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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 Identity Center

IAM Identity Center
를 통해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직원 ID (직원 사용자라고도 함) 에 대
한 로그인 보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IAM Identity Center는 직원 사용자를 생성하거나 연결하고 모든 직
원AWS 계정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한 곳을 제공합니다. 다중 계정 권
한을 사용하여 직원 사용자에게 액세스 권한을 할당할 수AWS 계정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할당을 사용하
여 사용자에게 IAM Identity Center 지원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및 고객 SAML 2.0 (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Note

SingleAWS Sign-On이라는 서비스 이름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지만 이 안내서에서는 사용자가 한 
번에 로그인하여 여러 애플리케이션 및 웹 사이트에 액세스할 수 있는 인증 체계를 설명하는 데 여
전히 Single Sign-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IAM Identity Center
IAM ID 센터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원 아이덴티티

조직의 구성원인 인간 사용자는 작업 인력 ID 라고도 합니다. IAM Identity Center에서 작업 인력 ID 
Center에서 작업 인력 ID 소스의 기존 사용자 및 그룹 집합에 연결하고 동기화할 수AWS 계정 있습니
다. 지원되는 ID 소스에는 Microsoft Active Directory 도메인 서비스와 Okta 유니버설 디렉토리 또는 
Microsoft Azure AD와 같은 외부 ID 공급자가 포함됩니다.

SAML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할당

애플리케이션 배정을 통해 IAM Identity Center의 직원 사용자에게 Salesforce 및 Microsoft 365와 같은 
SAML 2.0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싱글 사인온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별도의 페더
레이션을 설정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아이덴티티 센터 지원 애플리케이션

AWSAmazon Managed Grafana, Amazon Monitron 및 Amazon SageMaker Studio 노트북과 같은 애플
리케이션 및 서비스는 자동으로 IAM Identity Center를 검색하고 연결하여 로그인 및 사용자 디렉토리 서
비스를 받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을 추가로 구성하지 않고도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에 
일관된 싱글 사인온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은 사용자, 그룹 및 그룹 구성원에 대한 공통
된 보기를 공유하므로 사용자는 다른 사람과 응용 프로그램 리소스를 공유할 때도 일관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다중 계정 권한

다중 계정 권한을 사용하면 각 계정을 수동으로 구성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여러AWS 계정에 대한 IAM 권
한을 계획하고 중앙에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무를 기반으로 세분화된 권한을 만들거나 보안 
요구 사항에 맞는 사용자 지정 권한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해당 권한을 직원 사용자에게 할당
하여 특정 계정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AWS액세스 포털

AWS액세스 포털은 직원 사용자가 간단한 웹 포털을 통해 할당된AWS 계정 모든 클라우드 애플리케이
션에 한 번의 클릭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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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 Identity Center

IAM Identity Center
2022년 7월 26일에AWS 싱글 사인온의 이름이 로 변경되었습니다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기존 고객을 위해 다음 표는 이름 변경의 결과로 본 가이드 전체에서 업데이트된 일반
적인 용어 변경 사항 중 일부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레거시 용어 현재 용어

AWSSSO 사용자 또는 SSO 사용자 인력 사용자 또는 사용자

AWSSSO 사용자 포털 또는 사용자 포털 AWS액세스 포털

AWSSSO 통합 애플리케이션 IAM Center

AWSSSO 디렉터리 IAM Center

AWSSSO 스토어 또는AWS SSO ID 스토어 IAM ID 센터에서 사용하는 ID 스토어

다음 표에는 이러한 이름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해당 사용자, 개발자 및 API 참조 가이드 이름 변경이 설명되
어 있습니다.

