambda 콘솔이 열립니다. 아래로 스크롤하여 Code source(코드 소스)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함수에 아직 없는 경우 SecretsManagerRotationTemplate (p. 124)에서 코드를 복사하세요.
보안 암호 교체는 4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Lambda 교체 함수의 다음 네 메서드와 일치합니다.
메서드
• create_secret (p. 115)
• set_secret (p. 115)
• test_secret (p. 116)
• finish_secret (p. 116)

create_secret
create_secret에서는 먼저 전달된 ClientRequestToken으로 get_secret_value를 호출하여 보
안 암호가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보안 암호가 없는 경우 create_secret 및 토큰을 VersionId로 사용
하여 새 보안 암호를 생성합니다. 그러면 get_random_password를 사용하여 새 보안 암호 값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새 보안 암호 값에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비스에 유효한 문자만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
니다. ExcludeCharacters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문자를 제외합니다. put_secret_value를 호출하여
AWSPENDING 스테이징 레이블과 함께 저장합니다. 새 보안 암호 값을 AWSPENDING에 저장하면 멱등성을 보
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교체에 실패할 경우 후속 호출에서 해당 보안 암호 값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멱등성 Lambda 함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원을 참조하세요.
함수를 테스트할 때 AWS CLI를 사용하여 버전 단계를 확인하세요. 즉, describe-secret를 호출하고
VersionIdsToStages를 살펴보세요.

set_secret
set_secret에서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비스의 보안 인증을 AWSPENDING 버전 보안 암호의 새 보안 암호 값
과 일치하도록 변경합니다.
데이터베이스처럼 명령문을 해석하는 서비스에 명령문을 전달하려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OWASP 웹사이
트에서 쿼리 파라미트화 치트 시트를 참조하세요.
교체 함수는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와 대상 리소스 모두에서 고객 보안 인증을 액세스하고 수정할 수 있
는 권한을 가진 대리자입니다. 잠재적으로 혼동된 대리자 공격을 방지하려면 공격자가 함수를 사용하여 다른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보안 인증을 업데이트하기 전에:
• AWSCURRENT 버전 보안 암호의 보안 인증이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AWSCURRENT 보안 인증이 유효하지 않
은 경우 교체 시도를 중단합니다.
• AWSCURRENT 및 AWSPENDING 보안 암호 값이 동일한 리소스에 대한 값인지 확인합니다. 사용자 이름과
암호의 경우 AWSCURRENT 및 AWSPENDING 사용자 이름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또한 대상 서비스 리소스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AWSCURRENT 및 AWSPENDING 호
스트 이름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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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_secret
test_secret에서 보안 암호의 AWSPENDING 버전을 테스트하여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비스에 액세스합니
다.

finish_secret
finish_secret에서는 update_secret_version_stage를 사용하여 AWSCURRENT 스테이징 레이블을
이전 보안 암호 버전에서 새 보안 암호 버전으로 이동합니다. Secrets Manager에서 AWSPREVIOUS 스테이징
레이블을 이전 버전에 자동으로 추가하여 보안 암호의 마지막으로 확인된 정상 버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단계: Lambda 함수 및 실행 역할 생성
Lambda 실행 역할은 함수가 호출될 때 Lambda가 맡는 역할입니다.

Lambda 교체 함수 및 실행 역할을 생성하려면
1.

Lambda 실행 역할에 대한 신뢰 정책을 생성한 후 JSON 파일로 저장합니다. 예를 보려면 교체 권
한 (p. 125) 섹션을 참조하세요. 정책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역할이 보안 암호에 대해 Secrets Manager 작업을 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보안 암호를 aws/secretsmanager 이외의 키로 암호화하는 경우 역할이 KMS 키를 사용하도록 허
용합니다.
• 역할이 보안 암호의 대상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iam create-role을 호출하여 Lambda 실행 역할을 생성하고 신뢰 정책을 적용합니다.
aws iam create-role \
--role-name rotation-lambda-role \
--assume-role-policy-document file://trust-policy.json

3.

lambda create-function을 호출하여 ZIP 파일에서 Lambda 함수를 생성합니다.
aws lambda create-function \
--function-name my-rotation-function \
--runtime python3.9 \
--zip-file fileb://my-function.zip \
--handler my-handler \
--role arn:aws:iam::123456789012:role/service-role/rotation-lambda-role

4.

Secrets Manager가 lambda add-permission을 호출하여 호출할 수 있도록 Lambda 함수에 대한 리
소스 정책을 설정합니다. 예제 명령에는 Lambda가 혼동된 대리자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source-accoun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ws lambda add-permission \
--function-name my-rotation-function \
--action lambda:InvokeFunction \
--statement-id SecretsManager \
--principal secretsmanager.amazonaws.com \
--source-account 123456789012

4단계: 네트워크 액세스 설정
보안 암호를 교체하려면 Lambda 교체 함수가 보안 암호와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비스에 모두 액세스할 수 있
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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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암호에 액세스하려면
Lambda 교체 함수는 Secrets Manager 엔드포인트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Lambda 함수가 인
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경우 퍼블릭 엔드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엔드포인트를 찾으려면 AWS
Secrets Manager 엔드포인트 및 할당량을 참조하세요.
Lambda 함수가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없는 VPC에서 실행되는 경우 VPC 내에서 Secrets Manager 서
비스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VPC가 퍼블릭 리전 엔드포인트로 전
달된 요청을 가로채서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로 리디렉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VPC 엔드포인
트 (p. 129)을 참조하세요.
또는 VPC에 NAT 게이트웨이 또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추가하여 Lambda 함수를 통해 퍼블릭 Secrets
Manager 엔드포인트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VPC에서 트래픽이 퍼블릭 엔드포인트에 도
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게이트웨이에 대한 IP 주소가 퍼블릭 인터넷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으므
로 VPC가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비스에 액세스하려면
데이터베이스 또는 인스턴스가 VPC의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실행 중인 경우, 동일한 VPC에서
Lambda 함수가 실행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교체 함수가 서비스와 직접 통신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VPC 액세스 구성을 참조하세요.
Lambda 함수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비스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려면 Lambda 교체 함수에 연결된 보
안 그룹이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비스에 아웃바운드 연결을 허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비스에 연결된 보안 그룹이 Lambda 교체 함수에 인바운드 연결을 허용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
다.

5단계: 보안 암호에 대한 교체 구성
보안 암호에 대한 자동 교체를 켜려면 rotate-secret을 호출합니다. cron() 또는 rate() 일정 표현식을
사용하여 교체 일정을 설정하고 교체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예약 표현식 (p. 127)을 참
조하세요.
aws secretsmanager rotate-secret \
--secret-id MySecret \
--rotation-lambda-arn arn:aws:lambda:Region:123456789012:function:my-rotation-function
\
--rotation-rules "{\"ScheduleExpression\": \"cron(0 16 1,15 * ? *)\", \"Duration\":
\"2h\"}"

다음 단계
the section called “교체 문제 해결” (p. 118) 섹션을 참조하세요.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즉시 교체
교체가 구성된 보안 암호만 교체할 수 있습니다. 교체에 대한 보안 암호가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콘솔
에서 보안 암호를 확인하고 Rotation configuration(교체 구성) 섹션으로 스크롤합니다. Rotation status(교체
상태)가 Enabled(활성)이면 교체에 대한 보안 암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는 AWS CLI에서 describesecret을 호출합니다. 응답에 RotationLambdaARN 및 RotationRules가 있는 경우 교체에 대한 보안
암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 교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베이스 보안 암호 자동 교체(콘솔) (p. 105)
• 자동 교체(콘솔) (p. 108)
• 자동 교체(AWS CLI)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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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암호를 즉시 교체하려면(콘솔)
1.

https://console.aws.amazon.com/secretsmanager/에서 Secrets Manager 콘솔을 엽니다.

2.
3.

보안 암호를 선택합니다.
보안 암호 세부 정보 페이지의 교체 구성(Rotation configuration)에서 보안 암호 즉시 교체(Rotate secret
immediately)를 선택합니다.
보안 암호 교체(Rotate secret) 대화 상자에서 교체(Rotate)를 선택합니다.

4.

보안 암호를 즉시 교체하려면(AWS CLI)
•

rotate-secret 호출:
aws secretsmanager rotate-secret --secret-id mySecret

AWS Secrets Manager 교체 문제 해결
Secrets Manager는 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보안 암호를 교체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교체 작동 방식” (p. 104)을 참조하세요. Lambda 교체 함수는 Secrets Manager뿐만 아니라 보안 암호
가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비스와도 상호 작용합니다. 교체가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먼저
CloudWatch 로그를 확인해야 합니다.

Lambda 함수에 대한 CloudWatch 로그를 보려면
1.
2.

https://console.aws.amazon.com/secretsmanager/에서 Secrets Manager 콘솔을 엽니다.
보안 암호를 선택한 다음 세부 정보 페이지의 교체 구성(Rotation configuration)에서 Lambda 교체 함수
를 선택합니다. Lambda 콘솔이 열립니다.

3.

모니터링(Monitor) 탭에서 로그(Logs)를 선택한 후 CloudWatch에서 로그 보기(View logs in
CloudWatch)를 선택합니다.
CloudWatch 콘솔이 열리고 함수에 대한 로그가 표시됩니다.

로그를 해석하려면
• “환경 변수에서 보안 인증을 찾았습니다.” 이후 활동 없음 (p. 118)
• “createSecret” 이후 활동 없음 (p. 119)
• 오류: “보안 암호 JSON에 키가 없습니다.” (p. 119)
• 오류: “setSecret: 데이터베이스에 로그인할 수 없음” (p. 119)

“환경 변수에서 보안 인증을 찾았습니다.” 이후 활동 없
음
“환경 변수에서 보안 인증을 찾았습니다.” 이후에 활동이 없고 작업이 오래 실행되는 경우(예: 기본 Lambda
제한 시간 30000ms), Secrets Manager 엔드포인트에 연결하는 동안 Lambda 함수가 시간 초과될 수 있습니
다.
Lambda 교체 함수는 Secrets Manager 엔드포인트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Lambda 함수가 인터넷
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경우 퍼블릭 엔드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엔드포인트를 찾으려면 AWS Secrets
Manager 엔드포인트 및 할당량을 참조하세요.
Lambda 함수가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없는 VPC에서 실행되는 경우 VPC 내에서 Secrets Manager 서비스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VPC가 퍼블릭 리전 엔드포인트로 전달된 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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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채서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로 리디렉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VPC 엔드포인트 (p. 129)을 참
조하세요.
또는 VPC에 NAT 게이트웨이 또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추가하여 Lambda 함수를 통해 퍼블릭 Secrets
Manager 엔드포인트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VPC에서 트래픽이 퍼블릭 엔드포인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게이트웨이에 대한 IP 주소가 퍼블릭 인터넷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VPC가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createSecret” 이후 활동 없음
다음은 createSecret 이후에 교체가 중지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VPC 네트워크 ACL은 HTTPS 트래픽 송수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VPC 사용 설명서의 네트워크 ACL을 사용하여 서브넷에 대한 트래픽 제어를 참
조하세요.
Lambda 함수 제한 시간 구성이 너무 짧아서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Lambda 개발자 안내서의 Lambda 함수 옵션 구성을 참조하세요.
Secrets Manager VPC 엔드포인트는 할당된 보안 그룹에서 VPC CIDR 수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VPC 사용 설명서의 보안 그룹을 사용하여 리소스에 대한 트래픽 제어를 참조하
세요.
Secrets Manager VPC 엔드포인트 정책에서는 Lambda에서 VPC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
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Secrets Manager에 대한 VPC 엔드포인트 정책 생성” (p. 130)을 참
조하세요.

오류: “보안 암호 JSON에 키가 없습니다.”
Lambda 교체 함수를 사용하려면 보안 암호 값이 특정 JSON 구조에 있어야 합니다. 이 오류가 표시되면
JSON에 교체 함수에서 액세스하려는 키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각 보안 암호 유형별 JSON 구조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the section called “데이터베이스 보안 암호의 JSON 구조” (p. 53) 단원을 참조하세요.

오류: “setSecret: 데이터베이스에 로그인할 수 없음”
이 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체 함수가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작업 기간이 긴 경우(예: 5000ms 이상) Lambda 교체 함수가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
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또는 인스턴스가 VPC의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실행 중인 경우, 동일한 VPC에서
Lambda 함수가 실행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교체 함수가 서비스와 직접 통신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VPC 액세스 구성을 참조하세요.
Lambda 함수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비스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려면 Lambda 교체 함수에 연결된 보
안 그룹이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비스에 아웃바운드 연결을 허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비스에 연결된 보안 그룹이 Lambda 교체 함수에 인바운드 연결을 허용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
다.
보안 암호의 보안 인증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작업 기간이 짧은 경우 Lambda 교체 함수가 보안 암호의 보안 인증으로 인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AWS CLI 명령 get-secret-value를 사용하여 보안 암호의 AWSCURRENT 및AWSPREVIOUS 버전에
있는 정보로 수동으로 로그인하여 보안 인증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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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에 SSL/TLS 액세스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SSL/TLS 연결이 필요하지만 교체 함수가 암호화되지 않은 연결을 사용하는 경우, 교체
함수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Amazon RDS(Oracle 제외) 및 Amazon DocumentDB에 대
한 교체 함수는 사용 가능한 보안 소켓 계층(SSL) 또는 전송 계층 보안(TLS)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암호화되지 않은 연결을 사용합니다.

Note
2021년 12월 20일 전에 자동 보안 암호 교체을 설정한 경우, 교체 함수는 SSL/TLS를 지원하지
않는 이전 템플릿을 기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SSL/TLS를 사용하는 연결을 지원하려면 교체 함
수를 재생성 (p. 105)해야 합니다.

교체 함수가 언제 생성되었는지 확인하려면
1.

Secrets Manager 콘솔(https://console.aws.amazon.com/secretsmanager/)
에서 보안 암호를 엽니다. 교체 구성(Rotation configuration) 섹션의 Lambda
교체 함수(Lambda rotation function)에서 arn:aws:lambda:awsregion:123456789012:function:SecretsManagerMyRotationFunction 과 같은
Lambda 함수 ARN(Lambda function ARN)을 볼 수 있습니다. ARN 끝에서 함수 이름을 복사합니다
(이 예에서는 SecretsManagerMyRotationFunction 입니다).

2.

AWS Lambda 콘솔(https://console.aws.amazon.com/lambda/)의 함수(Functions) 아래에서 검색 상
자에 Lambda 함수 이름을 붙여넣고 Enter를 선택한 다음 Lambda 함수를 선택합니다.

3.

함수 세부 정보 페이지의 구성(Configuration) 탭에서, 태그(Tags) 아래의 aws:cloudformation:stackname 키 옆에 있는 값을 복사합니다.

4.

AWS CloudFormation 콘솔(https://console.aws.amazon.com/cloudformation)의 스택(Stacks) 아래
에서 검색 상자에 키 값을 붙여넣은 다음 Enter를 선택합니다.

5.

스택 목록은 Lambda 교체 함수를 생성한 스택만 표시되도록 필터링합니다. 생성된 날짜(Created
date) 열에서 스택이 생성된 날짜를 확인합니다. 이것은 Lambda 교체 함수가 생성된 날짜입니다.

AWS Secrets Manager 교체 참조
주제
• AWS Secrets Manager 교체 함수 템플릿 (p. 120)
• AWS Secrets Manager에 대한 Lambda 교체 함수 실행 역할 권한 (p. 125)
• Secrets Manager 교체의 예약 표현식 (p. 127)

AWS Secrets Manager 교체 함수 템플릿
Secrets Manager는 여러 유형의 보안 인증을 위한 교체 함수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템플릿을 사용하려면 다
음 단원을 참조하세요.
• Amazon RDS, Amazon Redshift 및 Amazon DocumentDB 보안 인증 교체 (p. 105)
• 기타 유형의 보안 인증(콘솔 지침) (p. 108)
• 기타 유형의 보안 인증(AWS CLI 지침) (p. 113)

교체 템플릿
Secrets Manager는 다음 교체 함수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p. 121)
• Amazon RDS MariaDB 단일 사용자 (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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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zon RDS MariaDB 대체 사용자 (p. 121)
• Amazon RDS MySQL 단일 사용자 (p. 122)
• Amazon RDS MySQL 대체 사용자 (p. 122)
• Amazon RDS Oracle 단일 사용자 (p. 122)
• Amazon RDS Oracle 대체 사용자 (p. 122)
• Amazon RDS PostgreSQL 단일 사용자 (p. 123)
• Amazon RDS PostgreSQL 대체 사용자 (p. 123)
• Amazon RDS Microsoft SQLServer 단일 사용자 (p. 123)
• Amazon RDS Microsoft SQLServer 대체 사용자 (p. 123)
• Amazon DocumentDB(MongoDB와 호환) 데이터베이스 (p. 124)
• Amazon DocumentDB 단일 사용자 (p. 124)
• Amazon DocumentDB 대체 사용자 (p. 124)
• Amazon Redshift (p. 124)
• Amazon Redshift 단일 사용자 (p. 124)
• Amazon Redshift 대체 사용자 (p. 124)
• 다른 유형의 보안 암호 (p. 124)
템플릿은 Python 3.9를 지원합니다.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주제
• Amazon RDS MariaDB 단일 사용자 (p. 121)
• Amazon RDS MariaDB 대체 사용자 (p. 121)
• Amazon RDS MySQL 단일 사용자 (p. 122)
• Amazon RDS MySQL 대체 사용자 (p. 122)
• Amazon RDS Oracle 단일 사용자 (p. 122)
• Amazon RDS Oracle 대체 사용자 (p. 122)
• Amazon RDS PostgreSQL 단일 사용자 (p. 123)
• Amazon RDS PostgreSQL 대체 사용자 (p. 123)
• Amazon RDS Microsoft SQLServer 단일 사용자 (p. 123)
• Amazon RDS Microsoft SQLServer 대체 사용자 (p. 123)

Amazon RDS MariaDB 단일 사용자
• 템플릿 이름: SecretsManagerRDSMariaDBRotationSingleUser
• 지원되는 데이터베이스/서비스: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
턴스에서 호스팅되는 MariaDB 데이터베이스입니다.
• 교체 전략: 교체 전략: 단일 사용자 (p. 11).
• SecretString 구조: the section called “Amazon RDS MariaDB 보안 암호 구조” (p. 53).
• 소스 코드: https://github.com/aws-samples/aws-secrets-manager-rotation-lambdas/tree/master/
SecretsManagerRDSMariaDBRotationSingleUser/lambda_function.py
• 종속성: PyMySQL 1.0.2

Amazon RDS MariaDB 대체 사용자
• 템플릿 이름: SecretsManagerRDSMariaDBRotationMulti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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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되는 데이터베이스/서비스: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호스팅되는 MariaDB 데이터베이
스입니다.
• 교체 전략: the section called “대체 사용자” (p. 11).
• SecretString 구조: the section called “Amazon RDS MariaDB 보안 암호 구조” (p. 53).
• 소스 코드: https://github.com/aws-samples/aws-secrets-manager-rotation-lambdas/tree/master/
SecretsManagerRDSMariaDBRotationMultiUser/lambda_function.py
• 종속성: PyMySQL 1.0.2

Amazon RDS MySQL 단일 사용자
• 템플릿 이름: SecretsManagerRDSMySQLRotationSingleUser
• 지원되는 데이터베이스/서비스: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
턴스에서 호스팅되는 MySQL 데이터베이스입니다.
• 교체 전략: the section called “단일 사용자” (p. 11).
• 예상 SecretString 구조: the section called “Amazon RDS MySQL 보안 암호 구조” (p. 54).
• 소스 코드: https://github.com/aws-samples/aws-secrets-manager-rotation-lambdas/tree/master/
SecretsManagerRDSMySQLRotationSingleUser/lambda_function.py
• 종속성: PyMySQL 1.0.2

Amazon RDS MySQL 대체 사용자
• 템플릿 이름: SecretsManagerRDSMySQLRotationMultiUser
• 지원되는 데이터베이스/서비스: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호스팅되는 MySQL 데이터베이
스입니다.
• 교체 전략: the section called “대체 사용자” (p. 11).
• 예상 SecretString 구조: the section called “Amazon RDS MySQL 보안 암호 구조” (p. 54).
• 소스 코드: https://github.com/aws-samples/aws-secrets-manager-rotation-lambdas/tree/master/
SecretsManagerRDSMySQLRotationMultiUser/lambda_function.py
• 종속성: PyMySQL 1.0.2