레거시 가이드 최신 가이드

AWSSingle Sign-On IAM 아이덴티티 센터 사용 설명서

AWS싱글 사인온 SCIM 구현 개발자 가이드 IAM 아이덴티티 센터 SCIM 구현 개발자 가이드

AWSSingle Sign-On IAM 아이덴티티 센터 API 레퍼런스

AWS싱글 사인온 ID 스토어 API 참조 가이드 아이덴티티 스토어 API 레퍼런스

AWS싱글 사인온 OIDC API 참조 가이드 IAM 아이덴티티 센터 OIDC API 레퍼런스

AWS싱글 사인온 포털 API 참조 가이드 IAM 아이덴티티 센터 포털 API 레퍼런스

레거시 네임스페이스는 그대로 유지

sso및identitystore API 네임스페이스와 다음과 같은 관련 네임스페이스는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을 위
해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 CLI 명령
• aws configure sso
• identitystore
• sso
• sso-admin
• sso-oidc

• AWSSSO및AWSIdentitySync 접두사를 포함하는 관리형 정책
• sso및 를 포함하는 서비스 엔드포인트identitystore
• AWS CloudFormationAWS::SSO접두사가 포함된 리소스
• 다음을 포함하는 서비스 연결 역할AWSServiceRoleFor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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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aws.amazon.com/singlesignon/latest/userguide/security-iam-awsmanpo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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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거시 네임스페이스는 그대로 유지

• sso및 를 포함하는 콘솔 URLsinglesignon
• 다음을 포함하는 설명서 URLsinglesig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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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조건 및 고려 사항

시작하기
이 섹션의 주제는 IAM Identity Center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제
• 사전 조건 및 고려 사항 (p. 4)
• 1단계: IAM Identity Center 활성화 (p. 6)
• 2단계: ID 소스 선택 (p. 6)
• 3단계: 관리 권한 세트 생성 (p. 9)
• 4단계: 관리 사용자의AWS 계정 액세스 설정 (p. 9)
• 5단계: 관리자 자격 증명으로AWS 액세스 포털에 로그인 (p. 10)
• 6단계: 최소 권한 권한을 적용하는 권한 집합 만들기 (p. 11)
• 7단계: 추가 사용자에 대한AWS 계정 액세스 설정 (선택 사항) (p. 12)
• 8단계: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싱글 사인온 액세스 설정 (선택 사항) (p. 12)

사전 조건 및 고려 사항
IAM Identity Center 설정을 위한 사전 조건 및 기타 고려 사항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제를 참조하십시오.

주제
• AWS를 처음 사용하시나요? (p. 4)
• 특정 환경에 대한 사전 요구 사항 및 고려 사항 (p. 4)

AWS를 처음 사용하시나요?
아직 이 없다면 가입하세요.AWS 계정 를 생성한AWS 계정 후 계속 진행하십시오1단계: IAM Identity Center 
활성화 (p. 6).

특정 환경에 대한 사전 요구 사항 및 고려 사항
다음 주제에서는 특정 환경에 맞게 IAM Identity Center를 설정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작업을 진행하
기 전에 해당 환경에 적용되는 지침을 검토하십시오1단계: IAM Identity Center 활성화 (p. 6).

주제
• 액티브 디렉터리 또는 외부 IdP (p. 4)
• AWS Organizations (p. 5)
• IAM 역할 (p. 5)
• 차세대 방화벽 및 보안 웹 게이트웨이 (p. 5)

액티브 디렉터리 또는 외부 IdP
Active Directory 또는 외부 IdP에서 이미 사용자 및 그룹을 관리하고 있다면 IAM Identity Center를 활성화하
고 ID 소스를 선택할 때 이 ID 소스를 연결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Identity Center 디렉터리
에 사용자 및 그룹을 만들기 전에 이 작업을 수행하면 나중에 ID 소스를 변경할 때 필요한 추가 구성을 피할 
수 있습니다.

Active Directory를 ID 소스로 사용하려면 구성이 다음 사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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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환경에 대한 사전 요구 사항 및 고려 사항

• 를 사용하는AWS Managed Microsoft AD 경우AWS Managed Microsoft AD 디렉터리가 설정된AWS 리전 
곳과 동일한 위치에서 IAM Identity Center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IAM Identity Center는 디렉터리와 동일
한 리전에 할당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IAM ID 센터를 관리하려면 IAM ID 센터가 구성된 지역으로 전환해
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AWS 액세스 포털은 디렉터리와 동일한 액세스 URL을 사용한다는 점에 유의하세
요.

• 관리 계정에 있는 Active Directory를 사용하십시오.

에 기존 AD Connector 또는AWS Managed Microsoft AD 디렉터리가 설정되어 있어야AWS Directory 
Service 하며AWS Organizations 관리 계정 내에 있어야 합니다. 한 번에 하나의 AD Connector 디렉터리 
또는 하나의AWS Managed Microsoft AD 디렉터리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 도메인이나 포리스트를 지
원해야 하는 경우 를 사용하십시오AWS Managed Microsoft AD.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AWS Managed Microsoft AD디렉터리를 IAM ID 센터에 Connect (p. 34)
• Active Directory의 자체 관리 디렉터리를 IAM ID 센터에 Connect (p. 35)

• 위임된 관리자 계정에 있는 Active Directory를 사용하십시오.

IAM Identity Center 위임 관리자를 활성화하고 Active Directory를 IAM ID 센터 ID 소스로 사용하려는 경
우, 위임된 관리자 계정에 있는AWS Managed Microsoft AD 디렉터리에 설정된 기존 AD Connector 또는
AWS 디렉터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IAM Identity Center ID 소스를 다른 소스에서 Active Directory로 변경하거나 Active Directory에서 다른 소
스로 변경하려는 경우 디렉터리는 IAM Identity Center에서 위임한 관리자 구성원 계정 (있는 경우) 에 있어
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관리 계정에 있어야 합니다.

AWS Organizations
에서AWS 계정 관리해야 합니다AWS Organizations. 조직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조직을 설정할 필요가 없습
니다. IAM Identity Center를 활성화하면 조직을AWS 생성할지 여부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미 설정한AWS Organizations 경우 모든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사용AWS 
Organizations 설명서의 조직 내 모든 기능 활성화를 참조하십시오.

IAM Identity Center를 활성화하려면AWS Organizations 관리 계정의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에 로그인해야 
합니다.AWS Management Console AWS Organizations멤버 계정의 자격 증명으로 로그인한 상태에서는 
IAM Identity Center를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Organizations사용자 안내서의AWS 조직 
작성 및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IAM 역할
이미 IAM 역할을 구성한 경우 계정이 IAM 역할 할당량에 근접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AWS 계
정 자세한 내용은 IAM 객체 할당량 섹션을 참조하세요.

할당량이 거의 다 되었으면 할당량 증가를 요청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IAM 역할 할당량을 초과한 계정에 
권한 세트를 프로비저닝할 때 IAM Identity Center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할당량 증가를 요청하는 방
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ervice Quotas 사용 설명서 의 할당량 증가 요청 을 참조하세요.

차세대 방화벽 및 보안 웹 게이트웨이
NGFW 또는 SWG와 같은 웹 콘텐츠 필터링 솔루션을 사용하여 특정AWS 도메인이나 URL 엔드포인트에 대
한 액세스를 필터링하는 경우 웹 콘텐츠 필터링 솔루션 허용 목록에 다음 도메인 또는 URL 엔드포인트를 추
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IAM ID 센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특정 DNS 도메인

• *.awsapps.com (http://awsapps.com/)
• *. 로그인.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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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IAM Identity Center 활성화

특정 URL 엔드포인트

• https://[ yourdirectory] .awsapps.com/start
• https://[ yourdirectory] .awsapps.com/login
• https://[### ##] .signin.aws/platform/login

1단계: IAM Identity Center 활성화
다음 단계를 수행하려면AWS Management Console 로 로그인해야 합니다AWS 계정 루트 사용자.