Amazon RDS Oracle 단일 사용자
• 템플릿 이름: SecretsManagerRDSOracleRotationSingleUser
• 지원되는 데이터베이스/서비스: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
턴스에서 호스팅되는 Oracle 데이터베이스입니다.
• 교체 전략: the section called “단일 사용자” (p. 11).
• 예상 SecretString 구조: the section called “Amazon RDS Oracle 보안 암호 구조” (p. 54).
• 소스 코드: https://github.com/aws-samples/aws-secrets-manager-rotation-lambdas/tree/master/
SecretsManagerRDSOracleRotationSingleUser/lambda_function.py
• 종속성: cx_Oracle 6.0.2

Amazon RDS Oracle 대체 사용자
• 템플릿 이름: SecretsManagerRDSOracleRotationMultiUser
• 지원되는 데이터베이스/서비스: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호스팅되는 Oracle 데이터베이스
입니다.
• 교체 전략: the section called “대체 사용자” (p. 11).
• 예상 SecretString 구조: the section called “Amazon RDS Oracle 보안 암호 구조”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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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코드: https://github.com/aws-samples/aws-secrets-manager-rotation-lambdas/tree/master/
SecretsManagerRDSOracleRotationMultiUser/lambda_function.py
• 종속성: cx_Oracle 6.0.2

Amazon RDS PostgreSQL 단일 사용자
• 템플릿 이름: SecretsManagerRDSPostgreSQLRotationSingleUser
• 지원되는 데이터베이스/서비스: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호스팅되는 PostgreSQL 데이터
베이스입니다.
• 교체 전략: 교체 전략: 단일 사용자 (p. 11).
• 예상 SecretString 구조: the section called “Amazon RDS PostgreSQL 보안 암호 구조” (p. 54).
• 소스 코드: https://github.com/aws-samples/aws-secrets-manager-rotation-lambdas/tree/master/
SecretsManagerRDSPostgreSQLRotationSingleUser/lambda_function.py
• 종속성: PyGreSQL 5.0.7

Amazon RDS PostgreSQL 대체 사용자
• 템플릿 이름: SecretsManagerRDSPostgreSQLRotationMultiUser
• 지원되는 데이터베이스/서비스: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호스팅되는 PostgreSQL 데이터
베이스입니다.
• 교체 전략: the section called “대체 사용자” (p. 11).
• 예상 SecretString 구조: the section called “Amazon RDS PostgreSQL 보안 암호 구조” (p. 54).
• 소스 코드: https://github.com/aws-samples/aws-secrets-manager-rotation-lambdas/tree/master/
SecretsManagerRDSPostgreSQLRotationMultiUser/lambda_function.py
• 종속성: PyGreSQL 5.0.7

Amazon RDS Microsoft SQLServer 단일 사용자
• 템플릿 이름: SecretsManagerRDSSQLServerRotationSingleUser
• 지원되는 데이터베이스/서비스: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호스팅되는 Microsoft SQLServer
데이터베이스입니다.
• 교체 전략: the section called “단일 사용자” (p. 11).
• 예상 SecretString 구조: the section called “Amazon RDS Microsoft SQLServer 보안 암호 구
조” (p. 54).
• 소스 코드: https://github.com/aws-samples/aws-secrets-manager-rotation-lambdas/tree/master/
SecretsManagerRDSSQLServerRotationSingleUser/lambda_function.py
• 종속성: Pymssql 2.2.2

Amazon RDS Microsoft SQLServer 대체 사용자
• 템플릿 이름: SecretsManagerRDSSQLServerRotationMultiUser
• 지원되는 데이터베이스/서비스: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호스팅되는 Microsoft SQLServer
데이터베이스입니다.
• 교체 전략: the section called “대체 사용자” (p. 11).
• 예상 SecretString 구조: the section called “Amazon RDS Microsoft SQLServer 보안 암호 구
조” (p. 54).
• 소스 코드: https://github.com/aws-samples/aws-secrets-manager-rotation-lambdas/tree/master/
SecretsManagerRDSSQLServerRotationMultiUser/lambda_function.py
• 종속성: Pymssql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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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DocumentDB(MongoDB와 호환) 데이터베이스
Amazon DocumentDB 단일 사용자
• 템플릿 이름: SecretsManagerMongoDBRotationSingleUser
• 지원되는 데이터베이스/서비스: Amazon DocumentDB
• 교체 전략: the section called “단일 사용자” (p. 11).
• 예상 SecretString 구조: the section called “Amazon DocumentDB 보안 암호 구조” (p. 55).
• 소스 코드: https://github.com/aws-samples/aws-secrets-manager-rotation-lambdas/tree/master/
SecretsManagerMongoDBRotationSingleUser/lambda_function.py
• 종속성: Pymongo 3.2

Amazon DocumentDB 대체 사용자
• 템플릿 이름: SecretsManagerMongoDBRotationMultiUser
• 지원되는 데이터베이스/서비스: Amazon DocumentDB
• 교체 전략: the section called “대체 사용자” (p. 11).
• 예상 SecretString 구조: the section called “Amazon DocumentDB 보안 암호 구조” (p. 55).
• 소스 코드: https://github.com/aws-samples/aws-secrets-manager-rotation-lambdas/tree/master/
SecretsManagerMongoDBRotationMultiUser/lambda_function.py
• 종속성: Pymongo 3.2

Amazon Redshift
Amazon Redshift 단일 사용자
• 템플릿 이름: SecretsManagerRedshiftRotationSingleUser
• 지원되는 데이터베이스/서비스: Amazon Redshift
• 교체 전략: the section called “단일 사용자” (p. 11).
• 예상 SecretString 구조: the section called “Amazon Redshift 보안 구조” (p. 55).
• 소스 코드: https://github.com/aws-samples/aws-secrets-manager-rotation-lambdas/tree/master/
SecretsManagerRedshiftRotationSingleUser/lambda_function.py
• 종속성: PyGreSQL 5.0.7

Amazon Redshift 대체 사용자
• 템플릿 이름: SecretsManagerRedshiftRotationMultiUser
• 지원되는 데이터베이스/서비스: Amazon Redshift
• 교체 전략: the section called “대체 사용자” (p. 11).
• 예상 SecretString 구조: the section called “Amazon Redshift 보안 구조” (p. 55).
• 소스 코드: https://github.com/aws-samples/aws-secrets-manager-rotation-lambdas/tree/master/
SecretsManagerRedshiftRotationMultiUser/lambda_function.py
• 종속성: PyGreSQL 5.0.7

다른 유형의 보안 암호
Secrets Manager은 이 템플릿을 모든 유형의 보안 암호에 대한 교체 함수를 생성할 수 있는 시작점으로 제공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교체 작동 방식” (p. 104)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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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플릿 이름: SecretsManagerRotationTemplate
• 소스 코드: https://github.com/aws-samples/aws-secrets-manager-rotation-lambdas/tree/master/
SecretsManagerRotationTemplate/lambda_function.py

AWS Secrets Manager에 대한 Lambda 교체 함수 실행
역할 권한
Secrets Manager는 Lambda 함수를 사용하여 보안 암호를 교체합니다. Lambda 함수를 실행하기 위해
Lambda 서비스는 IAM 실행 역할을 담당하고 해당 보안 인증을 Lambda 함수의 코드에 제공합니다. 자동 교
체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다음 단원을 참조하세요.
• 데이터베이스 보안 암호 자동 교체(콘솔) (p. 105)
• 자동 교체(콘솔) (p. 108)
• 자동 교체(AWS CLI) (p. 113)
다음 예제에서는 Lambda 교체 함수 실행 역할에 대한 인라인 정책을 보여 줍니다. 실행 역할을 생성하고 권
한 정책을 연결하려면 AWS Lambda 실행 역할을 참조하세요.
예제:
• Lambda 교체 함수 실행 역할에 대한 정책 (p. 125)
• 고객 관리형 키에 대한 정책 설명 (p. 126)
• 대체 사용자 전략에 대한 정책 설명 (p. 126)

Lambda 교체 함수 실행 역할에 대한 정책
다음 예제 정책에서는 교체 함수가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SecretARN에 대한 Secrets Manager 작업을 실행합니다.
• 새 암호를 생성합니다.
•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비스가 VPC에서 실행되는 경우 필수 구성을 설정하십시오. VPC에서 리소스에 액세
스하도록 Lambda 함수 구성을 참조하세요.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ecretsmanager:DescribeSecret",
"secretsmanager:GetSecretValue",
"secretsmanager:PutSecretValue",
"secretsmanager:UpdateSecretVersionStage"
],
"Resource": "SecretARN"
},
{
"Effect": "Allow",
"Action": [
"secretsmanager:GetRandomPassword"
],
"Resour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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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Action": [
"ec2:CreateNetworkInterface",
"ec2:DeleteNetworkInterface",
"ec2:DescribeNetworkInterfaces",
"ec2:DetachNetworkInterface"
],
"Resource": "*",
"Effect": "Allow"

고객 관리형 키에 대한 정책 설명
AWS 관리형 키 aws/secretsmanager 이외의 KMS 키를 사용하여 보안 암호를 암호화할 경우 Lambda 실
행 역할에 키 사용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음 예시에서는 함수가 KMS 키를 검색할 수 있도록 실행 역할
정책에 추가할 선언문을 보여 줍니다.
{

}

"Effect": "Allow",
"Action": [
"kms:Decrypt",
"kms:GenerateDataKey"
],
"Resource": "KMSKeyARN"

대체 사용자 전략에 대한 정책 설명
대체 사용자 교체 전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he section called “교체 전략” (p. 11) 단원을 참조하세요.
다음 예제 정책에서는 함수가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SecretARN에 대한 Secrets Manager 작업을 실행합니다.
• 수퍼유저 보안 암호에서 보안 인증을 검색합니다. 수퍼유저 보안 암호의 보안 인증은 Secrets Manager가
교체된 보안 암호의 보안 인증을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됩니다.
• 새 암호를 생성합니다.
•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비스가 VPC에서 실행되는 경우 필수 구성을 설정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VPC
의 리소스에 액세스하도록 Lambda 함수 구성(Configuring a Lambda function to access resources in a
VPC)을 참조하세요.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ecretsmanager:DescribeSecret",
"secretsmanager:GetSecretValue",
"secretsmanager:PutSecretValue",
"secretsmanager:UpdateSecretVersionStage"
],
"Resource": "SecretARN"
},
{
"Effect": "Allow",
"A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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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secretsmanager:GetSecretValue"
],
"Resource": "SeparateSecretARN"
"Effect": "Allow",
"Action": [
"secretsmanager:GetRandomPassword"
],
"Resource": "*"
"Action": [
"ec2:CreateNetworkInterface",
"ec2:DeleteNetworkInterface",
"ec2:DescribeNetworkInterfaces",
"ec2:DetachNetworkInterface"
],
"Resource": "*",
"Effect": "Allow"

Secrets Manager 교체의 예약 표현식
자동 교체를 켜면 cron() 또는 rate() 표현식을 사용하여 보안 암호 교체 일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rate 표현
식을 사용하면 일 간격으로 반복되는 교체 일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cron 표현식을 사용하면 교체 간격보
다 세부적인 교체 일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Secrets Manager 교체 일정은 UTC 표준 시간대를 사용합니
다.
Secrets Manager는 교체 기간 중 임의의 시점에 보안 암호를 교체합니다. rate() 표현식의 경우, 교체 기간
은 자정에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cron() 표현식의 경우, 교체 기간은 지정한 시점에 시작됩니다. 기본적으
로 교체 기간은 하루가 끝날 때 종료됩니다. 지속 시간(Window duration)을 설정하여 교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교체 기간은 다음 UTC 일로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즉, 시작 시간과 지속 시간을 더한 값이 24시
간 이하여야 합니다.
교체를 켜려면 다음을 참조하세요.
• the section called “데이터베이스 보안 암호 자동 교체(콘솔)” (p. 105)
• the section called “자동 교체(콘솔)” (p. 108)

rate 표현식
Secrets Manager rate 표현식은 다음 형식을 갖습니다. 여기서 Value는 양의 정수이고 Unit은 day 또는
days가 될 수 있습니다.
rate(Value Unit)

예를 들어, rate(8 days)는 보안 암호가 8일마다 교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ron 표현식
cron 표현식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cron(Minutes Hours Day-of-month Month Day-of-week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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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값

와일드카드

Minutes

0이어야 합니다.

Hours

0~23

Day-of-month

1~31

,-*?/L

Month

1~12 또는 JAN~DEC

,-*/

Day-of-week

1~7 또는 SUN~SAT

#,-*?/L

Year

*여야 합니다.

Secrets Manager 교체 기간은 정시에 시작되므로 Secrets Manager에 대한 cron 표현식에서 Minutes 필드의
값은 0이어야 합니다. Secrets Manager는 1년 이상 간격의 교체 일정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Year 필드의 값
은 *여야 합니다.

와일드카드:
• *(별표) 와일드카드는 필드의 모든 값을 포함합니다. Days 필드에서 *는 매일을 의미합니다.
• ,(쉼표) 와일드카드는 추가 값을 포함합니다. Month 필드에서 JAN,APR,JUL,OCT는 1월, 4월, 7월, 10월
을 의미합니다.
• -(대시) 와일드카드는 범위를 지정합니다. Day 필드에서 1–15는 지정된 달의 1일에서 15일까지를 의미합
니다.
• /(슬래시) 와일드카드로 증분을 지정합니다. Days 필드에서 1/10은 10일마다를 의미합니다.
• ?(물음표) 와일드카드는 어떤 한 가지나 다른 것을 지정합니다. 동일한 cron 표현식에 Day-of-month와
Day-of-week 필드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 필드 중 하나에 값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필드에서 반
드시 ?(물음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 Day-of-month 또는 Day-of-week 필드에서 L 와일드카드는 해당 월 또는 주의 마지막 날을 지정합니
다. Day-of-month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요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SUNL은 해당 월의 마
지막 일요일을 의미합니다.
• Day-of-week 필드의 에서는 # 와일드카드는 한 달 중의 특정 요일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TUE#3은 그
달의 세 번째 화요일을 의미합니다.

예
일정(UTC)

표현식

매일 오전 10시

cron(0 10 * * ?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cron(0 18 ? * SAT *)

매월 1일 오전 8시.

cron(0 8 1 * ? *)

매 3개월마다 첫 번째 일요일 오전 1시.

cron(0 1 ? 1/3 SUN#1 *)

매월 마지막날 오후 5시.

cron(0 17 L * ?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cron(0 8 ? * MON-FRI *)

매월 1일과 15일 오후 4시.

cron(0 16 1,15 * ? *)

매월 첫 번째 일요일 자정.

cron(0 0 ? * SUN#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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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Secrets Manager VPC 엔드포인
트 사용
가능한 경우 대부분의 인프라를 퍼블릭 인터넷에서 액세스할 수 없는 프라이빗 네트워크에서 실행하는 것
이 좋습니다. 인터페이스 VPC 엔드포인트를 생성하여 VPC와 Secrets Manager 간에 프라이빗 연결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는 인터넷 게이트웨이, NAT 디바이스, VPN 연결 또는 AWS Direct
Connect 연결 없이 비공개로 Secrets Manager API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WS PrivateLink 기술로
구동됩니다. VPC의 인스턴스는 Secrets Manager API와 통신하는 데 퍼블릭 IP 주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
다. VPC와 Secrets Manager 간의 트래픽은 AWS 네트워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각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는 서브넷에서 하나 이상의 탄력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표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VPC 사용 설명서의 인터페이스 VPC 엔드포인트(AWS PrivateLink)를 참조하세요.

Secrets Manager VPC 엔드포인트에 대한 고려 사항
Secrets Manager에 대한 인터페이스 VPC 엔드포인트를 설정하기 전에 Amazon VPC 사용 설명서에서 인터
페이스 엔드포인트 속성 및 제한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동 보안 암호 교체에서는 Lambda 함수를 사용하며 Lambda 함수는 데이터베이스와 Secret Manager를 모
두 요청합니다. 자동 교체를 설정하면 Secrets Manager가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VPC에 Lambda 함수를 생
성합니다. Lambda 교체 함수에서 Secrets Manager로의 요청이 Amazon 네트워크를 벗어나지 않도록 동일
한 VPC의 Secrets Manager 엔드포인트를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Secrets Manager는 VPC에서 모든 API 작업에 대한 호출 수행을 지원합니다.
AWS CloudTrail 로그를 사용하여 VPC 엔드포인트를 통해 보안 암호 사용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VPC 또는 VPC 엔드포인트에서 시작되지 않은 요청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he section called “예: 권한 및 VPC” (p. 37) 섹션을 참조하세요.

Secrets Manager에 대한 인터페이스 VPC 엔드포인
트 생성
Amazon VPC 콘솔이나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를 사용하여 Secrets Manager 서비스에 대
한 VPC 엔드포인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VPC 사용 설명서의 인터페이스 엔드포
인트 생성을 참조하세요.
다음 서비스 이름을 사용하여 Secrets Manager에 대한 VPC 엔드포인트를 생성합니다.
• com.amazonaws.region.secretsmanager
엔드포인트에 프라이빗 DNS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경우, 리전에 대한 기본 DNS 이름(예:
secretsmanager.us-east-1.amazonaws.com)을 사용하여 Secrets Manager에 API 요청을 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VPC 사용 설명서의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를 통해 서비스 액세스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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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s Manager에 대한 VPC 엔드포인트 정책 생성
Secrets Manager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는 VPC 엔드포인트에 엔드포인트 정책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다음 정보를 지정합니다.
•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보안 주체.
• 수행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 태스크를 수행할 있는 리소스.
자세한 정보는 Amazon VPC 사용 설명서의 VPC 엔드포인트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참조하세
요.

Example 특정 계정에 대한 Secrets Manager 엔드포인트 액세스 활성화
다음 예에서는 123456789012 계정의 모든 사용자와 역할에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

}

"Statement": [
{
"Sid": "AccessSpecificAccount",
"Principal": {"AWS": "123456789012"},
"Action": "secretsmanager:*",
"Effect": "Allow",
"Resource": "*"
}
]

Example Secrets Manager 엔드포인트에서 단일 보안 암호 액세스 활성화
다음 예에서는 액세스 권한을 특정 보안 암호로 제한합니다.
{

}

"Statement": [
{
"Principal": "*",
"Action": "secretsmanager:*",
"Effect": "Allow",
"Resource": [
"arn:aws:secretsmanager:us-east-2:111122223333:secret:SecretName-a1b2c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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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loudFormation에서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생성
CloudFormation 템플릿의 AWS::SecretsManager::Secret 리소스를 사용하여 CloudFormation 스택
에 보안 암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나리오는 먼저 Secrets Manager에서 생성한 암호로 보안 암호를 생성한 다음 동적 참
조 (p. 88)를 사용하여 새 데이터베이스의 자격 증명으로 사용할 보안 암호에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검색합
니다. 아래 예제를 참조하세요.
보안 암호에 리소스 정책을 연결하려면 AWS::SecretsManager::ResourcePolicy 리소스를 사용합니
다.
보안 암호에 Amazon RDS, Amazon Redshift 또는 Amazon DocumentDB 자격 증명이 포함된 경우 보안 암
호에 대한 자동 교체를 설정하려면 AWS::SecretsManager::SecretTargetAttachment 리소스를
사용하여 Secrets Manager가 보안 암호를 교체하는 데 필요한 보안 암호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세부 정보
를 추가합니다. 그런 다음 AWS::SecretsManager::RotationSchedule 리소스를 사용하여 자동 교체
를 설정합니다. 이 리소스에서 Lambda 교체 함수와 교체 일정을 모두 지정합니다. Amazon RDS, Amazon
Redshift 또는 Amazon DocumentDB 자격 증명이 포함된 보안 암호의 경우 제공된 교체 함수 템플릿 (p. 120)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다른 유형의 보안 암호의 경우 교체 함수를 직접 생성한 다음
AWS::SecretsManager::RotationSchedule 리소스를 사용하여 자동 교체를 설정합니다. Secrets
Manager에서는 시작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the section called “다른 유형의 보안 암호” (p. 124)을 제공합니
다.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한 리소스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의 템
플릿 기본 사항 알아보기를 참조하세요. AWS Cloud Development Kit (AWS CDK)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AWS Secrets Manager 라이브러리 구성을 참조하세요.
예
• AWS CloudFormation으로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생성 (p. 131)
•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Amazon RDS MySQL DB 인스턴스에 대한 AWS Secrets Manager 보
안 암호 생성 (p. 132)
•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자동 교체되는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및 Amazon RDS
MySQL DB 인스턴스 생성 (p. 136)
•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자동 교체되는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및 Amazon Redshift
클러스터 생성 (p. 142)
•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자동 교체되는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및 Amazon
DocumentDB 인스턴스 생성 (p. 147)
• AWS Secrets Manager의 AWS CloudFormation 활용 방식 (p. 152)

AWS CloudFormation으로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생성
이 예제에서는 CloudFormationCreatedSecret-a1b2c3d4e5f6이라는 이름의 보안 암호를 생성합니
다. 보안 암호 값은 다음 JSON으로, 보안 암호를 생성할 때 생성된 32자 암호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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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ssword": "EXAMPLE-PASSWORD",
"username": "saanvi"

이 예제에서는 다음 CloudFormation 리소스를 사용합니다.
• AWS::SecretsManager::Secret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한 리소스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의 템
플릿 기본 사항 알아보기를 참조하세요.