AWS 계정을 생성할 때는 해당 계정의 모든 AWS 서비스 및 리소스에 대한 완전한 액세스 권한이 있는 단일 
로그인 ID로 시작합니다. 이 자격 증명은 AWS 계정 루트 사용자라고 하며, 계정을 생성할 때 사용한 이메일 
주소와 암호로 로그인하여 액세스합니다. 일상적인 태스크에 루트 사용자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권장
합니다. 루트 사용자 보안 인증 정보를 보호하고 루트 사용자만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합니
다.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해야 하는 태스크의 전체 목록은 AWS Account Management 참조 안내서의 루트 
사용자 보안 인증이 필요한 태스크를 참조하세요.

Note

루트 사용자 자격 증명의 보안을 강화하려면 진행하기 전에 루트 사용자에 대해 멀티 팩터 인증 
(MFA) 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계정 관리 참조 가이드의 MFA 활성화를 참조하
십시오.AWS 계정 루트 사용자

IAM Identity Center를 활성화하려면

1. 루트 사용자(Root user)를 선택하고 AWS 계정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AWS Management Console에 
계정 소유자로 로그인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2.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3. IAM ID 센터 활성화에서 활성화를 선택합니다.
4. IAM Identity Center는AWS Organizations 필수입니다. 조직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조직을 자동으로

AWS 만들지 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AWS조직 생성을 선택하여 이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AWS Organizations관리 계정에 연결된 주소로 확인 이메일을 자동으로 전송합니다. 확인 이메일을 받
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4시간 내에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세요.

Note

다중 계정 환경을 사용하는 경우 위임된 관리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된 관리를 사용하면 
에서 관리 계정에 액세스해야 하는 사용자 수를 제한할 수AWS Organizations 있습니다. 자세한 정
보는 위임된 관리 (p. 91)을 참조하세요.

2단계: ID 소스 선택
IAM Identity Center의 ID 소스는 사용자 및 그룹이 관리되는 위치를 정의합니다. 다음 중 하나를 ID 소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IAM Identity Center 디렉터리 — IAM Identity Center를 처음 활성화하면 자동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서 
사용자 및 그룹을 생성하고 애플리케이션에AWS 계정 대한 액세스 수준을 지정합니다.

• Active Directory — Active Directory (AD) 에서 자체 관리되는AWS Managed Microsoft AD 디렉터리를 사
용하거나 자체 관리 디렉터리를 사용하여AWS Directory Service 디렉터리에서 사용자를 계속 관리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 외부 ID 제공업체 - Okta 또는 Azure Azure Ative Directory와 같은 외부 ID 제공업체 (IdP) 의 사용자를 관
리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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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Directory 또는 다른 IdP 
Connect 사용자를 지정합니다.

IAM ID 센터를 활성화한 후에는 ID 소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한 ID 소스에 따라 IAM Identity Center에서 
싱글 사인온 액세스가 필요한 사용자 및 그룹을 검색하는 위치가 결정됩니다. ID 소스를 선택한 후에는 사용
자를 만들거나 지정하고 사용자에게 관리자 권한을 할당합니다AWS 계정.

Important

Active Directory 또는 외부 ID 공급자 (IdP) 에서 이미 사용자 및 그룹을 관리하고 있다면 IAM 
Identity Center를 활성화하고 ID 소스를 선택할 때 이 ID 소스를 연결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
니다. 기본 Identity Center 디렉터리에 사용자 및 그룹을 생성하고 할당하기 전에 이 작업을 수행해
야 합니다. 이미 IAM Identity Center의 한 ID 소스에서 사용자와 그룹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 다른 
ID 소스로 변경하면 IAM Identity Center에서 구성한 모든 사용자 및 그룹 할당이 제거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IAM Identity Center의 관리자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는AWS 계정 자신과 애플
리케이션에 대한 싱글 사인온 액세스 권한을 잃게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ID 소스 변경 시 고려 사
항 (p. 22)을 참조하세요.

주제
• 액티브 디렉터리 또는 외부 IdP Connect 사용자를 지정합니다. (p. 7)
• 기본 디렉터리를 사용하고 IAM ID 센터에서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p. 8)

액티브 디렉터리 또는 외부 IdP Connect 사용자를 지정
합니다.
이미 Active Directory 또는 외부 ID 공급자 (IdP) 를 사용하고 있다면 다음 항목을 참조하여 디렉터리를 IAM 
Identity Center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AWS Managed Microsoft AD디렉터리, Active Directory의 자체 관리 디렉터리 또는 외부 IdP를 IAM ID 센터
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Active Directory에서AWS Managed Microsoft AD 디렉터리 또는 자체 관리 디렉터리
를 연결하려는 경우 Active Directory 구성이 의 사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액티브 디렉터리 
또는 외부 IdP (p. 4).

Note

최상의 보안을 위해 다단계 인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Active Directory의AWS Managed 
Microsoft AD 디렉터리 또는 자체 관리 디렉터리를 연결하려는 경우 RADIUS MFA를 함께AWS 
Directory Service 사용하지 않는 경우 IAM ID 센터에서 MFA를 활성화하십시오. 외부 ID 공급자
를 사용할 계획이라면 IAM Identity Center가 아닌 외부 IdP에서 MFA 설정을 관리한다는 점에 유
의하십시오. IAM ID 센터의 MFA는 외부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dPs. 자세한 정보는 MFA 활성
화 (p. 84)을 참조하세요.

AWS Managed Microsoft AD

1. 의 지침을마이크로소프트 AD 디렉터리에 Connect (p. 33) 검토하십시오.
2. AWS Managed Microsoft AD디렉터리를 IAM ID 센터에 Connect (p. 34) 단원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3. 관리 권한을 부여하려는 사용자를 IAM ID 센터와 동기화하도록 Active Directory를 구성합니다. 자세한 정

보는 관리자 사용자를 IAM ID 센터로 동기화 (p. 8)을 참조하세요.

액티브 디렉터리의 자체 관리 디렉터리

1. 의 지침을마이크로소프트 AD 디렉터리에 Connect (p. 33) 검토하십시오.
2. Active Directory의 자체 관리 디렉터리를 IAM ID 센터에 Connect (p. 35) 단원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3. 관리 권한을 부여하려는 사용자를 IAM ID 센터와 동기화하도록 Active Directory를 구성합니다. 자세한 정

보는 관리자 사용자를 IAM ID 센터로 동기화 (p. 8)을 참조하세요.

외장 I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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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디렉터리를 사용하고 IAM ID 
센터에서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1. 의 지침을외부 ID 공급업체에 Connect (p. 45) 검토하십시오.
2. 외부 ID 공급업체에 연결하는 방법 (p. 46) 단원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3.

IAM ID 센터에 사용자를 프로비저닝하도록 IdP를 구성합니다.
Note

IdP에서 IAM Identity Center로 모든 직원 ID를 자동으로 그룹 기반으로 프로비저닝하도록 설정
하기 전에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려는 한 명의 사용자를 IAM Identity Center에 동기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자 사용자를 IAM ID 센터로 동기화
디렉터리를 IAM Identity Center에 연결한 후에는 관리자 권한을 부여할 사용자를 지정한 다음 디렉터리의 해
당 사용자를 IAM Identity Center로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설정(Settings)을 선택합니다.
3. 설정 페이지에서 ID 소스 탭을 선택하고 동작을 선택한 다음 동기화 관리를 선택합니다.
4. 동기화 관리 페이지에서 사용자 탭을 선택한 다음 사용자 및 그룹 추가를 선택합니다.
5. 사용자 탭의 사용자 아래에서 정확한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고 추가를 선택합니다.
6. 추가된 사용자 및 그룹 아래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관리 권한을 부여하려는 사용자가 지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b. 사용자 이름 왼쪽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c. Submit(제출)을 선택합니다.

7. 동기화 관리 페이지에서 지정한 사용자가 동기화 대상 사용자 범위 목록에 나타납니다.
8. 탐색 창에서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9. 사용자 페이지에서 지정한 사용자가 목록에 나타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 목록을 업

데이트하려면 새로 고침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다음 단계: 관리 권한 집합 만들기

현재 사용자는 관리 계정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 권한 집합을 만들고 해당 권한 집합에 사용자를 할
당하여 이 계정에 대한 관리자 액세스를 설정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3단계: 관리 권한 세트 생성 (p. 9)을 
참조하세요.