JSON
{

}

"Resources": {
"CloudFormationCreatedSecret": {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
"Description": "Simple secret created by AWS CloudFormation.",
"GenerateSecretString": {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saanvi\"}",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32
}
}
}
}

YAML
Resources:
CloudFormationCreated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Simple secret created by AWS CloudFormation.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saanvi"}'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32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Amazon RDS
MySQL DB 인스턴스에 대한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생성
이 예제에서는 보안 암호를 생성하고, 보안 암호의 자격 증명을 사용자와 암호로 사용하는 Amazon RDS
MySQL DB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Secrets Manager는 32자의 암호를 생성합니다. 보안 모범 사례로서 데
이터베이스는 Amazon VPC에 있습니다.
이 템플릿에서 생성한 보안 암호의 교체를 설정하는 자습서는 the section called “단일 사용자 교체” (p. 19)
섹션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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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교체가 이미 설정된 예제는 자동 교체되는 Amazon RDS 자격 증명을 사용한 보안 암호 생성 (p. 136)
섹션을 참조하세요.
이 예제에서는 Secrets Manager에 대해 다음 CloudFormation 리소스를 사용합니다.
• AWS::SecretsManager::Secret
• AWS::SecretsManager::SecretTargetAttachment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한 리소스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의 템
플릿 기본 사항 알아보기를 참조하세요.

JSON
{

"Description": "This is an example template to demonstrate CloudFormation resources for
Secrets Manager",
"Resources": {
"TestVPC": {
"Type": "AWS::EC2::VPC",
"Properties": {
"CidrBlock": "10.0.0.0/16",
"EnableDnsHostnames": true,
"EnableDnsSupport": true,
"Tags": [
{
"Key": "Name",
"Value": "SecretsManagerTutorial"
}
]
}
},
"TestSubnet01": {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
"CidrBlock": "10.0.96.0/19",
"AvailabilityZone": {
"Fn::Select": [
"0",
{
"Fn::GetAZs": {
"Ref": "AWS::Region"
}
}
]
},
"VpcId": {
"Ref": "TestVPC"
}
}
},
"TestSubnet02": {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
"CidrBlock": "10.0.128.0/19",
"AvailabilityZone": {
"Fn::Select": [
"1",
{
"Fn::GetAZs": {
"Ref": "AWS::Reg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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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pcId": {
"Ref": "TestVPC"
}

}
},
"SecretsManagerTutorialAdmin": {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
"Description": "AWS RDS admin credentials",
"GenerateSecretString": {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admin\"}",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32,
"ExcludeCharacters": "/@\"'\\"
}
}
},
"MyDBInstance": {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
"AllocatedStorage": 20,
"DBInstanceClass": "db.t2.micro",
"DBInstanceIdentifier":"SecretsManagerTutorialDB",
"Engine": "mysql",
"DBSubnetGroupName": {
"Ref": "MyDBSubnetGroup"
},
"MasterUsername": {
"Fn::Sub": "{{resolve:secretsmanager:
${SecretsManagerTutorialAdmin}::username}}"
},
"MasterUserPassword": {
"Fn::Sub": "{{resolve:secretsmanager:
${SecretsManagerTutorialAdmin}::password}}"
},
"BackupRetentionPeriod": 0,
"VPCSecurityGroups": [
{
"Fn::GetAtt": [
"TestVPC",
"DefaultSecurityGroup"
]
}
]
}
},
"MyDBSubnetGroup": {
"Type": "AWS::RDS::DBSubnetGroup",
"Properties": {
"DBSubnetGroupDescription": "Test Group",
"SubnetIds": [
{
"Ref": "TestSubnet01"
},
{
"Ref": "TestSubnet02"
}
]
}
},
"SecretRDSInstanceAttachment": {
"Type": "AWS::SecretsManager::SecretTargetAttachment",
"Properties": {
"SecretId": {

134

AWS Secrets Manager 사용 설명서
YAML

}

}

}

}

"Ref": "SecretsManagerTutorialAdmin"
},
"TargetId": {
"Ref": "MyDBInstance"
},
"TargetType": "AWS::RDS::DBInstance"

YAML
Description: >This is an example template to demonstrate CloudFormation resources for
Secrets Manager
Resources:
Test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Hostnames: true
EnableDnsSupport: true
Tags:
- Key: Name
Value: SecretsManagerTutorial
TestSubnet01: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CidrBlock: 10.0.96.0/19
AvailabilityZone: !Select
- '0'
- !GetAZs
Ref: 'AWS::Region'
VpcId: !Ref TestVPC
TestSubnet02: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CidrBlock: 10.0.128.0/19
AvailabilityZone: !Select
- '1'
- !GetAZs
Ref: 'AWS::Region'
VpcId: !Ref TestVPC
SecretsManagerTutorialAdmin: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AWS RDS admin credentials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admin"}'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32
ExcludeCharacters: '"@/\'
MyDBInstance: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AllocatedStorage: 20
DBInstanceClass: db.t2.micro
DBInstanceIdentifier: SecretsManagerTutorialDB
Engine: mysql
DBSubnetGroupName: !Ref MyDBSubnetGroup
MasterUsername: !Sub '{{resolve:secretsmanager:
${SecretsManagerTutorialAdmin}::use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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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UserPassword: !Sub '{{resolve:secretsmanager:
${SecretsManagerTutorialAdmin}::password}}'
BackupRetentionPeriod: 0
VPCSecurityGroups:
- !GetAtt
- TestVPC
- DefaultSecurityGroup
MyDBSubnetGroup:
Type: 'AWS::RDS::DBSubnetGroup'
Properties:
DBSubnetGroupDescription: Test Group
SubnetIds:
- !Ref TestSubnet01
- !Ref TestSubnet02
SecretRDSInstanceAttachmen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TargetAttachment'
Properties:
SecretId: !Ref SecretsManagerTutorialAdmin
TargetId: !Ref MyDBInstance
TargetType: 'AWS::RDS::DBInstance'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자동 교체되는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및 Amazon RDS
MySQL DB 인스턴스 생성
이 예제에서는 보안 암호를 생성하고, 보안 암호의 자격 증명을 사용자와 암호로 사용하는 Amazon RDS
MySQL DB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Secrets Manager는 32자의 암호를 생성합니다. 또한 템플릿은 교체 함
수 템플릿 (p. 120)에서 Lambda 교체 함수를 생성하고 매월 첫째 날 오전 8시에서 오전 10시 사이에 보안 암
호를 자동 교체하도록 구성합니다. 보안 모범 사례로서 DB 인스턴스는 Amazon VPC에 있습니다.
자동 회전이 없는 예제를 보려면 Amazon RDS 자격 증명을 사용한 보안 암호 생성 (p. 132) 섹션을 참조세
요.
이 예제에서는 Secrets Manager에 대해 다음 CloudFormation 리소스를 사용합니다.
• AWS::SecretsManager::Secret
• AWS::SecretsManager::SecretTargetAttachment
• AWS::SecretsManager::RotationSchedule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한 리소스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의 템
플릿 기본 사항 알아보기를 참조하세요.

JSON
{

"Transform": "AWS::SecretsManager-2020-07-23",
"Description": "This is an example template to demonstrate CloudFormation resources for
Secrets Manager",
"Resources": {
"TestVPC": {
"Type": "AWS::EC2::VPC",
"Properties": {
"CidrBlock": "10.0.0.0/16",
"EnableDnsHostnames":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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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ableDnsSupport": true

},
"TestSubnet01": {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
"CidrBlock": "10.0.96.0/19",
"AvailabilityZone": {
"Fn::Select": [
"0",
{
"Fn::GetAZs": {
"Ref": "AWS::Region"
}
}
]
},
"VpcId": {
"Ref": "TestVPC"
}
}
},
"TestSubnet02": {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
"CidrBlock": "10.0.128.0/19",
"AvailabilityZone": {
"Fn::Select": [
"1",
{
"Fn::GetAZs": {
"Ref": "AWS::Region"
}
}
]
},
"VpcId": {
"Ref": "TestVPC"
}
}
},
"SecretsManagerVPCEndpoint": {
"Type": "AWS::EC2::VPCEndpoint",
"Properties": {
"SubnetIds": [
{
"Ref": "TestSubnet01"
},
{
"Ref": "TestSubnet02"
}
],
"SecurityGroupIds": [
{
"Fn::GetAtt": [
"TestVPC",
"DefaultSecurityGroup"
]
}
],
"VpcEndpointType": "Interface",
"ServiceName": {
"Fn::Sub": "com.amazonaws.${AWS::Region}.secretsmanager"
},
"PrivateDnsEnabled": true,
"Vpc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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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 "TestVPC"

}
},
"MyRDSInstanceRotationSecret": {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
"Description": "This is my rds instance secret",
"GenerateSecretString": {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admin\"}",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32,
"ExcludeCharacters": "/@\"'\\"
},
"Tags": [
{
"Key": "AppName",
"Value": "MyApp"
}
]
}
},
"MyDBInstance": {
"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
"AllocatedStorage": 20,
"DBInstanceClass": "db.t2.micro",
"Engine": "mysql",
"DBSubnetGroupName": {
"Ref": "MyDBSubnetGroup"
},
"MasterUsername": {
"Fn::Sub": "{{resolve:secretsmanager:
${MyRDSInstanceRotationSecret}::username}}"
},
"MasterUserPassword": {
"Fn::Sub": "{{resolve:secretsmanager:
${MyRDSInstanceRotationSecret}::password}}"
},
"BackupRetentionPeriod": 0,
"VPCSecurityGroups": [
{
"Fn::GetAtt": [
"TestVPC",
"DefaultSecurityGroup"
]
}
]
}
},
"MyDBSubnetGroup": {
"Type": "AWS::RDS::DBSubnetGroup",
"Properties": {
"DBSubnetGroupDescription": "Test Group",
"SubnetIds": [
{
"Ref": "TestSubnet01"
},
{
"Ref": "TestSubnet02"
}
]
}
},
"SecretRDSInstanceAttachment": {
"Type": "AWS::SecretsManager::SecretTarget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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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
"SecretId": {
"Ref": "MyRDSInstanceRotationSecret"
},
"TargetId": {
"Ref": "MyDBInstance"
},
"TargetType": "AWS::RDS::DBInstance"
}

}

}

},
"MySecretRotationSchedule": {
"Type": "AWS::SecretsManager::RotationSchedule",
"DependsOn": "SecretRDSInstanceAttachment",
"Properties": {
"SecretId": {
"Ref": "MyRDSInstanceRotationSecret"
},
"HostedRotationLambda": {
"RotationType": "MySQLSingleUser",
"RotationLambdaName": "SecretsManagerRotation",
"VpcSecurityGroupIds": {
"Fn::GetAtt": [
"TestVPC",
"DefaultSecurityGroup"
]
},
"VpcSubnetIds": {
"Fn::Join": [
",",
[
{
"Ref": "TestSubnet01"
},
{
"Ref": "TestSubnet02"
}
]
]
}
},
"RotationRules": {
"Duration": 2h,
"ScheduleExpression": "cron(0 8 1 * ? *)"
}
}
}

YAML
--Transform: AWS::SecretsManager-2020-07-23
Description: This is an example template to demonstrate CloudFormation resources for
Secrets Manager
Resources:
#This is the VPC that the rotation Lambda function and the RDS instance will be placed in
Test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Hostnames: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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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bleDnsSupport: true
# Subnet that the rotation Lambda function and the RDS instance will be placed in
TestSubnet01: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CidrBlock: 10.0.96.0/19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Ref: AWS::Region
VpcId:
Ref: TestVPC
TestSubnet02: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CidrBlock: 10.0.128.0/19
AvailabilityZone:
Fn::Select:
- '1'
- Fn::GetAZs:
Ref: AWS::Region
VpcId:
Ref: TestVPC
#VPC endpoint that will enable the rotation Lambda function to make api calls to Secrets
Manager
SecretsManagerVPCEndpoint:
Type: AWS::EC2::VPCEndpoint
Properties:
SubnetIds:
- Ref: TestSubnet01
- Ref: TestSubnet02
SecurityGroupIds:
- Fn::GetAtt:
- TestVPC
- DefaultSecurityGroup
VpcEndpointType: Interface
ServiceName:
Fn::Sub: com.amazonaws.${AWS::Region}.secretsmanager
PrivateDnsEnabled: true
VpcId:
Ref: TestVPC
#This is a Secret resource with a randomly generated password in its SecretString JSON.
MyRDSInstanceRotation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This is my rds instance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admin"}'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32
ExcludeCharacters: "/@\"'\\"
Tags:
- Key: AppName
Value: MyApp
#This is an RDS instance resource. Its master username and password use dynamic
references to resolve values from
#SecretsManager. The dynamic reference guarantees that CloudFormation will not log or
persist the resolved value
#We sub the Secret resource's logical id in order to construct the dynamic reference,
since the Secret's name is being #generated by CloudFormation
MyDB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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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WS::RDS::DBInstance
Properties:
AllocatedStorage: 20
DBInstanceClass: db.t2.micro
Engine: mysql
DBSubnetGroupName:
Ref: MyDBSubnetGroup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MyRDSInstanceRotation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MyRDSInstanceRotationSecret}::password}}"
BackupRetentionPeriod: 0
VPCSecurityGroups:
- Fn::GetAtt:
- TestVPC
- DefaultSecurityGroup
#Database subnet group for the RDS instance
MyDBSubnetGroup:
Type: AWS::RDS::DBSubnetGroup
Properties:
DBSubnetGroupDescription: Test Group
SubnetIds:
- Ref: TestSubnet01
- Ref: TestSubnet02
#This is a SecretTargetAttachment resource which updates the referenced Secret resource
with properties about
#the referenced RDS instance
SecretRDSInstanceAttachmen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TargetAttachment
Properties:
SecretId:
Ref: MyRDSInstanceRotationSecret
TargetId:
Ref: MyDBInstance
TargetType: AWS::RDS::DBInstance
#This is a RotationSchedule resource. It configures rotation of password for the
referenced secret using a rotation lambda function
#The first rotation happens at resource creation time, with subsequent rotations
scheduled according to the rotation rules
#We explicitly depend on the SecretTargetAttachment resource being created to ensure that
the secret contains all the
#information necessary for rotation to succeed
MySecretRotationSchedule:
Type: AWS::SecretsManager::RotationSchedule
DependsOn: SecretRDSInstanceAttachment
Properties:
SecretId:
Ref: MyRDSInstanceRotationSecret
HostedRotationLambda:
RotationType: MySQLSingleUser
RotationLambdaName: SecretsManagerRotation
VpcSecurityGroupIds:
Fn::GetAtt:
- TestVPC
- DefaultSecurityGroup
VpcSubnetIds:
Fn::Join:
- ","
- - Ref: TestSubnet01
- Ref: TestSubnet02
RotationRules:
Duration: 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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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Expression: 'cron(0 8 1 * ? *)'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자동 교체되
는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및 Amazon
Redshift 클러스터 생성
이 예제에서는 보안 암호를 생성하고, 보안 암호의 자격 증명을 사용자와 암호로 사용하는 Amazon Redshift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또한 템플릿은 교체 함수 템플릿 (p. 120)에서 Lambda 교체 함수를 생성하고 매월
첫째 날 오전 8시에서 오전 10시 사이에 보안 암호를 자동 교체하도록 구성합니다. 보안 모범 사례로서 클러
스터는 Amazon VPC에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Secrets Manager에 대해 다음 CloudFormation 리소스를 사용합니다.
• AWS::SecretsManager::Secret
• AWS::SecretsManager::SecretTargetAttachment
• AWS::SecretsManager::RotationSchedule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한 리소스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의 템
플릿 기본 사항 알아보기를 참조하세요.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2010-09-09",
"Transform":"AWS::SecretsManager-2020-07-23",
"Resources":{
"TestVPC":{
"Type":"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10.0.0.0/16",
"EnableDnsHostnames":true,
"EnableDnsSupport":true
}
},
"TestSubnet01":{
"Type":"AWS::EC2::Subnet",
"Properties":{
"CidrBlock":"10.0.96.0/19",
"AvailabilityZone":{
"Fn::Select":[
"0",
{
"Fn::GetAZs":{
"Ref":"AWS::Region"
}
}
]
},
"VpcId":{
"Ref":"TestVPC"
}
}
},
"TestSubnet02":{
"Type":"AWS::EC2::Su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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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CidrBlock":"10.0.128.0/19",
"AvailabilityZone":{
"Fn::Select":[
"1",
{
"Fn::GetAZs":{
"Ref":"AWS::Region"
}
}
]
},
"VpcId":{
"Ref":"TestVPC"
}
}

},
"SecretsManagerVPCEndpoint":{
"Type":"AWS::EC2::VPCEndpoint",
"Properties":{
"SubnetIds":[
{
"Ref":"TestSubnet01"
},
{
"Ref":"TestSubnet02"
}
],
"SecurityGroupIds":[
{
"Fn::GetAtt":[
"TestVPC",
"DefaultSecurityGroup"
]
}
],
"VpcEndpointType":"Interface",
"ServiceName":{
"Fn::Sub":"com.amazonaws.${AWS::Region}.secretsmanager"
},
"PrivateDnsEnabled":true,
"VpcId":{
"Ref":"TestVPC"
}
}
},
"MyRedshiftSecret":{
"Type":"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This is my rds instance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username\": \"admin\"}",
"GenerateStringKey":"password",
"PasswordLength":16,
"ExcludeCharacters":"\"@/\\"
},
"Tags":[
{
"Key":"AppName",
"Value":"MyApp"
}
]
}
},
"MyRedshiftCluster":{
"Type":"AWS::Redshift::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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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DBName":"myyamldb",
"NodeType":"ds2.xlarge",
"ClusterType":"single-node",
"ClusterSubnetGroupName":{
"Ref":"ResdshiftSubnetGroup"
},
"MasterUsername":{
"Fn::Sub":"{{resolve:secretsmanager:${MyRedshiftSecret}::username}}"
},
"MasterUserPassword":{
"Fn::Sub":"{{resolve:secretsmanager:${MyRedshiftSecret}::password}}"
},
"PubliclyAccessible":false,
"VpcSecurityGroupIds":[
{
"Fn::GetAtt":[
"TestVPC",
"DefaultSecurityGroup"
]
}
]
}

},
"ResdshiftSubnetGroup":{
"Type":"AWS::Redshift::ClusterSubnetGroup",
"Properties":{
"Description":"Test Group",
"SubnetIds":[
{
"Ref":"TestSubnet01"
},
{
"Ref":"TestSubnet02"
}
]
}
},
"SecretRedshiftAttachment":{
"Type":"AWS::SecretsManager::SecretTargetAttachment",
"Properties":{
"SecretId":{
"Ref":"MyRedshiftSecret"
},
"TargetId":{
"Ref":"MyRedshiftCluster"
},
"TargetType":"AWS::Redshift::Cluster"
}
},
"MySecretRotationSchedule":{
"Type":"AWS::SecretsManager::RotationSchedule",
"DependsOn":"SecretRedshiftAttachment",
"Properties":{
"SecretId":{
"Ref":"MyRedshiftSecret"
},
"HostedRotationLambda":{
"RotationType":"RedshiftSingleUser",
"RotationLambdaName":"SecretsManagerRotationRedshift",
"VpcSecurityGroupIds":{
"Fn::GetAtt":[
"TestVPC",
"DefaultSecurityGrou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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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cSubnetIds":{
"Fn::Join":[
",",
[
{
"Ref":"TestSubnet01"
},
{
"Ref":"TestSubnet02"
}
]
]
}

}

}

}

}

},
"RotationRules":{
"Duration": "2h",
"ScheduleExpression": "cron(0 8 1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Transform: AWS::SecretsManager-2020-07-23
Resources:
Test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Hostnames: true
EnableDnsSupport: true
TestSubnet01: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CidrBlock: 10.0.96.0/19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Ref: AWS::Region
VpcId:
Ref: TestVPC
TestSubnet02: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CidrBlock: 10.0.128.0/19
AvailabilityZone:
Fn::Select:
- '1'
- Fn::GetAZs:
Ref: AWS::Region
VpcId:
Ref: TestVPC
SecretsManagerVPCEndpoint:
Type: AWS::EC2::VPCEndpoint
Properties:
SubnetIds:
- Ref: TestSubnet01
- Ref: TestSubnet02
SecurityGroup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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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n::GetAtt:
- TestVPC
- DefaultSecurityGroup
VpcEndpointType: Interface
ServiceName:
Fn::Sub: com.amazonaws.${AWS::Region}.secretsmanager
PrivateDnsEnabled: true
VpcId:
Ref: TestVPC
MyRedshift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Description: This is my rds instance secret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admin"}'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16
ExcludeCharacters: "\"@/\\"
Tags:
- Key: AppName
Value: MyApp
MyRedshiftCluster:
Type: AWS::Redshift::Cluster
Properties:
DBName: myyamldb
NodeType: ds2.xlarge
ClusterType: single-node
ClusterSubnetGroupName:
Ref: ResdshiftSubnetGroup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MyRedshift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MyRedshiftSecret}::password}}"
PubliclyAccessible: false
VpcSecurityGroupIds:
- Fn::GetAtt:
- TestVPC
- DefaultSecurityGroup
ResdshiftSubnetGroup:
Type: AWS::Redshift::ClusterSubnetGroup
Properties:
Description: Test Group
SubnetIds:
- Ref: TestSubnet01
- Ref: TestSubnet02
SecretRedshiftAttachmen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TargetAttachment
Properties:
SecretId:
Ref: MyRedshiftSecret
TargetId:
Ref: MyRedshiftCluster
TargetType: AWS::Redshift::Cluster
MySecretRotationSchedule:
Type: AWS::SecretsManager::RotationSchedule
DependsOn: SecretRedshiftAttachment
Properties:
SecretId:
Ref: MyRedshiftSecret
HostedRotationLambda:
RotationType: RedshiftSingleUser
RotationLambdaName: SecretsManagerRotationRedshift
VpcSecurityGroupIds:
Fn::GetAtt:
- TestVPC
- DefaultSecurity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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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cSubnetIds:
Fn::Join:
- ","
- - Ref: TestSubnet01
- Ref: TestSubnet02
RotationRules:
Duration: 2h
ScheduleExpression: 'cron(0 8 1 * ? *)'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자동 교체되
는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및 Amazon
DocumentDB 인스턴스 생성
이 예제에서는 보안 암호를 생성하고, 보안 암호의 자격 증명을 사용자와 암호로 사용하는 Amazon
DocumentDB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보안 암호에는 보안 암호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를 정의하는 리소
스 기반 정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템플릿은 교체 함수 템플릿 (p. 120)에서 Lambda 교체 함수를 생성
하고 매월 첫째 날 오전 8시에서 오전 10시 사이에 보안 암호를 자동 교체하도록 구성합니다. 보안 모범 사례
로서 인스턴스는 Amazon VPC에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Secrets Manager에 대해 다음 CloudFormation 리소스를 사용합니다.
• AWS::SecretsManager::Secret
• AWS::SecretsManager::SecretTargetAttachment
• AWS::SecretsManager::RotationSchedule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한 리소스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 사용 설명서의 템
플릿 기본 사항 알아보기를 참조하세요.