기본 디렉터리를 사용하고 IAM ID 센터에서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IAM Identity Center를 처음 활성화하면 IAM Identity Center는 기본 ID 소스로 자격 증명 센터 디렉터리를 사
용하여 자동으로 구성됩니다. IAM Identity Center에서 사용자를 생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1. 루트 사용자(Root user)를 선택하고 AWS 계정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AWS Management Console에 
계정 소유자로 로그인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2.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3. 다음 단계에 따라사용자 추가 (p. 30) 사용자를 생성하십시오.

사용자 세부 정보를 지정할 때 암호 설정 지침 (기본 옵션) 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거나 일회용 암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 액세스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지정해야 합니다.

4. 사용자를 추가했으면 이 절차로 다시 돌아옵니다. 암호 설정 지침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는 기본 옵션
을 유지한 경우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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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관리 권한 세트 생성

a. Single AWSSign-On 가입 초대라는 제목이 포함된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메일을 열고 초대 수락
을 선택합니다.

b. 새 사용자 가입 페이지에서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한 다음 새 암호 설정을 선택합니다.

Note

비밀번호를 저장해 두세요. 나중에 관리자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AWS 액세스 포털에 로그
인할 (p. 10) 때 필요합니다.

다음 단계: 관리 권한 집합 만들기

현재 사용자는 관리 계정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 권한 집합을 만들고 해당 권한 집합에 사용자를 할
당하여 이 계정에 대한 관리자 액세스를 설정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3단계: 관리 권한 세트 생성 (p. 9)을 
참조하세요.

3단계: 관리 권한 세트 생성
권한 집합은 IAM Identity Center에 저장되며 사용자 및 그룹에 부여되는 액세스 수준을 정의합니다AWS 계
정.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는 사용 권한 집합을 만들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1. 루트 사용자(Root user)를 선택하고 AWS 계정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AWS Management Console에 
계정 소유자로 로그인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2.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3. IAM Identity Center 탐색 창의 다중 계정 권한에서 권한 세트를 선택합니다.
4. 권한 집합 생성을 선택합니다.
5. 1단계: 권한 집합 유형 선택의 경우 권한 집합 유형 선택 페이지에서 기본 설정을 유지하고 다음을 선택

합니다. 기본 설정은 AdministratorAccess사전 정의된 권한 집합을 사용하여AWS 서비스 및 리소스에 
대한 전체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Note

사전 정의된 AdministratorAccess권한 집합은 AdministratorAccessAWS관리형 정책을 사용합
니다.

6. 2단계: 사용 권한 집합 세부 정보 지정의 경우 사용 권한 집합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기본 설정을 유
지하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기본 설정은 세션을 1시간으로 제한합니다.

7. 3단계: 검토 및 작성의 경우 검토 및 작성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권한 집합 유형을 검토하고 해당 유형인지 확인합니다 AdministratorAccess.
2. AWS관리형 정책을 검토하고 확인하시기 AdministratorAccess바랍니다.
3. Create(생성)를 선택합니다.

4단계: 관리 사용자의AWS 계정 액세스 설정
IAM Identity Center에서 관리자 사용자에 대한AWS 계정 액세스를 설정하려면 해당 사용자에게
AdministratorAccess권한 집합을 할당해야 합니다.

1. 루트 사용자(Root user)를 선택하고 AWS 계정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AWS Management Console에 
계정 소유자로 로그인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2.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3. 탐색 창의 다중 계정 권한에서 을 선택합니다 AWS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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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AWS 액세스 포털에 로그인

4. 이 AWS 계정페이지에는 조직의 트리 뷰 목록이 나타납니다. 관리 액세스 권한을AWS 계정 할당할 권한 
옆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조직에 계정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관리 계정 옆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5. 사용자 또는 그룹 할당을 선택합니다.
6. 1단계: 사용자 및 그룹 선택의 경우 “AWS-account-name “에 사용자 및 그룹 지정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사용자 탭에서 관리 권한을 부여할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결과를 필터링하려면 검색 상자에 원하는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2. 올바른 사용자를 선택했는지 확인한 후 [Next] 를 선택합니다.