JSON
{

"AWSTemplateFormatVersion":"2010-09-09",
"Transform":"AWS::SecretsManager-2020-07-23",
"Resources":{
"TestVPC":{
"Type":"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10.0.0.0/16",
"EnableDnsHostnames":true,
"EnableDnsSupport":true
}
},
"TestSubnet01":{
"Type":"AWS::EC2::Subnet",
"Properties":{
"CidrBlock":"10.0.96.0/19",
"AvailabilityZone":{
"Fn::Select":[
"0",
{
"Fn::GetAZs":{
"Ref":"AWS::Reg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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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VpcId":{
"Ref":"TestVPC"
}

}
},
"TestSubnet02":{
"Type":"AWS::EC2::Subnet",
"Properties":{
"CidrBlock":"10.0.128.0/19",
"AvailabilityZone":{
"Fn::Select":[
"1",
{
"Fn::GetAZs":{
"Ref":"AWS::Region"
}
}
]
},
"VpcId":{
"Ref":"TestVPC"
}
}
},
"SecretsManagerVPCEndpoint":{
"Type":"AWS::EC2::VPCEndpoint",
"Properties":{
"SubnetIds":[
{
"Ref":"TestSubnet01"
},
{
"Ref":"TestSubnet02"
}
],
"SecurityGroupIds":[
{
"Fn::GetAtt":[
"TestVPC",
"DefaultSecurityGroup"
]
}
],
"VpcEndpointType":"Interface",
"ServiceName":{
"Fn::Sub":"com.amazonaws.${AWS::Region}.secretsmanager"
},
"PrivateDnsEnabled":true,
"VpcId":{
"Ref":"TestVPC"
}
}
},
"MyDocDBClusterRotationSecret":{
"Type":"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username\": \"someadmin\",\"ssl\": true}",
"GenerateStringKey":"password",
"PasswordLength":16,
"ExcludeCharacters":"\"@/\\"
},
"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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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Key":"AppName",
"Value":"MyApp"

}
},
"MyDocDBCluster":{
"Type":"AWS::DocDB::DBCluster",
"Properties":{
"DBSubnetGroupName":{
"Ref":"MyDBSubnetGroup"
},
"MasterUsername":{
"Fn::Sub":"{{resolve:secretsmanager:
${MyDocDBClusterRotationSecret}::username}}"
},
"MasterUserPassword":{
"Fn::Sub":"{{resolve:secretsmanager:
${MyDocDBClusterRotationSecret}::password}}"
},
"VpcSecurityGroupIds":[
{
"Fn::GetAtt":[
"TestVPC",
"DefaultSecurityGroup"
]
}
]
}
},
"DocDBInstance":{
"Type":"AWS::DocDB::DBInstance",
"Properties":{
"DBClusterIdentifier":{
"Ref":"MyDocDBCluster"
},
"DBInstanceClass":"db.r5.large"
}
},
"MyDBSubnetGroup":{
"Type":"AWS::DocDB::DBSubnetGroup",
"Properties":{
"DBSubnetGroupDescription":"",
"SubnetIds":[
{
"Ref":"TestSubnet01"
},
{
"Ref":"TestSubnet02"
}
]
}
},
"SecretDocDBClusterAttachment":{
"Type":"AWS::SecretsManager::SecretTargetAttachment",
"Properties":{
"SecretId":{
"Ref":"MyDocDBClusterRotationSecret"
},
"TargetId":{
"Ref":"MyDocDBCluster"
},
"TargetType":"AWS::DocDB::DBClust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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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ySecretRotationSchedule":{
"Type":"AWS::SecretsManager::RotationSchedule",
"DependsOn":"SecretDocDBClusterAttachment",
"Properties":{
"SecretId":{
"Ref":"MyDocDBClusterRotationSecret"
},
"HostedRotationLambda":{
"RotationType":"MongoDBSingleUser",
"RotationLambdaName":"MongoDBSingleUser",
"VpcSecurityGroupIds":{
"Fn::GetAtt":[
"TestVPC",
"DefaultSecurityGroup"
]
},
"VpcSubnetIds":{
"Fn::Join":[
",",
[
{
"Ref":"TestSubnet01"
},
{
"Ref":"TestSubnet02"
}
]
]
}
},
"RotationRules":{
"Duration": "2h",
"ScheduleExpression": "cron(0 8 1 * ? *)"
}
}
}

YAML
AWSTemplateFormatVersion: '2010-09-09'
Transform: AWS::SecretsManager-2020-07-23
Resources:
TestVPC:
Type: AWS::EC2::VPC
Properties:
CidrBlock: 10.0.0.0/16
EnableDnsHostnames: true
EnableDnsSupport: true
TestSubnet01:
Type: AWS::EC2::Subnet
Properties:
CidrBlock: 10.0.96.0/19
AvailabilityZone:
Fn::Select:
- '0'
- Fn::GetAZs:
Ref: AWS::Region
VpcId:
Ref: TestVPC
TestSubnet02:
Type: AWS::EC2::Sub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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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CidrBlock: 10.0.128.0/19
AvailabilityZone:
Fn::Select:
- '1'
- Fn::GetAZs:
Ref: AWS::Region
VpcId:
Ref: TestVPC
SecretsManagerVPCEndpoint:
Type: AWS::EC2::VPCEndpoint
Properties:
SubnetIds:
- Ref: TestSubnet01
- Ref: TestSubnet02
SecurityGroupIds:
- Fn::GetAtt:
- TestVPC
- DefaultSecurityGroup
VpcEndpointType: Interface
ServiceName:
Fn::Sub: com.amazonaws.${AWS::Region}.secretsmanager
PrivateDnsEnabled: true
VpcId:
Ref: TestVPC
MyDocDBClusterRotationSecre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
Properties:
GenerateSecretString:
SecretStringTemplate: '{\"username\": \"someadmin\",\"ssl\": true}'
GenerateStringKey: password
PasswordLength: 16
ExcludeCharacters: "\"@/\\"
Tags:
- Key: AppName
Value: MyApp
MyDocDBCluster:
Type: AWS::DocDB::DBCluster
Properties:
DBSubnetGroupName:
Ref: MyDBSubnetGroup
MasterUsername:
Fn::Sub: "{{resolve:secretsmanager:${MyDocDBClusterRotationSecret}::username}}"
MasterUserPassword:
Fn::Sub: "{{resolve:secretsmanager:${MyDocDBClusterRotationSecret}::password}}"
VpcSecurityGroupIds:
- Fn::GetAtt:
- TestVPC
- DefaultSecurityGroup
DocDBInstance:
Type: AWS::DocDB::DBInstance
Properties:
DBClusterIdentifier:
Ref: MyDocDBCluster
DBInstanceClass: db.r5.large
MyDBSubnetGroup:
Type: AWS::DocDB::DBSubnetGroup
Properties:
DBSubnetGroupDescription: ''
SubnetIds:
- Ref: TestSubnet01
- Ref: TestSubnet02
SecretDocDBClusterAttachment:
Type: AWS::SecretsManager::SecretTargetAttachment
Properties:
Secret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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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MyDocDBClusterRotationSecret
TargetId:
Ref: MyDocDBCluster
TargetType: AWS::DocDB::DBCluster
MySecretRotationSchedule:
Type: AWS::SecretsManager::RotationSchedule
DependsOn: SecretDocDBClusterAttachment
Properties:
SecretId:
Ref: MyDocDBClusterRotationSecret
HostedRotationLambda:
RotationType: MongoDBSingleUser
RotationLambdaName: MongoDBSingleUser
VpcSecurityGroupIds:
Fn::GetAtt:
- TestVPC
- DefaultSecurityGroup
VpcSubnetIds:
Fn::Join:
- ","
- - Ref: TestSubnet01
- Ref: TestSubnet02
RotationRules:
Duration: 2h
ScheduleExpression: 'cron(0 8 1 * ? *)'

AWS Secrets Manager의 AWS CloudFormation 활
용 방식
콘솔을 사용하여 교체를 활성화하면 Secrets Manager는 AWS CloudFormation을 사용하여 교체를 위한 리
소스를 생성합니다. 그 과정에서 새 교체 함수를 생성하면 AWS CloudFormation은 적절한 교체 함수 템플
릿 (p. 120)을 기반으로 AWS::Serverless::Function을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AWS CloudFormation은
보안 암호에 대한 교체 함수 및 교체 규칙을 설정하는 RotationSchedule을 설정합니다. 자동 교체를 활성
화한 후 배너에서 스택 보기(View stack)를 선택하여 AWS CloudFormation 스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자동 교체 활성화에 대한 정보는 보안 암호 교체 (p. 104)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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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모
니터링
AWS는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를 관찰하고, 문제 발생 시 보고를 하며 적절한 경우 자동 조치를 취하는
모니터링 도구를 제공합니다. 예기치 않은 사용 또는 변경을 조사해야 하는 경우 로그를 사용하여 원치 않는
변경 사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안 암호의 부적절한 사용 및 보안 암호 삭제 시도에 대한 자동 검사
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AWS는 다음 모니터링 도구를 제공합니다.
• AWS CloudTrail은 직접 수행하거나 AWS 계정을 대신하여 수행한 API 호출 및 관련 이벤트를 캡처하고 지
정한 Amazon S3 버킷에 로그 파일을 전송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AWS CloudTrail를 사
용한 로깅 ” (p. 153)을 참조하십시오.
• Amazon CloudWatch는 AWS에서 실행하는 AWS 리소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
다. 지표를 수집 및 추적하고, 사용자 지정 대시보드를 생성할 수 있으며, 지정된 지표가 지정한 임계값
에 도달하면 사용자에게 알리거나 조치를 취하도록 경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AWS Secrets Manager로 AWS CloudTrail 이벤트 로
깅
AWS CloudTrail은 Secrets Manager 콘솔의 호출과 교체 및 보안 암호 버전 삭제에 대한 다른 여러 이벤트를
포함하여Secrets Manager에 대한 모든 API 호출을 이벤트로 기록합니다.
CloudTrail 콘솔을 사용하여 지난 90일 동안 기록된 이벤트를 볼 수 있습니다. Secrets Manager에 대한 이벤
트를 포함하여 AWS 계정의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려면 CloudTrail이 Amazon S3 버킷에 로그 파일을
전달하도록 추적을 생성하십시오. AWS 계정에 대한 추적 생성을 참조하세요. 또한 여러 AWS 계정 및 AWS
리전에서 CloudTrail 로그 파일을 수신하도록 CloudTrail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CloudTrail 로그에 수집된 데이터를 좀 더 분석하고 작업하도록 다른 AWS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CloudTrail 로그와의 AWS 서비스 통합을 참조하세요. CloudTrail이 Amazon S3 버킷에 새 로그 파일을 게시
할 때도 이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CloudTrail에 대한 Amazon SNS 알림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CloudTrail 로그에서 Secrets Manager 이벤트를 검색하려면(콘솔)
1.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trail/에서 CloudTrail 콘솔을 엽니다.

2.

콘솔에서 이벤트가 발생한 리전을 가리키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콘솔에는 선택한 리전에서 발생한 이벤
트만 표시됩니다.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드롭다운 목록에서 리전을 선택합니다.

3.

왼쪽 탐색 창에서 Event history(이벤트 기록)을 선택합니다.

4.

필터 기준 및/또는 시간 범위를 선택하면 원하는 이벤트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모든
Secrets Manager 이벤트를 보려면 속성 선택(Select attribute)에서 이벤트 소스(Event source)를 선택합
니다. 그런 다음 이벤트 소스 입력에서 secretsmanager.amazonaws.com을 선택합니다.

5.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이벤트 옆에 있는 확장 화살표를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보려면 이
벤트 보기를 선택합니다.

CloudTrail 로그에서 Secrets Manager 이벤트를 검색하려면(AWS CLI)
•

AWS CLI에서 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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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loudtrail lookup-events --region us-east-1 --lookup-attributes
AttributeKey=EventSource,AttributeValue=secretsmanager.amazonaws.com

Secrets Manager 로그 항목
CancelRotateSecret
CancelRotateSecret 작업에 의해 생성됩니다. 교체에 대한 정보는 보안 암호 교체 (p. 104)를 참조하세
요.
CancelSecretVersionDelete
버전이 있는 암호에 대해 DeleteSecret을 호출한 다음 나중에 RestoreSecret을 호출하면 Secrets
Manager는 복원된 각 보안 암호 버전에 대해 이 이벤트를 로그합니다. 삭제된 보안 암호 복원에 대한 정
보는 the section called “보안 암호 복원” (p. 62)을 참조하세요.
CreateSecret
CreateSecret 작업에 의해 생성됩니다. 보안 암호 생성에 대한 정보는 보안 암호 생성 및 관리 (p. 51)를
참조하세요.
DeleteResourcePolicy
DeleteResourcePolicy 작업에 의해 생성됩니다. 권한에 대한 정보는 인증 및 액세스 제어 (p. 29)를 참조
하세요.
DeleteSecret
DeleteSecret 작업에 의해 생성됩니다. 보안 암호 삭제에 대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보안 암호 삭
제” (p. 60)를 참조하세요.
DescribeSecret
DescribeSecret 작업에 의해 생성됩니다.
EndSecretVersionDelete
보안 암호 버전이 삭제되면 생성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보안 암호 삭제” (p. 60)을 참
조하십시오.
GetRandomPassword
GetRandomPassword 작업에 의해 생성됩니다.
GetResourcePolicy
GetResourcePolicy 작업에 의해 생성됩니다. 권한에 대한 정보는 인증 및 액세스 제어 (p. 29)를 참조하
세요.
GetSecretValue
GetSecretValue 작업에 의해 생성됩니다. 보안 암호 검색에 대한 정보는 보안 암호 검색 (p. 67)를 참조
하세요.
ListSecrets
ListSecrets 작업에 의해 생성됩니다. 보안 암호 목록에 대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보안 암호 찾
기” (p. 59)를 참조하세요.
ListSecretVersionIds
ListSecretVersionIds 작업에 의해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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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tResourcePolicy
PutResourcePolicy 작업에 의해 생성됩니다. 권한에 대한 정보는 인증 및 액세스 제어 (p. 29)를 참조하
세요.
PutSecretValue
PutSecretValue 작업에 의해 생성됩니다. 보안 암호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보안 암
호 수정” (p. 57)을 참조하세요.
RemoveRegionsFromReplication
RemoveRegionsFromReplication 작업에 의해 생성됩니다. 보안 암호 복제에 대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다른 리전으로 보안 암호 복제” (p. 63)를 참조하세요.
ReplicateSecretToRegions
ReplicateSecretToRegions 작업에 의해 생성됩니다. 보안 암호 복제에 대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다른 리전으로 보안 암호 복제” (p. 63)를 참조하세요.
RestoreSecret
RestoreSecret 작업에 의해 생성됩니다. 삭제된 보안 암호 복원에 대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보안
암호 복원” (p. 62)을 참조하세요.
RotateSecret
RotateSecret 작업에 의해 생성됩니다. 교체에 대한 정보는 보안 암호 교체 (p. 104)를 참조하세요.
RotationStarted
Secrets Manager가 보안 암호 교체를 시작하면 생성됩니다. 교체에 대한 정보는 보안 암호 교
체 (p. 104)를 참조하세요.
RotationAbandoned
Secrets Manager가 교체 시도를 중단하고 기존 보안 암호 버전에서 AWSPENDING 레이블을 제거하면
생성됩니다. Secrets Manager는 교체 중에 보안 암호의 새 버전을 생성하면 교체를 중단합니다. 교체에
대한 정보는 보안 암호 교체 (p. 104)를 참조하세요.
RotationFailed
교체가 실패하면 생성됩니다. 교체에 대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교체 문제 해결” (p. 118)를 참조하
세요.
RotationSucceeded
보안 암호가 성공적으로 교체되면 생성됩니다. 교체에 대한 정보는 보안 암호 교체 (p. 104)를 참조하세
요.
StartSecretVersionDelete
Secrets Manager가 보안 암호 버전 삭제를 시작하면 생성됩니다. 보안 암호 삭제에 대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보안 암호 삭제” (p. 60)를 참조하세요.
StopReplicationToReplica
StopReplicationToReplica 작업에 의해 생성됩니다. 보안 암호 복제에 대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다
른 리전으로 보안 암호 복제” (p. 63)를 참조하세요.
TagResource
TagResource 작업에 의해 생성됩니다. 보안 암호 태그 지정에 대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보안 암
호 태그 지정” (p. 66)을 참조하세요.
TestRotationStarted
Secrets Manager에서 즉시 교체가 예약되지 않은 보안 암호에 대한 교체 테스트를 시작하면 생성됩니
다. 교체에 대한 정보는 보안 암호 교체 (p. 104)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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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RotationSucceeded
Secrets Manager에서 즉시 교체가 예약되지 않은 보안 암호에 대한 교체를 성공적으로 테스트하면 생
성됩니다. 교체에 대한 정보는 보안 암호 교체 (p. 104)를 참조하세요.
TestRotationFailed
Secrets Manager에서 즉시 교체가 예약되지 않은 보안 암호에 대한 교체를 테스트하고 교체가 실패하
면 생성됩니다. 교체에 대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교체 문제 해결” (p. 118)를 참조하세요.
UntagResource
UntagResource 작업에 의해 생성됩니다. 보안 암호 태그 해제에 대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보안 암
호 태그 지정” (p. 66)을 참조하세요.
UpdateSecret
UpdateSecret 작업에 의해 생성됩니다. 보안 암호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보안 암호
수정” (p. 57)을 참조하세요.
UpdateSecretVersionStage
UpdateSecretVersionStage 작업에 의해 생성됩니다. 버전 단계에 대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버
전” (p. 11)을 참조하세요.
ValidateResourcePolicy
ValidateResourcePolicy 작업에 의해 생성됩니다. 권한에 대한 정보는 인증 및 액세스 제어 (p. 29)를 참
조하세요.

로그 항목 예
{

"eventVersion": "1.08",
"userIdentity": {
"accountId": "123456789012",
"invokedBy": "secretsmanager.amazonaws.com"
},
"eventTime": "2022-09-13T02:17:48Z",
"eventSource": "secretsmanager.amazonaws.com",
"eventName": "RotationFailed",
"awsRegion": "us-east-2",
"sourceIPAddress": "secretsmanager.amazonaws.com",
"userAgent": "secretsmanager.amazonaws.com",
"errorMessage": "Error when executing lambda arn:aws:lambda:useast-2:123456789012:function:SecretsManagertest-alternating-users-rotation2 during
setSecret step",
"requestParameters": null,
"responseElements": null,
"additionalEventData": {
"SecretId": "arn:aws:secretsmanager:us-east-2:123456789012:secret:MyDatabaseSecreta1b2c3"
},
"requestID": "Rotation-arn:aws:secretsmanager:useast-2:123456789012:secret:MyDatabaseSecret-a1b2c3-eeb681b1-a07d-4aeb-9b61-1ee6590ec295",
"eventID": "EXAMPLE3-90ab-cdef-fedc-ba987EXAMPLE",
"readOnly": false,
"eventType": "AwsServiceEvent",
"managementEvent": true,
"recipientAccountId": "123456789012",
"eventCategory": "Manag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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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CloudWatch를 사용한 AWS Secrets
Manager 모니터링
원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읽기 가능하며 실시간에 가까운 지표로 처리하는 Amazon CloudWatch를 통해
AWS Secrets Manager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15개월간 보관되므로 기록 정보에 액세스
하고 웹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임
계값을 주시하다가 해당 임계값이 충족될 때 알림을 전송하거나 조치를 취하도록 경보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Secrets Manager의 경우 CloudWatch를 사용하여 API 요청 비율 또는 계정의 보안 암호 수가 특정 임계값에
도달할 때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CloudWatch를 사용하여 예상 Secrets Manager 요금을 모니터링할 수
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상 AWS 요금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결제 경보 생성을 참조하세요.
주제
• Secrets Manager 지표 및 차원 (p. 157)
• 경보를 생성하여 Secrets Manager 지표 모니터링하기 (p. 158)
• Secrets Manager 이벤트 (p. 158)
• Amazon CloudWatch Synthetics canary (p. 158)
• Amazon CloudWatch를 사용하여 삭제 예정인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를 모니터링합니
다. (p. 158)

Secrets Manager 지표 및 차원
AWS/SecretsManager 네임스페이스에는 다음 지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표

설명

ResourceCount

계정의 보안 암호 수이며 삭제하도록 표시된 보안 암호를 포함합니다. 지표는
매시간 게시됩니다.
단위: 개수

Secrets Manager 지표의 차원입니다.
측정기준

설명

Service

리소스가 포함된 AWS 서비스의 이름 Secrets Manager에서 이 차원
의 값은 Secrets Manager입니다.

Type

보고되는 엔터티의 유형입니다. Secrets Manager에서 이 차원의 값은
Resource입니다.

Resource

실행 중인 리소스의 유형입니다. Secrets Manager에서 이 차원의 값
은 SecretCount입니다.

Class

없음.

CloudWatch 지표를 사용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는 Secrets Manager API 요청에는
GetSecretValue,DescribeSecret,ListSecrets, 기타가 포함됩니다. 지표를 찾으려면 CloudWatch
콘솔에서 모든 지표(All metrics)를 클릭한 후 검색 상자에 secrets와 같이 검색 단어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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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를 생성하여 Secrets Manager 지표 모니터링하기
지표 값이 변화하면 Amazon SNS 메시지를 보내고 경보가 상태를 변경하도록 하는 CloudWatch 경보를 만
들 수 있습니다. 경보는 지정한 기간에 지표를 감시하고 여러 기간에 지정된 임계값에 대한 지표 값을 기준으
로 작업을 수행합니다. 경보는 지속적인 상태 변경에 대해서만 작업을 호출합니다. CloudWatch 경보는 특정
상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태스크를 호출하지 않습니다. 상태가 변경되고 지정한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경보 사용을 참조하세요.

Secrets Manager 이벤트
Secrets Manager는 Amazon EventBridge와 통합하여 보안 암호에 영향을 주는 특정 이벤트를 사용자에게
알립니다. Amazon EventBridge를 사용하면 Get* API 호출 이외에 발생하는 Secrets Manager 이벤트에 알
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를 찾은 다음 구독자에게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Amazon
SNS 주제로 새로 생성된 이벤트를 전송하는 EventBridge 규칙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벤트에 응답하는 Amazon EventBridge 규칙 생성을 참조하세요.

Amazon CloudWatch Synthetics canary
Amazon CloudWatch Synthetics canary는 일정에 따라 엔드포인트 및 API를 모니터링하는 구성 가능한 스
크립트입니다. canary는 동일한 경로를 따라 고객과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므로 애플리케이션에 고객 트래픽
이 없는 경우에도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crets Manager를 통합하는 방법의 예는 다른 AWS 서비스와 canary 통합을 참조하세요.

Amazon CloudWatch를 사용하여 삭제 예정인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를 모니터링합니다.
AWS CloudTrail, Amazon CloudWatch Logs,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Amazon SNS) 조합을 이
용하여 삭제 보류 중인 보안 암호에 액세스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알려주는 경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러한 경보로부터 알림을 받으면 보안 암호 삭제를 취소하여, 정말로 삭제할지 판단할 시간을 확보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 암호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용자가 사용할 새
암호 정보로 사용자를 업데이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에서는 특정 오류 메시지를 생성하는 GetSecretValue 작업에 대한 요청이 CloudTrail 로그 파일
에 기록될 때 알림을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경보를 트리거하지 않고 보안 암호에 대해 다른 API 작업
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CloudWatch 경보는 오래된 자격 증명을 사용하는 사용자나 애플리케이션을 나타
낼 수 있는 사용을 감지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AWS Secrets Manager API 요청을 모니터링하려는 AWS 리전 및 계정에서
CloudTrail을 설정해 놓아야 합니다. 지침은 AWS CloudTrail 사용 설명서의 첫 번째 추적 생성을 참조하세요.

1단계: CloudTrail 로그 파일이 CloudWatch Logs에 전송되도록 구
성
CloudTrail 로그 파일을 CloudWatch Logs에 전송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CloudWatch Logs에
서 삭제 보류 중인 보안 암호를 검색하려는 Secrets Manager API 요청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CloudTrail 로그 파일이 CloudWatch Logs에 전송되도록 구성
1.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trail/에서 CloudTrail 콘솔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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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단 탐색 모음에서 보안 암호를 모니터링할 AWS 리전을 선택합니다.

3.

왼쪽 탐색 창에서 추적(Trails)을 선택한 다음 CloudWatch에 대해 구성할 추적 이름을 선택합니다.

4.

추적 구성(Trails Configuration) 페이지에서 CloudWatch Logs 섹션까지 아래로 스크롤한 다음 편집 아
이콘(

)을 선택합니다.

5.

New or existing log group(새 또는 기존 로그 그룹)에 로그 그룹 이름을 입력합니다(예: CloudTrail/
MyCloudWatchLogGroup).

6.

IAM 역할(IAM role)에 CloudTrail_CloudWatchLogs_Role이라는 기본 역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역
할에는 CloudTrail 이벤트를 로그 그룹으로 전달하는 필수 권한이 있는 기본 역할 정책이 있습니다.

7.

계속을 선택하여 구성을 저장합니다.

8.

AWS CloudTrail will deliver CloudTrail events associated with API activity in your account to your
CloudWatch Logs log group(AWS CloudTrail이 계정의 API 활동과 관련된 CloudTrail 이벤트를
CloudWatch Logs 로그 그룹에 전달합니다) 페이지에서 Allow(허용)를 선택합니다.

2단계: CloudWatch 경보 생성
Secrets Manager GetSecretValue API 작업이 삭제 보류 중인 보안 암호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할 때 알림
을 받으려면 CloudWatch 경보를 생성하고 알림을 구성해야 합니다.

CloudWatch 경보를 생성하려면
1.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watch/에서 CloudWatch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2.

상단 탐색 모음에서 보안 암호를 모니터링하려는 AWS 리전을 선택합니다.

3.

왼쪽 탐색 창에서 로그를 선택합니다.

4.

로그 그룹 목록에서 CloudTrail/MyCloudWatchLogGroup처럼 이전 절차에서 생성한 로그 그룹 옆의 확
인란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Create Metric Filter]를 선택합니다.

5.

[Filter Pattern]에 다음을 입력하거나 붙여 넣습니다.
{ $.eventName = "GetSecretValue" && $.errorMessage = "*secret because it was marked for
deletion*" }

[Assign Metric]을 선택합니다.
6.

[Create Metric Filter and Assign a Metric]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지표 네임스페이스에 CloudTrailLogMetrics를 입력합니다.

b.

지표 이름에 AttemptsToAccessDeletedSecrets를 입력합니다.

c.

고급 지표 설정 표시를 선택한 후 필요에 따라 지표 값에 1을 입력합니다.

d.

Create Filter(필터 생성)를 선택합니다.

7.

필터 상자에서 [Create Alarm]을 선택합니다.

8.

[Create Alarm] 창에서 다음과 같이 실행합니다.
a.

Name에 AttemptsToAccessDeletedSecretsAlarm를 입력합니다.

b.

다음 경우 항상:의 결과 값:에서 >=을 선택하고 1을 입력합니다.

c.

[Send notification to:] 옆에서 다음 중 하나를 실시합니다.
• 새로운 Amazon SNS 주제를 생성해 사용하려면 새 목록(New list)을 선택한 후 새 주제 이름을 입
력합니다. 메일 주소 목록(Email list):에 이메일 주소를 하나 이상 입력합니다. 쉼표로 구분하여 두
개 이상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기존 Amazon SNS 주제를 사용하려면 사용할 주제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목록이 없으면 목록 선
택을 선택합니다.

d.

경보 생성(Create Alarm)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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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CloudWatch 경보 테스트
경보를 테스트하려면 보안 암호를 생성한 다음 삭제를 예약합니다. 그런 다음 보안 암호 값을 검색해 봅니다.
잠시 후 경보에 구성한 주소로 이메일이 수신됩니다. 삭제하도록 예정된 보안 암호 사용에 대해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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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Secrets Manager의 규정 준수
확인
타사 감사자는 여러 AWS Secrets Manager 규정 준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AWS의 보안 및 규정 준수를 평
가합니다. 여기에는 SOC, PCI, HIPAA 등이 포함됩니다.
특정 규정 준수 프로그램의 범위 내에 있는 AWS 서비스 목록은 규정 준수 프로그램 제공 범위 내 AWS 서비
스를 참조하세요. 일반적인 내용은 AWS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참조하세요.
AWS Artifact를 사용하여 타사 감사 보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Artifact에서 보
고서 다운로드를 참조하세요.
Secrets Manager 사용 시 규정 준수 책임은 데이터의 민감도, 회사의 규정 준수 목표 및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AWS에서는 규정 준수를 지원할 다음과 같은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 보안 및 규정 준수 빠른 시작 안내서 – 이 배포 안내서에서는 아키텍처 고려 사항에 관해 설명하고 AWS에
서 보안 및 규정 준수에 중점을 둔 기본 환경을 배포하기 위한 단계를 제공합니다.
• HIPAA 보안 및 규정 준수 기술 백서 아키텍팅 - 이 백서는 기업에서 AWS를 사용하여 HIPAA를 준수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AWS 규정 준수 리소스 – 이 워크북 및 안내서 모음은 귀사가 속한 업계 및 국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AWS Config으로 리소스 구성이 내부 관행, 업계 지침 및 규정을 준수하는 정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규정 준수를 위한 보안 암호 감사” (p. 161)을 참조하십시오.
• AWS Security Hub은 보안 산업 표준 및 모범 사례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AWS 내
보안 상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줍니다.
AWS 기초 보안 모범 사례 표준은 배포된 계정 및 리소스가 보안 모범 사례에서 벗어나는 시점을 감지하는
컨트롤 세트입니다. Security Hub는 Secrets Manager에 대한 일련의 컨트롤을 제공하여 모범 사례에서 벗
어나는 영역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기반 보안 모범 사례 제어를
참조하세요.
• IAM Access Analyzer는 외부 엔터티가 보안 암호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의 조건 문을 비롯
해 정책을 분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ccess Analyzer를 사용하여 액세스 미리 보기를 참조하세요.
• AWS Systems Manager은 Secrets Manager에 대해 미리 정의된 실행서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ecrets Manager에 대한 Systems Manager Automation 실행서 참조를 참조하세요.

AWS Config를 사용하여 규정 준수를 위한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감사
AWS Config를 사용하여 보안 암호를 평가하고 내부 관행, 업계 지침 및 규정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AWS Config 규칙을 사용하여 보안 암호에 대한 내부 보안 및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정의합니
다. 그러면 AWS Config가 해당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보안 암호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안 암호 메타
데이터, 교체 구성, 보안 암호 암호화에 사용되는 KMS 키, Lambda 교체 함수 및 보안 암호와 연결된 태그에
대한 변경 사항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Amazon SNS에서 보안 암호 구성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체하도록 구성되지 않은 보
안 암호 목록에 대한 Amazon SNS 알림을 받는다면 보안 암호 교체와 관련된 보안 모범 사례를 구현할 수 있
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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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여러 AWS 계정 및 AWS 리전에 보안 암호가 있는 경우, 해당 구성 및 규정 준수 데이터를 집계할 수
있습니다.
AWS Config를 사용한 보안 암호 모니터링은 아시아 태평양(자카르타)을 제외한 모든 AWS 리전에서 지원됩
니다.

보안 암호에 새 규칙을 추가하려면
•

AWS Config 관리형 규칙 작업의 지침을 따르고 다음 규칙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secretsmanager-rotation-enabled-check — Secrets Manager에 저장된 보안 암호에 대해
교체가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secretsmanager-scheduled-rotation-success-check - 보안 암호를 성공적으로 교체했
는지 확인합니다. AWS Config는 마지막으로 교체한 날짜가 구성된 교체 빈도에 맞는지도 확인합니
다.

•

secretsmanager-secret-periodic-rotation - 보안 암호를 지정된 일수 내에 교체했는지
확인합니다.

•

secretsmanager-secret-unused — 보안 암호를 지정된 일수 내에 액세스했는지 확인합니다.

•

secretsmanager-using-cmk - 보안 암호를 AWS 관리형 키 aws/secretsmanager 또는 AWS
KMS에서 생성한 고객 관리형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했는지 확인합니다.

규칙을 저장한 후 AWS Config는 보안 암호의 메타데이터가 변경될 때마다 보안 암호를 평가합니다. 변경 사
항에 대한 알림을 받도록 AWS Config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onfig에서 Amazon SNS
주제로 전송하는 알림을 참조하세요.

AWS 계정 및 AWS 리전에서 보안 암호 집계
조직의 모든 계정 및 리전에서 보안 암호 구성을 검토하도록 AWS Config 다중 계정 다중 리전 집계자를 구성
한 다음, 보안 암호 구성을 검토하고 보안 암호 관리의 모범 사례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집계자를 만들기 전에 모든 계정과 리전에서 암호와 관련된 AWS Config 및 AWS Config 관리 규칙을 활성화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loudFormation StackSets를 사용하여 여러 AWS 계정 및 리전에서 리소스 프
로비저닝을 참조하세요.
AWS Config 집계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onfig 개발자 가이드에서 다중 계정 다중 리전 데이터 집계
및 콘솔을 사용한 집계자 설정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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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를
사용하는 AWS 서비스
다수의 AWS 서비스는 Secrets Manager를 사용하여 보안 암호를 저장합니다. 일부 서비스에서는 사용자가
보안 암호를 생성합니다. 다른 서비스에서는 서비스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보안 암호를 생성합니다.
Secrets Manager와 통합하는 AWS 서비스:
• Alexa for Business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식 (p. 164)
• AWS App2Container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식 (p. 164)
• Amazon AppFlow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식 (p. 164)
• AWS AppSync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식 (p. 164)
• Amazon Athena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식 (p. 165)
• AWS CodeBuild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식 (p. 165)
• Amazon CodeGuru Reviewer를 사용하여 코드에서 보호되지 않는 보안 암호 찾기 (p. 165)
• AWS Direct Connect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식 (p. 165)
• AWS Directory Service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식 (p. 166)
• Amazon DocumentDB(MongoDB와 호환)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식 (p. 166)
• AWS Elemental Live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식 (p. 166)
• AWS Elemental MediaConnect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식 (p. 166)
• AWS Elemental MediaConvert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식 (p. 166)
• AWS Elemental MediaPackage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식 (p. 167)
• AWS Elemental MediaTailor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식 (p. 167)
• Amazon EMR에서 AWS Secrets Manager 사용 방법 (p. 167)
• Amazon EventBridge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식 (p. 167)
• Amazon FSx에서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사용 (p. 168)
• AWS Glue DataBrew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식 (p. 168)
• AWS Glue Studio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식 (p. 168)
• AWS IoT SiteWise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식 (p. 168)
• Amazon Kendra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식 (p. 169)
• AWS Launch Wizard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식 (p. 169)
• Amazon Lookout for Metrics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식 (p. 169)
• Amazon Managed Streaming for Apache Kafka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식 (p. 169)
• Amazon Managed Workflows for Apache Airflow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식 (p. 169)
• AWS Migration Hub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식 (p. 170)
• AWS OpsWorks for Chef Automate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식 (p. 170)
• Amazon QuickSight에서 AWS Secrets Manager를 사용하는 방법 (p. 170)
• Amazon RDS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식 (p. 170)
• Amazon Redshift에서 AWS Secrets Manager 사용 방법 (p. 171)
• Amazon Redshift 쿼리 편집기 v2가 AWS Secrets Manager을 사용하는 방식 (p. 171)
• Amazon SageMaker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식 (p.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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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Toolkit for JetBrains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식 (p. 172)
• AWS Transfer Family의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활용 방식 (p. 172)
• 다른 AWS 서비스에서 관리하는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p. 172)

Alexa for Business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식
Alexa for Business로 조직에서 Alexa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exa for Business는 대규모로 Alexa 디바
이스를 관리하고, 사용자를 등록하고, 스킬을 할당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구성을 만들고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기 위해 네트워크 프로파일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트워크 프로파일은 디바이스와 연결되며 SSID, 네트워크 보안 유형, 네트워크 자격 증명, 설명을 포함한 네
트워크 구성 설정으로 구성됩니다.
암호 기반 Wi-Fi 네트워크에 네트워크 프로필을 만들면 Alexa for Business가 암호를 Secrets Manager에 저
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트워크 프로필 관리를 참조하세요.

AWS App2Container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식
AWS App2Container(A2C)는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나 가상 머신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을 리프트 앤
시프트하여 Amazon ECS, Amazon EKS, 또는 AWS App Runner에서 관리하는 컨테이너에서 실행되도록 도
와주는 명령줄 도구입니다.
App2Container는 Secrets Manager를 사용하여 원격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작업자 머신을 애플리케이션 서
버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자격 증명을 관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App2Container에 대한 보안 암호 관
리를 참조하세요.

Amazon AppFlow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
식
Amazon AppFlow는 Salesforce와 같은 애플리케이션,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 및
Amazon Redshift 등의 AWS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애플리케이션 간에 데이터를 안전
하게 교환할 수 있는 완전관리형 통합 서비스입니다.
Amazon AppFlow에서 SaaS 애플리케이션을 소스 또는 대상으로 구성하여 연결을 생성합니다. 인증 토
큰, 사용자 이름, 암호 등 SaaS 애플리케이션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Amazon
AppFlow는 연결 데이터를 접두사가 appflow인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에 저장합니다. 보안 암호 저장
비용은 Amazon AppFlow 요금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AppFlow의 데이터 보호를 참조하세
요.

AWS AppSync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식
AWS AppSync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Amazon DynamoDB, AWS Lambda, HTTP API를 비롯한 여러 소
스의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확장 가능한 GraphQL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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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AppSync는 rds execute-statement CLI 명령으로 보안 암호에 있는 자격 증명을 사용하는
Amazon RDS에 연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습서: Aurora Serverless 단원을 참조하세요.

Amazon Athena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식
Amazon Athena는 표준 SQL을 사용하여 Amazon S3(Amazon Simple Storage Service)에 있는 데이터를 직
접 간편하게 분석할 수 있는 대화형 쿼리 서비스입니다.
Amazon Athena 데이터 원본 커넥터는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로 Athena 연합 쿼리 기능을 사용해 데이
터를 쿼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Athena 연합 쿼리 사용을 참조하세요.

AWS CodeBuild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
식
AWS CodeBuild는 클라우드상의 완전관리형 빌드 서비스입니다. CodeBuild는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고 단위
테스트를 실행하며 배포 준비가 완료된 아티팩트를 생성합니다.
Secrets Manager를 사용하여 프라이빗 레지스트리 자격 증명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odeBuild용 AWS Secrets Manager 샘플을 사용한 프라이빗 레지스트리를 참조하세요.

Amazon CodeGuru Reviewer를 사용하여 코드에서
보호되지 않는 보안 암호 찾기
Amazon CodeGuru Reviewer는 프로그램 분석 및 기계 학습을 사용하여 개발자가 찾기 어려운 잠재적 결함
을 감지하고 Java 및 Python 코드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CodeGuru Reviewer는
Secrets Manager와 통합되어 코드에서 보호되지 않는 보안 암호를 찾습니다. 찾을 수 있는 보안 암호 유형은
CodeGuru Reviewer가 감지하는 보안 암호 유형을 참조하세요.
하드 코딩된 보안 암호를 발견하면 이를 대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세요.
• the section called “하드 코딩된 DB 보안 인증 정보 교체 ” (p. 16)
• the section called “하드 코딩된 보안 암호 대체 ” (p. 13)

AWS Direct Connect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식
AWS Direct Connect를 사용하면 표준 이더넷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내부 네트워크를 AWS Direct Connect
위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연결을 통해 퍼블릭 AWS 서비스에 직접 가상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
다.
AWS Direct Connect는 directconnect 접두사가 붙은 보안 암호에 연결성 연결 키 이름 및 연결성 연결 키
쌍(CKN/CAK 쌍)을 저장합니다. 보안 암호 비용은 AWS Direct Connect 요금에 포함됩니다. 보안 암호를 업
데이트하려면 Secrets Manager 대신 AWS Direct Connect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Direct
Connect사용 설명서 Associate a MACsec CKN/CAK with a LAG(MACsec CKN/CAK와 LAG 연결)을 참조하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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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Directory Service의 AWS Secrets Manager 활
용 방식
AWS Directory Service는 다른 AWS 서비스에서 Microsoft Active Directory(AD)를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
법을 제공합니다. 자격 증명에 보안 암호를 사용하여 Amazon EC2 인스턴스를 디렉터리에 조인할 수 있습니
다.
• AWS 관리형 Microsoft AD 디렉터리에 Linux EC2 인스턴스 원활하게 조인
• AD Connector 디렉터리에 Linux EC2 인스턴스 원활하게 조인
• Simple AD 디렉터리에 Linux EC2 인스턴스 원활하게 조인

Amazon DocumentDB(MongoDB와 호환)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식
Amazon DocumentDB에서 사용자는 암호와 함께 클러스터에 대해 인증합니다. AWS Secrets Manager을 이
용하면 코드의 암호를 포함해 하드 코딩된 자격 증명을 Secrets Manager에서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보안 암
호를 검색하도록 하는 API 호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he section called “데이터베이스 보안 암
호 생성” (p. 51) 및 Amazon DocumentDB 사용자 관리를 참조하세요.

AWS Elemental Live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식
AWS Elemental Live는 브로드캐스트 및 스트리밍 전송을 위한 라이브 출력을 생성할 수 있는 실시간 비디오
서비스입니다.
AWS Elemental Live는 보안 암호 ARN을 사용하여 Secrets Manager에서 암호화 키가 포함된 보안 암호를
가져옵니다. Elemental 라이브는 암호화 키를 사용하여 비디오를 암호화/해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런타임
시 AWS Elemental Live에서 MediaConnect로 작업을 전송하는 방식을 참조하세요

AWS Elemental MediaConnect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식
AWS Elemental MediaConnect는 브로드캐스터 및 기타 프리미엄 비디오 공급자가 AWS 클라우드에 라이브
비디오를 안정적으로 가져와서 AWS 클라우드 내부 또는 외부의 여러 대상에 배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정적 키 암호화를 사용하여 소스, 출력, 권한 부여를 보호할 수 있으며 암호화 키를 AWS Secrets Manager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Elemental MediaConnect에서 정적 키 암호화를 참조하세요.

AWS Elemental MediaConvert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식
AWS Elemental MediaConvert는 콘텐츠 소유자와 배포업체에게 모든 규모의 미디어 라이브러리에 대한
확장 가능한 비디오 처리를 제공하는 파일 기반 비디오 처리 서비스입니다. MediaConvert로 Kantar 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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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를 인코딩하려면 Secrets Manager를 사용하여 Kantar 자격 증명을 저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Elemental MediaConvert 출력에서 오디오 워터마킹에 Kantar 사용을 참조하세요.

AWS Elemental MediaPackage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식
AWS Elemental MediaPackage는 AWS 클라우드에서 실행되는 JIT(Just-In-Time) 비디오 패키징 및 제작 서
비스입니다. MediaPackage를 사용하면 매우 안전하고 확장 가능하며 안정적인 비디오 스트림을 다양한 재
생 디바이스 및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DN 권한 부여에 대한
Secrets Manager 액세스를 참조하세요.

AWS Elemental MediaTailor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식
AWS Elemental MediaTailor는 AWS 클라우드에서 실행되는 확장 가능한 광고 삽입 및 채널 어셈블리 서비
스입니다.
MediaTailor는 소스 위치에 Secrets Manager 액세스 토큰 인증을 지원합니다. Secrets Manager 액세스 토큰
인증으로 MediaTailor는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를 사용하여 오리진에 대한 요청을 인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Secrets Manager 액세스 토큰 인증 구성을 참조하세요.

Amazon EMR에서 AWS Secrets Manager 사용 방
법
Amazon EMR은 AWS에서 Apache Hadoop 및 Apache Spark와 같은 빅 데이터 프레임워크 실행을 간소
화하여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관리형 클러스터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와
함께 Apache Hive 및 Apache Pig와 같은 관련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분석용 데이터와 비즈니
스 인텔리전스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Amazon EMR을 사용하여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 및 Amazon DynamoDB와 같은 기타 AWS 데이터 스토어 및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은 양
의 데이터를 양방향으로 변환하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Secrets Manager를 사용하여 프라이빗 Git 기반 레지스트리 자격 증명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MR에 Git 기반 리포지토리 추가를 참조하세요.

Amazon EventBridge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식
Amazon EventBridge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와 연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서버리스 이벤
트 버스 서비스입니다.
EventBridge API 대상은 EventBridge 규칙의 대상으로 호출할 수 있는 HTTP 엔드포인트입니다. API 대상을
만들 때는 EventBridge가 이에 대한 연결을 events 접두사가 붙은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에 저장합니
다. 보안 암호 저장 비용은 API 대상 사용 요금에 포함됩니다. 보안 암호를 업데이트하려면 Secrets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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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EventBridge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ventBridge 사용 설명서의 API 대상을 참조
하세요.

Amazon FSx에서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사용
Amazon FSx for Windows File Server는 완전한 네이티브 Windows 파일 시스템이 지원하는 완전관리형
Microsoft Windows 파일 서버를 제공합니다. 파일 공유를 생성하거나 관리할 때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에서 자격 증명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 공유 및 Amazon FSx로 파일 공유 구성 마이
그레이션을 참조하세요.

AWS Glue DataBrew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식
AWS Glue DataBrew은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정규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각적 데
이터 준비 도구입니다. DataBrew에서는 일련의 데이터 변환 단계를 레시피라고 합니다. DataBrew는 데이
터 세트의 개인 식별 정보(PII)에 변환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레시피 단계를 제공하며 PII는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에 저장된 암호화 키를 사용합니다.
• DETERMINISTIC_DECRYPT
• DETERMINISTIC_ENCRYPT
• CRYPTOGRAPHIC_HASH
암호화 키를 저장하기 위해 DataBrew 기본 보안 암호를 사용하는 경우 DataBrew는 databrew 접두사가 붙
은 보안 암호를 생성합니다. 보안 암호 저장 비용은 DataBrew 사용 요금에 포함됩니다.
암호화 키를 저장하기 위해 새 보안 기본 암호를 생성하는 경우 DataBrew는 AwsGlueDataBrew 접두사가
붙은 보안 암호를 생성합니다. 보안 암호에 대한 요금이 청구됩니다.

AWS Glue Studio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
식
AWS Glue Studio는 AWS Glue에서 추출, 변환, 로드 작업을 쉽게 생성, 실행,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래픽 인터페이스입니다. AWS Glue Studio에서 Elasticsearch Spark Connector를 구성하여 OpenSearch
를 추출, 변환, 로드 작업의 데이터 스토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OpenSearch 클러스터에 연결하기 위해
Secrets Manager에서 보안 암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Glue Studio 구성을 참조하세
요.

AWS IoT SiteWise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식
AWS IoT SiteWise는 대규모로 산업 장비 데이터를 수집, 모델링, 구성 및 분석할 수 있는 관리형 서비스입니
다. AWS IoT SiteWise 콘솔을 사용하여 게이트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게이트웨이에 연결된 데
이터 원본, 로컬 서버 또는 산업 장비를 추가합니다. 소스에 인증이 필요할 경우 보안 암호를 사용하여 인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원본 인증 구성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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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Kendra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
식
Amazon Kendra는 사용자가 자연어 처리 및 고급 검색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와 구조
화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매우 정확하고 지능적인 검색 서비스입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자격 증명을 포함한 보안 암호를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문서를 인덱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Kendra 사용 설명서의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소스 사용을 참조하세요.

AWS Launch Wizard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식
AWS Launch Wizard for Active Directory는 새로운 Active Directory 인프라를 설정하거나 기존 인프라에 도
메인 컨트롤러를 추가하여 AWS 클라우드나 온프레미스에 AWS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모범 사례를 적용하
도록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AWS Launch Wizard에서 도메인 컨트롤러를 Active Directory에 연결하려면 Secrets Manager에 도메인 관
리자 자격 증명을 추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Launch Wizard for Active Directory 설정을 참조하
세요.

Amazon Lookout for Metrics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식
Amazon Lookout for Metrics는 데이터에서 이상을 찾고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서
비스입니다. Amazon Redshift 또는 Amazon RDS를 Lookout for Metrics 감지기의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원본을 구성하는 데 데이터베이스 암호가 포함된 보안 암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정보는 Lookout for Metrics와 함께 Amazon RDS 사용 및 Lookout for Metrics와 함께 Amazon Redshift 사
용을 참조하세요.

Amazon Managed Streaming for Apache Kafka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식
Amazon Managed Streaming for Apache Kafka(Amazon MSK)는 Apache Kafka를 사용하여 스트리밍 데이
터를 처리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구축 및 실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완전관리형 서비스입니다. AWS Secrets
Manager을 사용하여 저장되고 보호되는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사용하여 Amazon MSK 클러스터에 대한 액
세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Secrets Manager으로 사용자 이름 및 암호 인증을 참조하
세요.

Amazon Managed Workflows for Apache Airflow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식
Amazon Managed Workflows for Apache Airflow(MWAA)는 Apache Airflow에 대한 관리형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로 클라우드에서 종단 간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대규모로 쉽게 설정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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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s Manager 보안 암호를 사용하여 Apache Airflow 연결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를 사용하여 Apache Airflow 연결 구성 및 AWS Secrets Manager에서 Apache Airflow 변
수에 보안 키를 사용을 참조하세요.

AWS Migration Hub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식
AWS Migration Hub은 여러 AWS 도구와 파트너 솔루션에 걸쳐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추적할 단일 위치를 제
공합니다.
AWS Migration Hub Orchestrator는 서버 및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의 AWS 마이그레이션을 단순화하
고 자동화합니다. Migration Hub Orchestrator 는 소스 서버에 대한 연결 정보에 보안 암호를 사용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다음 섹션을 참조하세요.
• SAP NetWeaver 애플리케이션 AWS로 마이그레이션
• Amazon EC2에서 애플리케이션 리호스팅
Migration Hub 전략 권장 사항은 애플리케이션 변환을 실행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할 마이그레이션 및 현대
화 전략 권장 사항을 제공합니다. 전략 권장 사항은 연결 정보에 대한 보안 암호를 사용하여 SQL Server 데
이터베이스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략 권장 사항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참조하세요.

AWS OpsWorks for Chef Automate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식
AWS OpsWorks는 Puppet 또는 Chef를 사용하여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고 운
영하도록 지원하는 구성 관리 서비스입니다.
AWS OpsWorks CM에서 새 서버를 생성할 때 OpsWorks CM은 서버 정보를 opsworks-cm 접두사가 붙은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에 저장합니다. 보안 암호 비용은 AWS OpsWorks 요금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
용은 AWS OpsWorks 사용 설명서의 AWS Secrets Manager과 통합을 참조하세요.

Amazon QuickSight에서 AWS Secrets Manager를
사용하는 방법
Amazon QuickSight는 분석, 데이터 시각화 및 보고에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급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I)
서비스입니다. Amazon QuickSight에서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보안 인증
을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에 저장하는 경우 Amazon QuickSight는 해당 보안 암호를 사용하여 데이터
베이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QuickSight에서 데이터베이스 보안 인증 대신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사용을 참조하세요.

Amazon RDS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식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Amazon RDS)는 AWS 클라우드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더 쉽게
설치, 운영 및 확장할 수 있는 웹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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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RDS의 사용자 자격 증명을 관리하려면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the section called “데이터베이스 보안 암호 생성” (p. 51) 및 Amazon RDS 보안 모범 사례를 참
조하세요.
Amazon RDS 데이터 API를 호출할 때 Secrets Manager의 보안 암호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자격
증명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Using the Data API for Aurora Serverless 단원을 참조하세요.
Amazon RDS 쿼리 편집기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면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보안 인증 정보를
Secrets Manager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RDS 사용 설명서의 쿼리 편집기 사용을 참
조하세요.

Amazon Redshift에서 AWS Secrets Manager 사용
방법
Amazon Redshift는 클라우드에서 완벽하게 관리되는 페타바이트급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입니다.
Amazon Redshift의 사용자 자격 증명을 관리하려면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he section called “데이터베이스 보안 암호 생성” (p. 51) 및 AWS Secrets Manager에 데이터
베이스 자격 증명 저장을 참조하세요.
Amazon Redshift 데이터 API를 호출할 때 Secrets Manager의 보안 암호를 사용하여 클러스터에 대한 자격
증명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Redshift 데이터 API 사용을 참조하세요.
Amazon RDS 쿼리 편집기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면 Amazon Redshift는 사용자 보안 인증 정보
를 redshiftqueryeditor 접두사가 붙은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보안 암호에
대한 요금이 청구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Amazon Redshift 관리 안내서의 쿼리 편집기를 사용하여 데이터베
이스 쿼리를 참조하세요.
쿼리 편집기 v2에 대해서는 the section called “Amazon Redshift 쿼리 편집기 v2” (p. 171) 섹션을 참조하세
요.

Amazon Redshift 쿼리 편집기 v2가 AWS Secrets
Manager을 사용하는 방식
Amazon Redshift 쿼리 편집기 v2는 Amazon Redshift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쿼리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데
사용하는 웹 기반 SQL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쿼리 편집기 v2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
면 Amazon Redshift는 사용자 보안 인증 정보를 sqlworkbench 접두사가 붙은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보안 암호 저장 비용은 Amazon Redshift 사용 요금에 포함됩니다. 보안 암호를 업데
이트하려면 Secrets Manager 대신 Amazon Redshift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Amazon Redshift 관
리 안내서의 쿼리 편집기 v2 작업을 참조하세요.
이전 쿼리 편집기에 관해서는 the section called “Amazon Redshift” (p. 171) 섹션을 참조하세요.

Amazon SageMaker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식
SageMaker는 종합 관리형 기계 학습 서비스입니다. SageMaker를 통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개발자들은
기계 학습 모델을 빠르고 쉽게 구축하고 훈련시킬 수 있으며, 그리고 나서 이들 모델을 프로덕션 지원 호스
팅 환경에 직접 배포할 수 있습니다. 탐색 및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원본에 대한 쉬운 액세스를 위해 내장형
Jupyter 작성 노트북 인스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버를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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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t 리포지토리를 Jupyter Notebook 인스턴스와 연결하여 노트북 인스턴스를 중지 또는 삭제하더라도 유지
되는 소스 제어 환경에 노트북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Secrets Manager를 사용하여 프라이빗 리포지토리
자격 증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ageMaker 노트북 인스턴스와 Git 리포지토리 연
결을 참조하세요.
Databricks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Data Wrangler는 Secrets Manager에 JDBC URL을 저장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Databricks 에서 데이터 가져오기(JDBC)를 참조하세요.
Snowflake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Data Wrangler는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에 자격 증명을 저장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Snowflake에서 데이터 가져오기를 참조하세요.

AWS Toolkit for JetBrains의 AWS Secrets Manager
활용 방식
AWS Toolkit for JetBrains은 JetBrains의 통합 개발 환경(IDE)에 대한 오픈 소스 플러그 인입니다. 개발자가
도구 키트를 사용하여 AWS를 사용하는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개발, 디버깅, 배포할 수 있습니다.
도구 키트를 사용하여 Amazon Redshift 클러스터에 연결할 때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를 사용하여 인증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Redshift 클러스터 액세스 섹션을 참조하세요.

AWS Transfer Family의 AWS Secrets Manager 보
안 암호 활용 방식
AWS Transfer Family은 AWS 스토리지 서비스에 들어오고 나가도록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보안 전송 서비
스입니다.
Transfer Family 사용자를 인증하기 위해 AWS Secrets Manager을 자격 증명 공급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지정 자격 증명 공급자로 작업을 참조하세요.

다른 AWS 서비스에서 관리하는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사용자를 대신하여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를 저장하는 일부 AWS 서비스는 복구 기간 없이 보안
암호를 업데이트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사용자를 제한합니다. 이러한 보안 암호는 일반적으로 보안 암호
를 생성한 서비스를 나타내는 서비스 ID가 접두사인 이름이 지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섹션을 참조하
세요.
서비스 ID

추가 정보

appflow

the section called “Amazon AppFlow” (p. 164)

databrew

the section called “AWS Glue DataBrew” (p. 168)

directconnect

the section called “AWS Direct Connect” (p. 165)

events

the section called “Amazon EventBridge” (p. 167)

opsworks-cm

the section called “AWS OpsWorks for Chef Automate” (p. 170)

172

AWS Secrets Manager 사용 설명서
다른 서비스에서 관리하는 보안 암호

서비스 ID

추가 정보

sqlworkbench

the section called “Amazon Redshift 쿼리 편집기 v2” (p. 171)

다른 AWS 서비스에서 관리하는 보안 암호를 찾으려면
•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세요.
•
•
•

Secrets Manager 콘솔의 검색 상자에서 태그 키(Tag key)를 선택하고
aws:secretsmanager:owningService를 입력합니다.
보안 암호 목록에서 관리 서비스를 표시하려면 기본 설정(Preferences)(
정(Preferences) 대화 상자에서 다음에서 관리(Managed by)를 켭니다.

)을 선택한 다음 기본 설

AWS CLI에서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aws secretsmanager list-secrets --filter Key="tagkey",Values="aws:secretsmanager:owningService"

Secrets Manager와 통합되는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는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를 사용하는 서비
스 (p. 163) 섹션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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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Secrets Manager의 보안
AWS에서는 클라우드 보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AWS 고객은 보안에 가장 보안에 민감한 조직의 요
구 사항에 부합하도록 구축된 데이터 센터 및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객과 AWS가 보안 책임을 공유합니다. 공동 책임 모델은 이 사항을 클라우드 내 보안 및 클라우드의 보안
으로 설명합니다.
• 클라우드의 보안 - AWS는 AWS 클라우드에서 AWS 서비스를 실행하는 인프라를 보호합니다. AWS는 또
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타사 감사자는 정기적으로 AWS 규정 준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안 효과를 테스트하고 검증합니다. AWS Secrets Manager에 적용되는 규정 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정 준수 프로그램 제공 범위 내의 AWS 서비스를 참조하세요.
• 클라우드 내 보안 – AWS 서비스에서 고객의 책임을 결정합니다. 또한 귀하는 데이터의 민감도, 회사 요구
사항, 관련 법률 및 규정을 비롯한 기타 요소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더 많은 리소스를 보려면 보안 원칙 - AWS Well-Architected 프레임워크를 참조하세요.
주제
•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저장 시 AWS CLI 사용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 줄이기 (p. 174)
• AWS Secrets Manager의 데이터 보호 (p. 175)
• AWS Secrets Manager에서 보안 암호 암호화 및 복호화 (p. 177)
• AWS Secrets Manager의 인프라 보안 (p. 184)
• AWS Secrets Manager의 복원성 (p. 184)

AWS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저장 시 AWS CLI
사용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 줄이기
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를 사용하여 AWS 작업을 호출하려면 명령 셸에 해당 명령을 입력
합니다. 예를 들어 Windows 명령 프롬프트나 Windows PowerShell 또는 Bash나 Z shell 등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이러한 명령 셸 대부분에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
은 보안 암호의 보안을 약화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셸에서 위쪽 화살표 키를 사
용하면 마지막으로 입력한 명령을 볼 수 있습니다. 명령 기록 기능은 보호되지 않는 세션에 액세스한 누군가
가 악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는 다른 기능이 명령 파라미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모두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
해서는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 콘솔에서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는 항상 컴퓨터를 잠급니다.
• 필요 없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콘솔 유틸리티는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 셸 또는 원격 액세스 프로그램(사용하는 경우)에서 입력한 명령을 로깅하지 않도록 합니다.
• 셸 명령 기록에서 캡처하지 않는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다음 예는 텍스트 파일에 보안
암호 텍스트를 입력한 후 이 파일을 AWS Secrets Manager 명령으로 전달하고 바로 폐기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이는 일반적인 셸 기록에 보안 암호 텍스트가 캡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예에는 일반적인 Linux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사용 중인 셸에 약간 다른 명령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touch secret.txt
# Creates an empty text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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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mod go-rx secret.txt
# Restricts access to the file to only the user
$ cat > secret.txt
# Redirects standard input (STDIN) to the text file
ThisIsMyTopSecretPassword^D
# Everything the user types from this point up to the CTRL-D (^D) is saved in the
file
$ aws secretsmanager create-secret --name TestSecret --secret-string file://secret.txt
# The Secrets Manager command takes the --secret-string parameter from the contents
of the file
$ shred -u secret.txt
# The file is destroyed so it can no longer be accessed.

이러한 명령을 실행한 후에는 위쪽 및 아래쪽 화살표를 사용해 명령 기록을 스크롤하고 보안 암호 텍스트가
임의의 행에 표시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Important
기본적으로 명령 기록 버퍼 크기를 먼저 1로 줄이지 않으면 Windows에서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Windows 명령 프롬프트를 1개의 명령 기록 버퍼만 갖도록 구성하려면
1.

관리자 명령 프롬프트(관리자로 실행)를 엽니다.

2.

왼쪽 위에 있는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 속성을 선택합니다.

3.

옵션 탭에서 버퍼 크기 및 버퍼 수를 둘 다 1로 설정하고 확인을 선택합니다.

4.

기록에 표시하지 않으려는 명령을 입력해야 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다른 명령 하나를 즉시 입력합니다.
echo.

그러면 민감한 명령이 플러시됩니다.
Windows 명령 프롬프트 셸에서 SysInternals SDelete 도구를 다운로드하고 다음과 유사한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 echo. 2> secret.txt
# Creates an empty file
C:\> icacls secret.txt /remove "BUILTIN\Administrators" "NT AUTHORITY/SYSTEM" /
inheritance:r
# Restricts access to the file to only the owner
C:\> copy con secret.txt /y
# Redirects the keyboard to text file, suppressing prompt to overwrite
THIS IS MY TOP SECRET PASSWORD^Z
# Everything the user types from this point up to the CTRL-Z (^Z) is saved in the file
C:\> aws secretsmanager create-secret --name TestSecret --secret-string file://secret.txt
# The Secrets Manager command takes the --secret-string parameter from the contents of
the file
C:\> sdelete secret.txt
# The file is destroyed so it can no longer be accessed.

AWS Secrets Manager의 데이터 보호
AWS 공동 책임 모델은 AWS Secrets Manager의 데이터 보호에 적용됩니다. 이 모델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AWS는 모든 AWS 클라우드를 실행하는 글로벌 인프라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인프라에서 호스팅되
는 콘텐츠에 대한 제어를 유지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이 콘텐츠에는 사용하는 AWS 서비스 서비스
의 보안 구성과 관리 작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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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를 참조하세요. 유럽의 데이터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보안 블로그의 AWS 공동 책임 모델 및
GDPR 블로그 게시물을 참조하세요.
데이터를 보호하려면 AWS 계정 자격 증명을 보호하고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를 사용
하여 개별 사용자 계정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각 사용자에게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만 부여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각 계정마다 멀티 팩터 인증(MFA)을 사용합니다.
• SSL/TLS를 사용하여 AWS 리소스와 통신합니다. TLS 1.2 이상을 권장합니다.
• 로 API 및 사용자 활동 로깅을 설정합니다AWS CloudTrail
• AWS 암호화 솔루션을 AWS 서비스 내의 모든 기본 보안 컨트롤과 함께 사용합니다.
• Amazon S3에 저장된 개인 데이터를 검색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Amazon Macie와 같은 고급 관리
형 보안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 명령줄 인터페이스 또는 API를 통해 AWS에 액세스할 때 FIPS 140-2 검증된 암호화 모듈이 필요한 경우
FIPS 엔드포인트를 사용합니다. 사용 가능한 FIPS 엔드포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FIPS) 140-2를 참조하세요.
고객의 이메일 주소와 같은 기밀 정보나 중요한 정보는 태그나 [이름(Name)] 필드와 같은 자유 양식 필드에
입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Secrets Manager 또는 기타 AWS 서비스에서 콘솔, API, AWS CLI
또는 AWS SDK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름에 사용되는 태그 또는 자유 형식 필드에 입력
하는 모든 데이터는 청구 또는 진단 로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외부 서버에 URL을 제공할 때 해당 서버에
대한 요청을 검증하기 위해 자격 증명 정보를 URL에 포함시켜서는 안됩니다.

저장된 데이터 암호화
Secrets Manager는 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를 통한 암호화를 사용하여, 저장된 데이터
의 기밀성을 보호합니다.AWS KMS에서는 많은 AWS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키 스토리지 및 암호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ecrets Manager의 모든 보안 암호는 고유한 데이터 키로 암호화됩니다. 각 데이터 키는 KMS
키에 의해 보호됩니다. 계정에 대한 Secrets Manager AWS 관리형 키로 기본 암호화를 사용하거나, AWS
KMS에서 고유한 고객 관리형 키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 관리형 키를 사용하면 KMS 키 활동에 대한
권한 부여를 보다 세부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보안 암호 암호화 및 복
호화” (p. 177)을 참조하세요.

전송 중 데이터 암호화
Secrets Manager는 전송 중인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해 안전한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안전
한 프라이빗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면 AWS에서 Secrets Manager에 대한 API 요청의 무결성을 보호할 수 있
습니다. AWS에서 API 호출자는 X.509 인증서 및/또는 Secrets Manager 보안 액세스 키를 사용해 호출에 서
명해야 합니다. 이 요구 사항은 Signature 버전 4 서명 프로세스(Sigv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 또는 AWS SDK 중 하나를 사용하여 AWS에 대한 호출을 생성
할 경우 사용할 액세스 키를 구성합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도구는 자동으로 액세스 키를 사용하여 요청에 서
명합니다.

포스트 양자 TLS
Secrets Manager는 전송 계층 보안(TLS) 네트워크 암호화 프로토콜에 대한 하이브리드 포스트 퀀텀 키 교환
옵션을 지원합니다. Secrets Manager API 엔드포인트에 연결할 때 이 TLS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스
트 양자 알고리즘이 표준화되기 전에 이 기능을 제공하므로 이러한 키 교환 프로토콜이 Secrets Manager 호
출에 미치는 영향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선택 사항인 이 하이브리드 포스트 양자 키 교환 기능은 적어도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TLS 암호화만큼 안전하며 보안 이점을 추가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
용 중인 클래식 키 교환 프로토콜과 달리 지연 시간 및 처리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래에 있을 수 있는 공격으로부터 오늘날 암호화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AWS는 암호화 커뮤니티와 함
께 양자 내성 또는 포스트 양자 알고리즘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Secrets Manager 엔드포인트에서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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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드 포스트 양자 키 교환 암호 제품군을 구현했습니다. 클래식 및 포스트 양자 요소를 결합한 이 하이브리
드 암호 제품군을 통해 TLS 연결은 적어도 클래식 암호 제품군과 동등한 수준으로 강력해집니다. 그러나 하
이브리드 암호 제품군의 성능 특성 및 대역폭 요구 사항은 클래식 키 교환 메커니즘의 해당 요구 사항과 다르
기 때문에 API 호출에 대해 이 제품군을 테스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이브리드 포스트 양자 TLS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AWS SDK for Java 2.x에서 AWS Common Runtime HTTP 클라이언트 소개
• AWS SDK for Java 2.x 개발자 안내서 및 AWS SDK for Java 2.x 릴리스된 블로그 게시물.
• 새 오픈 소스 TLS 구현, 즉 s2n-tls 소개 및 s2n-tls 사용.
• 미국 국립 표준 기술 연구소 (NIST)에서의 포스트 양자 암호화.
• TLS(전송 계층 보안) 1.2에 대한 PQ KEM(하이브리드 포스트 양자 키 캡슐화 방법).
Secrets Manager용 포스트 양자 TLS는 AWS GovCloud (US) 및 중국을 제외한 모든 AWS 리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 키 관리
Secrets Manager에서 보호된 보안 암호 데이터의 새 버전을 암호화해야 하는 경우 Secrets Manager는
AWS KMS에 대한 요청을 보내 KMS 키에서 새 데이터 키를 생성합니다. Secrets Manager는 봉투 암호화
(envelope encryption)에 이 데이터 키를 사용합니다. Secrets Manager는 암호화된 데이터 키를 암호화된 보
안 암호와 함께 저장합니다. Secrets Manager는 보안 암호를 복호화해야 할 때 AWS KMS를 요청하여 데이
터 키를 복호화합니다. 그런 다음 Secrets Manager는 복호화된 데이터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보안 암호를
복호화합니다. Secrets Manager는 데이터 키를 암호화되지 않은 형식으로 저장하지 않으며 가능한 한 빨리
메모리에서 키를 제거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보안 암호 암호화 및 복호화” (p. 177)을 참
조하세요.

인터네트워크 트래픽 개인 정보 보호
AWS에는 알려진 네트워크 경로와 프라이빗 네트워크 경로를 통해 트래픽을 라우팅할 때 개인 정보를 보호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서비스와 온프레미스 클라이언트 및 애플리케이션 간의 트래픽
프라이빗 네트워크와 AWS Secrets Manager 사이에 두 연결 옵션이 있습니다.
• AWS Site-to-Site VPN 연결. 자세한 내용은 AWS Site-to-Site VPN이란 무엇입니까?를 참조하세요.
• AWS Direct Connect 연결. 자세한 내용은 AWS Direct Connect란 무엇입니까?를 참조하세요.

같은 리전에 있는 AWS 리소스 사이의 트래픽
Secrets Manager와 AWS의 API 클라이언트 간 트래픽의 보안을 유지하려면 AWS PrivateLink를 설정해
Secrets Manager API 엔드포인트에 비공개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AWS Secrets Manager에서 보안 암호 암호화 및 복
호화
Secrets Manager는 AWS KMS 키 및 데이터 키로 봉투 암호화를 사용하여 각 보안 암호 값을 보호합니다. 보
안 암호의 보안 암호 값이 변경될 때마다 Secrets Manager는 새 데이터 키를 사용하여 보안 암호 값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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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KMS 키 아래에 암호화된 데이터 키는 보안 암호의 메타데이터에 저장합니다. 보안 암호를 복호화하
려는 경우 Secrets Manager는 먼저 AWS KMS의 KMS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데이터 키를 복호화해야 합
니다.
Secrets Manager에서는 KMS를 사용하여 보안 암호 값을 직접 암호화하지 않습니다. 대신 KMS 키를 사용하
여 256비트 고급 암호화 표준(AES) 대칭 데이터 키를 생성하고 암호화하며 데이터 키를 사용하여 보안 암호
값을 암호화합니다. Secrets Manager는 일반 텍스트 데이터 키를 사용하여 AWS KMS 외부에서 보안 암호
값을 암호화하며, 이를 호출한 후 메모리에서 제거합니다. 데이터 키의 암호화된 사본을 암호의 메타데이터
에 저장합니다.
보안 암호를 생성할 때 AWS 계정 및 리전에서 대칭 암호화 고객 관리형 키를 선택하거나 Secrets
Manager(aws/secretsmanager)의 AWS 관리형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콘솔에서 암호화 키의 기본
값을 선택하면 Secrets Manager에 AWS 관리형 키 aws/secretsmanager가 아직 없는 경우 생성하여
암호와 연관시킵니다. 계정의 각 보안 암호에 대해 동일한 KMS 또는 다른 KMS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rets Manager는 대칭 암호화 KMS 키만 지원합니다.
UpdateSecret를 사용하여 콘솔 또는 AWS CLI 또는 AWS SDK에서 보안 암호에 대한 암호화 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 키를 변경하면 Secrets Manager는 새 암호화 키 아래에 스테이징 레이블이 AWSCURRENT,
AWSPENDING, AWSPREVIOUS인 보안 암호 버전을 다시 암호화합니다. 보안 암호 값이 변경되면 Secrets
Manager는 새 키 아래에서 보안 암호 값을 암호화합니다. 보안 암호를 검색할 때 이전 키 또는 새 키를 사용
하여 암호를 복호화할 수 있습니다.
보안 암호와 연결된 KMS 키를 찾으려면 콘솔에서 보안 암호를 확인하거나 ListSecrets 또는
DescribeSecret에서 호출합니다. 보안 암호가 Secrets Manager(aws/secretsmanager)의 AWS 관리형 키
와 연결된 경우 이러한 작업은 KMS 키 식별자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제
• 암호화 및 복호화 프로세스 (p. 178)
• Secrets Manager에서 KMS 키를 사용하는 방법 (p. 179)
• KMS 키에 대한 권한 (p. 180)
•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컨텍스트 (p. 181)
• Secrets Manager와 AWS KMS의 상호 작용 모니터링 (p. 182)

암호화 및 복호화 프로세스
Secrets Manager는 다음 프로세스에 따라 보안 암호의 보안 암호 값을 암호화합니다.
1. Secrets Manager는 보안 암호용 KMS 키 ID 및 256비트 AES 대칭 키에 대한 요청을 사용하여 AWS KMS
GenerateDataKey 작업을 호출합니다. AWS KMS는 일반 텍스트 데이터 키와, KMS 키로 암호화된 해당
데이터 키의 복사본을 반환합니다.
2. Secrets Manager는 일반 텍스트 데이터 키와 고급 암호화 표준(AES)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AWS KMS 외
부에서 암호 값을 암호화합니다. 사용한 후에는 가능한 빨리 메모리에서 일반 텍스트 키를 제거합니다.
3. Secrets Manager는 보안 암호 값을 복호화할 수 있도록 보안 암호의 메타데이터에 암호화된 데이터 키를
저장합니다. 하지만 Secrets Manager API 중에서 어떤 것도 암호화된 보안 암호나 암호화된 데이터 키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암호화된 암호 값을 해독하려면:
1. Secrets Manager는 AWS KMS Decrypt 작업을 호출하고 암호화된 데이터 키를 전달합니다.
2. AWS KMS는 보안 암호용 KMS 키를 사용하여 데이터 키를 복호화합니다. 그런 다음 일반 텍스트 데이터
키를 반환합니다.
3. Secrets Manager는 일반 텍스트 데이터 키를 사용하여 보안 암호 값을 복호화합니다. 그런 다음 가능한
빨리 메모리에서 데이터 키를 제거합니다.

178

AWS Secrets Manager 사용 설명서
Secrets Manager에서 KMS 키를 사용하는 방법

Secrets Manager에서 KMS 키를 사용하는 방법
Secrets Manager는 보안 암호와 연결된 KMS 키를 사용하여 각 보안 암호 값에 대한 데이터 키를 생성합니
다. 또한 암호화된 보안 암호 값을 복호화하는 데 필요할 경우 Secrets Manager가 KMS 키를 사용하여 해당
데이터 키를 복호화합니다. AWS CloudTrail 이벤트, Amazon CloudWatch Logs 및 감사 추적에서 요청 및 응
답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다음 Secrets Manager 작업은 KMS 키 사용 요청을 트리거합니다.
GenerateDataKey
Secrets Manager는 다음 Secrets Manager 작업에 대한 응답으로 AWS KMS GenerateDataKey 작업을
호출합니다.
• CreateSecret - 새 보안 암호가 보안 암호 값을 포함하는 경우 Secrets Manager는 보안 암호 값을 암
호화하기 위해 새 데이터 키를 요청합니다.
• PutSecretValue - Secrets Manager는 지정된 보안 암호 값을 암호화하기 위해 새 데이터 키를 요청합
니다.
• UpdateSecret - 보안 암호 값 또는 KMS 키가 변경되는 경우 Secrets Manager는 새 보안 암호 값을 암
호화하기 위해 새 데이터 키를 요청합니다.

Note
RotateSecret 작업은 암호 값을 변경하지 않으므로 GenerateDataKey를 호출하지 않
습니다. 하지만 RotateSecret에서 호출하는 Lambda 함수가 암호 값을 변경하는 경우
PutSecretValue 작업에 대한 호출로 GenerateDataKey 요청이 트리거됩니다.
Decrypt
암호화된 보안 암호 값을 복호화하려면 Secrets Manager는 AWS KMS Decrypt 작업을 호출하여 보안
암호의 암호화된 데이터 키를 복호화합니다. 그런 다음, 일반 텍스트 데이터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된 암
호 값을 해독합니다.
Secrets Manager는 다음 Secrets Manager 작업에 대한 응답으로 Decrypt 작업을 호출합니다.
• GetSecretValue - Secrets Manager는 보안 암호 값을 발신자에게 반환하기 전에 보안 암호 값을 복호
화합니다.
• PutSecretValue 및 UpdateSecret - 대부분의 PutSecretValue 및 UpdateSecret 요청은
Decrypt 작업을 트리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PutSecretValue 또는 UpdateSecret 요청이 보안
암호의 기존 버전에서 보안 암호 값을 변경하려 할 경우 Secrets Manager는 기존 보안 암호 값을 복호
화하고 요청의 보안 암호 값과 비교하여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이 작업을 통해 Secrets Manager 작업
의 idempotent가 유지됩니다.
KMS 키에 대한 액세스 검증
보안 암호와 연결된 KMS 키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Secrets Manager는 지정된 KMS 키를 사용하여
GenerateDataKey 및 Decrypt 작업을 호출합니다. 이러한 호출은 발신자가 해당 작업에 대해 KMS
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Secrets Manager는 이러한 작업의 결과를 무시하며, 암
호화된 작업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청에서는 SecretVersionId 키 암호화 컨텍스트 값이 RequestToValidateKeyAccess이
므로 이와 같은 검증 호출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Note
예전에는 Secrets Manager 검증 호출에 암호화 컨텍스트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AWS
CloudTrail 로그에서는 암호화 컨텍스트가 없는 호출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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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 키에 대한 권한
Secrets Manager가 암호화 작업에서 KMS 키를 사용하는 경우 보안 암호 값에 액세스하거나 업데이트하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KMS 키가 작동합니다.
• 보안 암호를 검색하려면 사용자에게 IAM 정책 또는 키 정책에서 부여된 kms:Decrypt 권한이 있어야 합
니다.
• 보안 암호를 업데이트하려면 사용자에게 IAM 정책 또는 키 정책에서 부여된 kms:Decrypt 및
kms:GenerateDataKey 권한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Secrets Manager에서 생성된 요청에 대해서만 KMS 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kms:ViaService 조건
키를 secretsmanager.<Region>.amazonaws.com 값과 함께 사용합니다.
암호화 작업에 대한 KMS 키 사용 조건으로서 암호화 컨텍스트에서 키나 값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
면 IAM 또는 키 정책 문서에서 문자열 조건 연산자를 사용하거나 권한 부여에서 권한 부여 제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관리형 키(aws/secretsmanager)의 키 정책
Secrets Manager(aws/secretsmanager)용 AWS 관리형 키에 대한 키 정책은 Secrets Manager에서 사용
자를 대신하여 요청할 때만 지정된 작업에 대해 KMS 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합니다. 키
정책에서는 사용자가 KMS 키를 직접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키 정책은 모든 AWS 관리형 키의 정책처럼 서비스에 의해 설정됩니다. 키 정책은 변경할 수 없지만 언제
든지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키 정책 보기를 참조하세요.
키 정책의 정책 설명문은 다음 효과를 갖습니다.
• 계정 내 사용자가 Secrets Manager를 통해 대신 요청할 때만 암호화 작업에 대해 KMS 키를 사용할 수 있
도록 합니다. kms:ViaService 조건 키는 이 제한을 강제 적용합니다.
• AWS 계정에서 사용자가 KMS 키 속성을 보고 권한 부여를 취소하도록 허용하는 IAM 정책을 생성할 수 있
도록 합니다.
• Secrets Manager는 권한 부여를 사용하여 KMS 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얻지는 않지만 정책은 Secrets
Manager로 하여금 사용자를 대신하여 KMS 키에 대한 권한 부여를 생성하도록 하고 계정으로 하여금
Secrets Manager가 KMS 키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모든 권한 부여를 취소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AWS 관리형 키용 정책 문서의 표준 요소입니다.
다음은 Secrets Manager용 AWS 관리형 키 예제에 대한 키 정책입니다.
{

"Version" : "2012-10-17",
"Id" : "auto-secretsmanager-1",
"Statement" : [ {
"Sid" : "Allow access through AWS Secrets Manager for all principals in the account
that are authorized to use AWS S
ecrets Manager",
"Effect" : "Allow",
"Principal" : {
"AWS" : "*"
},
"Action" : [ "kms:Decrypt", "kms:ReEncrypt*", "kms:GenerateDataKey*",
"kms:CreateGrant", "kms:Describ
eKey" ],
"Resource" : "*",
"Condition" : {
"StringEqual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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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ViaService" : "secretsmanager.us-west-2.amazonaws.com",
"kms:CallerAccount" : "111122223333"

}

}
}
},{
"Sid" : "Allow direct access to key metadata to the account",
"Effect" : "Allow",
"Principal" : {
"AWS" : "arn:aws:iam::111122223333:root"
},
"Action" : [ "kms:Describe*", "kms:Get*", "kms:List*", "kms:RevokeGrant" ],
"Resource" : "*"
} ]

Secrets Manager 보안 암호 컨텍스트
암호화 컨텍스트는 보안되지 않은 임의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키-값 페어 세트입니다. 데이터 암호화 요청에
암호화 컨텍스트를 포함하는 경우, AWS KMS는 암호화된 데이터에 암호화 컨텍스트를 암호 방식으로 바인
딩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암호화 컨텍스트로 전달해야 이 데이터를 해독할 수 있습니다.
AWS KMS에 대한 GenerateDataKey 및 Decrypt 요청에서 Secrets Manager는 다음 예제와 같이 보안 암호
와 해당 버전을 식별하는 두 개의 이름-값 페어가 있는 암호화 컨텍스트를 사용합니다. 이름은 달라지지 않지
만, 결합된 암호화 컨텍스트 값은 각 암호 값마다 다릅니다.
"encryptionContext": {
"SecretARN": "arn:aws:secretsmanager:us-east-2:111122223333:secret:test-secret-a1b2c3",
"SecretVersionId": "EXAMPLE1-90ab-cdef-fedc-ba987SECRET1"
}

암호화 컨텍스트를 사용하여 AWS CloudTrail 및 Amazon CloudWatch Logs 같은 감사 레코드 및 로그에서
정책 및 권한 부여의 승인 조건으로서 이러한 암호화 작업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Secrets Manager 암호화 컨텍스트는 이름-값 페어 두 개로 구성됩니다.
• SecretARN - 첫 번째 이름-값 페어는 보안 암호를 식별합니다. 키는 SecretARN입니다. 이 값은 암호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입니다.
"SecretARN": "ARN of an Secrets Manager secret"

예를 들어, 보안 암호 ARN이 arn:aws:secretsmanager:useast-2:111122223333:secret:test-secret-a1b2c3이면 암호화 컨텍스트는 다음 페어를 포함합
니다.
"SecretARN": "arn:aws:secretsmanager:us-east-2:111122223333:secret:test-secret-a1b2c3"

• SecretVersionId - 두 번째 이름-값 페어는 보안 암호의 버전을 식별합니다. 키는 SecretVersionId입니
다. 이 값은 버전 ID입니다.
"SecretVersionId": "<version-id>"

예를 들어, 보안 암호의 버전 ID가 EXAMPLE1-90ab-cdef-fedc-ba987SECRET1이면 암호화 컨텍스트
에는 다음 페어가 포함됩니다.
"SecretVersionId": "EXAMPLE1-90ab-cdef-fedc-ba987SECR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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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암호에 대한 KMS 키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Secrets Manager는 발신자가 이러한 작업에 대해 KMS
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검증하도록 GenerateDataKey 및 Decrypt 요청을 AWS KMS로 전송합니
다. 응답을 무시하므로 암호 값에 응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검증 요청에서 SecretARN의 값은 암호의 실제 ARN이지만, SecretVersionId 값은 다음 예제 암
호화 컨텍스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RequestToValidateKeyAccess입니다. 이 특수 값은 로그 및 감사
내역에서 검증 요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ncryptionContext": {
"SecretARN": "arn:aws:secretsmanager:us-east-2:111122223333:secret:test-secret-a1b2c3",
"SecretVersionId": "RequestToValidateKeyAccess"
}

Note
예전에는 Secrets Manager 검증 호출에 암호화 컨텍스트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AWS
CloudTrail 로그에서는 암호화 컨텍스트가 없는 호출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Secrets Manager와 AWS KMS의 상호 작용 모니터링
AWS CloudTrail 및 Amazon CloudWatch Logs를 사용하여 Secrets Manager가 사용자 대신 AWS KMS
로 전송하는 요청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보안 암호 사용 모니터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안 암호 모니터
링 (p. 153) 단원을 참조하세요.
GenerateDataKey
보안 암호에서 보안 암호 값을 생성하거나 변경할 때 Secrets Manager는 보안 암호에 대한 KMS 키를
지정하도록 GenerateDataKey 요청을 AWS KMS로 전송합니다.
GenerateDataKey 작업을 기록하는 이벤트는 다음 예제 이벤트와 유사합니다. 이 요청은
secretsmanager.amazonaws.com에 의해 호출됩니다. 파라미터로는 보안 암호용 KMS 키의
Amazon 리소스 이름(ARN), 256비트 키를 요구하는 키 지정자, 그리고 보안 암호와 버전을 식별하는 암
호화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

"eventVersion": "1.05",
"userIdentity": {
"type": "IAMUser",
"principalId": "AROAIGDTESTANDEXAMPLE:user01",
"arn": "arn:aws:sts::111122223333:assumed-role/Admin/user01",
"accountId": "111122223333",
"accessKeyId": "AKIAIOSFODNN7EXAMPLE",
"sessionContext": {
"attributes": {
"mfaAuthenticated": "false",
"creationDate": "2018-05-31T23:23:41Z"
}
},
"invokedBy": "secretsmanager.amazonaws.com"
},
"eventTime": "2018-05-31T23:23:41Z",
"eventSource": "kms.amazonaws.com",
"eventName": "GenerateDataKey",
"awsRegion": "us-east-2",
"sourceIPAddress": "secretsmanager.amazonaws.com",
"userAgent": "secretsmanager.amazonaws.com",
"requestParameters": {
"keyId": "arn:aws:kms:useast-2:111122223333:key/1234abcd-12ab-34cd-56ef-1234567890ab",
"keySpec": "AES_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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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ryptionContext": {
"SecretARN": "arn:aws:secretsmanager:us-east-2:111122223333:secret:testsecret-a1b2c3",
"SecretVersionId": "EXAMPLE1-90ab-cdef-fedc-ba987SECRET1"
}
},
"responseElements": null,
"requestID": "a7d4dd6f-6529-11e8-9881-67744a270888",
"eventID": "af7476b6-62d7-42c2-bc02-5ce86c21ed36",
"readOnly": true,
"resources": [
{
"ARN": "arn:aws:kms:useast-2:111122223333:key/1234abcd-12ab-34cd-56ef-1234567890ab",
"accountId": "111122223333",
"type": "AWS::KMS::Key"
}
],
"eventType": "AwsApiCall",
"recipientAccountId": "111122223333"
}

Decrypt
보안 암호의 보안 암호 값을 가져오거나 변경할 때마다 Secrets Manager는 Decrypt 요청을 AWS KMS
에 전송하여 암호화된 데이터 키를 복호화합니다.
Decrypt 작업을 기록하는 이벤트는 다음 예제 이벤트와 유사합니다. 사용자는 테이블에 액세스 중
인 AWS 계정에 있는 주체입니다. 파라미터에는 암호화된 테이블 키(암호화 텍스트 blob)와, 테이블 및
AWS 계정을 식별하는 암호화 컨텍스트가 포함됩니다. AWS KMS는 암호화 텍스트에서 KMS 키의 ID를
파생합니다.
{

"eventVersion": "1.05",
"userIdentity": {
"type": "IAMUser",
"principalId": "AROAIGDTESTANDEXAMPLE:user01",
"arn": "arn:aws:sts::111122223333:assumed-role/Admin/user01",
"accountId": "111122223333",
"accessKeyId": "AKIAIOSFODNN7EXAMPLE",
"sessionContext": {
"attributes": {
"mfaAuthenticated": "false",
"creationDate": "2018-05-31T23:36:09Z"
}
},
"invokedBy": "secretsmanager.amazonaws.com"
},
"eventTime": "2018-05-31T23:36:09Z",
"eventSource": "kms.amazonaws.com",
"eventName": "Decrypt",
"awsRegion": "us-east-2",
"sourceIPAddress": "secretsmanager.amazonaws.com",
"userAgent": "secretsmanager.amazonaws.com",
"requestParameters": {
"encryptionContext": {
"SecretARN": "arn:aws:secretsmanager:us-east-2:111122223333:secret:testsecret-a1b2c3",
"SecretVersionId": "EXAMPLE1-90ab-cdef-fedc-ba987SECRET1"
}
},
"responseElements": null,
"requestID": "658c6a08-652b-11e8-a6d4-ffee2046048a",
"eventID": "f333ec5c-7fc1-46b1-b985-cbda1371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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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Only": true,
"resources": [
{
"ARN": "arn:aws:kms:useast-2:111122223333:key/1234abcd-12ab-34cd-56ef-1234567890ab",
"accountId": "111122223333",
"type": "AWS::KMS::Key"
}
],
"eventType": "AwsApiCall",
"recipientAccountId": "111122223333"
}

AWS Secrets Manager의 인프라 보안
관리형 서비스인 AWS Secrets Manager는 Amazon Web Services: 보안 프로세스 개요 백서에 설명된 AWS
글로벌 네트워크 보안 절차로 보호됩니다.
AWS에서 게시한 API 호출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Secrets Manager에 액세스합니다. Secrets
Manager는 전송 계층 보안(TLS) 1.1 및 1.2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TLS 1.2를 권장합니다. 클
라이언트는 Ephemeral Diffie-Hellman(DHE) 또는 Elliptic Curve Ephemeral Diffie-Hellman(ECDHE)과 같은
PFS(전달 완전 보안, Perfect Forward Secrecy)가 포함된 암호 제품군도 지원해야 합니다. Java 7 이상의 최
신 시스템은 대부분 이러한 모드를 지원합니다.
또한 요청은 액세스 키 ID 및 IAM 주체와 관련된 보안 암호 액세스 키를 사용하여 서명해야 합니다. 또는
AWS Security Token Service(AWS STS)를 사용하여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생성하여 요청에 서명할 수 있
습니다.

AWS Secrets Manager의 복원성
AWS에서는 AWS 리전 및 가용 영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AWS 리전에서는 물리적으로
분리되고 격리된 다수의 가용 영역을 제공하며 이러한 가용 영역은 짧은 대기 시간, 높은 처리량 및 높은 중
복성을 갖춘 네트워킹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용 영역을 사용하면 중단 없이 영역 간에 자동으로 장애 조치
가 이루어지는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가용 영역은 기존의 단일 또
는 다중 데이터 센터 인프라보다 가용성, 내결함성,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복원성 및 재해 복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정성 원칙 - AWS Well-Architected 프레임워크를 참조하세요.
AWS 리전 및 가용 영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글로벌 인프라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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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Secrets Manager 문제 해결
여기 정보를 사용하여 Secrets Manager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진단하고 수정하세요.
교체와 관련된 문제는 the section called “교체 문제 해결” (p. 118) 섹션을 참조하세요.
주제
• Secrets Manager에 요청을 전송할 때 “액세스 거부됨” 메시지 발생 (p. 185)
• 임시 보안 자격 증명에 대한 “액세스 거부됨”이라는 메시지 발생 (p. 185)
• 변경 사항이 경우에 따라 즉시 표시되지 않습니다. (p. 185)
• 보안 암호를 생성할 때 “비대칭 KMS 키로 데이터 키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 발생 (p. 186)
• AWS CLI 또는 AWS SDK 작업 중 부분 ARN에서 내 보안 암호를 찾을 수 없음 (p. 186)
• 이 보안 암호는 AWS 서비스에서 관리하며 업데이트하려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p. 187)

Secrets Manager에 요청을 전송할 때 “액세스 거부
됨” 메시지 발생
요청한 작업 및 리소스를 호출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관리자가 IAM 정책을 여러분의 IAM 사용자나
여러분이 멤버인 그룹에 연결해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 명령문에 시간이나
IP 주소 제한 정책이 포함된다면, 요청을 전송할 때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IAM 사용자, 그룹
또는 역할에 대한 정책을 확인 또는 수정하는 방법은 IAM 사용 설명서에 있는 정책 작업 섹션을 참조하세요.
Secrets Manager에 필요한 권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인증 및 액세스 제어 (p. 29) 섹션을 참조하세요.
AWS SDK를 사용하지 않고 API 요청에 수동으로 서명할 경우 올바르게 요청에 서명했는지 확인합니다.

임시 보안 자격 증명에 대한 “액세스 거부됨”이라는
메시지 발생
요청을 위해 사용 중인 IAM 사용자나 역할에 올바른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임시 보안 자격 증명에 대한
권한은 IAM 사용자 또는 역할에서 파생됩니다. 이는 권한이 IAM 사용자 또는 역할에 부여된 권한으로 제한
됨을 의미합니다.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의 권한이 결정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임
시 보안 자격 증명을 위한 권한 제어 섹션을 참조하세요.
요청에 올바르게 서명했고 요청이 잘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택한 SDK의 도구 키트 문
서나 IAM 사용 설명서의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이용해 AWS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요청 섹션을 참조하세요.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임시 보안 자격 증
명 요청 섹션을 참조하세요.
Secrets Manager에 필요한 권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인증 및 액세스 제어 (p. 29) 섹션을 참조하세요.

변경 사항이 경우에 따라 즉시 표시되지 않습니다.
Secrets Manager는 최종 일관성이라는 분산 컴퓨팅 모델을 사용합니다. Secrets Manager(또는 다른 AWS
서비스)에서 변경한 사항을, 있을 수 있는 모든 엔드포인트에서 보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일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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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은 서버에서 서버로, 복제 영역에서 복제 영역으로, 전세계의 리전에서 리전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데 걸리
는 시간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또한 Secrets Manager는 성능 향상을 위해 캐싱을 사용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로 인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전에 캐싱된 데이터가 끝날 때까지 가시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적 지연을 고려하도록 전역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합니다. 또한 한 위치에서 변경한 내용이 다른
위치에서 즉시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최종 일관성으로 인해 일부 다른 AWS 서비스가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세
요.
• Amazon Redshift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가이드의 데이터 일관성 관리
•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사용 설명서의 Amazon S3 데이터 일관성 모델
• AWS 빅 데이터 블로그에서 ETL 워크플로에 대해 Amazon S3 및 Amazon EMR 사용 시 일관성 유지
• Amazon EC2 API 참조의 Amazon EC2 최종 일관성

보안 암호를 생성할 때 “비대칭 KMS 키로 데이터 키
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 발생
Secrets Manager는 보안 암호와 연결된 대칭 암호화 KMS 키를 사용하여 각 보안 암호 값에 대한 데이터 키
를 생성합니다. 비대칭 KMS 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대칭 KMS 키 대신 대칭 암호화 KMS 키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지침은 비대칭 KMS 키 식별 단원을 참조하세요.

AWS CLI 또는 AWS SDK 작업 중 부분 ARN에서 내
보안 암호를 찾을 수 없음
많은 경우 Secrets Manager는 전체 ARN이 아닌 ARN의 일부에서 보안 암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
안 암호 이름이 하이픈 다음에 6자로 끝나는 경우 Secrets Manager는 ARN의 일부에서만 보안 암호를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전체 ARN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Secrets Manager는 다음과 같이 리전, 계정, 보안 암호 이름, 하이픈 및 추가 6자를 사용하여 보안 암호에 대
한 ARN을 구성합니다.
arn:aws:secretsmanager:us-east-2:111122223333:secret:SecretName-abcdef

보안 암호 이름이 하이픈과 6자로 끝나는 경우 ARN의 일부만 사용하면 Secrets Manager에 전체 ARN을 지
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RN과 함께 이름이 MySecret-abcdef인 보안 암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arn:aws:secretsmanager:us-east-2:111122223333:secret:MySecret-abcdef-nutBrk
보안 암호 ARN의 일부만 사용하는 다음 작업을 호출할 경우, Secret Manager가 해당 보안 암호를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 aws secretsmanager describe-secret --secret-id arn:aws:secretsmanager:useast-2:111122223333:secret:MySecret-abcd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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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안 암호는 AWS 서비스에서 관리하며 업데이트
하려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보안 암호를 수정하려고 할 때 이 메시지가 나타나면 메시지에 나열된 관리 서비스를 사용해야만 보안
암호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the section called “다른 서비스에서 관리하는 보안 암
호” (p. 172)을 참조하십시오.
보안 암호 관리자를 결정하기 위해 보안 암호 이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서비스에서 관리하는
보안 암호는 해당 서비스의 ID가 접두사로 붙습니다. 또는 AWS CLI에서 escribe-secret을 호출한 다음
OwningService 필드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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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Secrets Manager 할당량
리소스 및 API에 대한 AWS Secrets Manager 할당량은 AWS Secrets Manager 서비스 할당량 및 엔드포인
트를 참조하세요.
Secrets Manager 읽기 API는 TPS 할당량이 높고, 호출 빈도가 낮은 컨트롤 플레인 API는 TPS 할당량이
낮습니다. 10분마다 두 번 이상 지속적으로 PutSecretValue 또는 UpdateSecret을 호출하지 않는 것
이 좋습니다. PutSecretValue 또는 UpdateSecret을 호출하여 보안 암호 값을 업데이트하면 Secrets
Manager는 새 버전의 보안 암호를 생성합니다. Secrets Manager는 100개 이상의 버전이 있을 때 오래된 버
전을 제거하지만 24시간 이내에 생성된 버전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10분마다 두 번 이상 보안 암호 값을 업
데이트하면 Secrets Manager에서 제거하는 버전보다 더 많은 버전이 생성되고 보안 암호 버전 할당량에 도
달하게 됩니다.
계정에서 여러 리전을 운영할 수 있으며 각 할당량은 각 리전에 따라 다릅니다.
한 AWS 계정의 한 애플리케이션이 다른 계정 소유의 보안 암호를 사용하는 경우를 교차 계정 요청이라고 합
니다. 교차 계정 요청의 경우, Secrets Manager는 보안 암호를 소유한 계정이 아니라 요청하는 자격 증명의
계정을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계정 A의 자격 증명이 계정 B의 보안 암호를 사용하는 경우 보안 암호 사용은
계정 A의 할당량에만 적용됩니다.

애플리케이션에 재시도 추가
AWS 클라이언트에서는 클라이언트 측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로 인해 Secrets Manager 호출이 실패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Secrets Manager의 속도 제한으로 인해 호출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API 요청
할당량을 초과하면 Secrets Manager에서 요청을 제한합니다. Secrets Manager는 다른 경우라면 유효한 요
청을 거부하고 throttling 오류를 반환합니다. 두 유형의 실패 모두 짧은 대기 기간 후에 다시 호출하는 것이 좋
습니다. 이것을 백오프 및 재시도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할 경우 애플리케이션 코드에 재시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오류 및 예외
• RequestTimeout
• RequestTimeoutException
• PriorRequestNotComplete
• ConnectionError
• HTTPClientError

서비스 측 조절 및 제한 오류와 예외
• Throttling
• ThrottlingException
• ThrottledException
• RequestThrottledException
• TooManyRequestsException
• ProvisionedThroughputExceededException
• TransactionInProgressException
• RequestLimitExceeded
• BandwidthLimitExc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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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itExceededException
• RequestThrottled
• SlowDown
재시도, 지수 백오프 및 지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예제 코드는 다음 리소스를 참조하세요.
• 지수 백오프 및 지터
• 시간 초과, 지터를 사용한 재시도 및 백오프
• AWS의 오류 재시도 횟수 및 지수 백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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