7. 2단계: 권한 집합 선택의 경우 “AWS-account-name “에 사용 권한 집합 지정 페이지의 권한 집합에서
사용 AdministratorAccess권한 집합을 선택합니다.

8.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9. 3단계: 검토 및 제출의 경우 “AWS-account-name “에 과제 검토 및 제출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하십

시오.

1. 선택한 사용자 및 권한 집합을 검토합니다.
2. AdministratorAccess권한 집합에 올바른 사용자가 할당되었는지 확인한 후 [Submit] 을 선택합니다.

Important

사용자 할당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이 페이지를 열어 두십시오.

10.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IAM Identity Center용 MFA를 활성화하십시오.MFA 활
성화 (p. 84)

• 기본 ID 센터 디렉터리를 ID 소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AWS Managed Microsoft ADActive Directory의 디렉터리 또는 자체 관리 디렉터리를 ID 소스로 사용

하고 있으며 RADIUS MFA를 함께 사용하지 않습니다AWS Directory Service.

Note

외부 ID 공급자를 사용하는 경우 IAM Identity Center가 아닌 외부 IdP에서 MFA 설정을 관리한
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IAM ID 센터의 MFA는 외부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dPs.

관리 사용자에 대한 계정 액세스를 설정하면 IAM Identity Center에서 해당 IAM 역할을 생성합니다. IAM 
Identity Center에서 제어하는 이 역할은 관련AWS 계정 에 연결됩니다.

5단계: 관리자 자격 증명으로AWS 액세스 포털에 로
그인

다음 단계를 완료하여 관리자의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AWS 액세스 포털에 로그인할 수 있고 액세스 포털에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AWS 계정.

1. 루트 사용자(Root user)를 선택하고 AWS 계정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AWS Management Console에 
계정 소유자로 로그인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2.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3. 탐색 창에서 대시보드(Dashboard)를 선택합니다.
4. 대시보드 페이지의 설정 요약에서AWS 액세스 포털 URL을 복사합니다.
5. 별도의 브라우저를 열고 4단계에서 복사한AWS 액세스 포털 URL을 붙여넣은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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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최소 권한 권한을 적용하는 권한 집합 만들기

6.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Active Directory 또는 외부 ID 공급자 (IdP) 를 ID 소스로 사용하는 경우 IAM Identity Center에서
AdministratorAccess권한 세트에 할당한 Active Directory 또는 IdP 사용자의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로
그인합니다.

• 기본 Identity Center 디렉터리를 ID 소스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를 만들 때 지정한 사용자 이름과 해
당 사용자에게 지정한 새 암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기본 디렉터리를 사용하고 
IAM ID 센터에서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p. 8)을 참조하세요.

7. 로그인하면 포털에 AWS 계정아이콘이 나타납니다.
8. AWS 계정아이콘을 선택하면 해당 계정과 연결된 계정 이름, 계정 ID 및 이메일 주소가 나타납니다.
9. AdministratorAccess권한 집합을 표시할 계정 이름을 선택하고 오른쪽에 있는 관리 콘솔 링크를 선택합

니다 AdministratorAccess.

로그인하면 사용자에게 할당된 권한 집합의 이름이AWS 접근 포털에서 사용 가능한 역할로 표시됩니다. 
이 사용자에게AdministratorAccess 권한 집합을 할당했으므로 역할은AWS 접근 포털에 다음과 같
이 표시됩니다.AdministratorAccess/username

10. AWS관리 콘솔로 리디렉션되면 에 대한 관리 액세스 설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한AWS 계정 것입니다. 11
단계로 이동합니다.

11. 로그인할 때 사용한 브라우저로 전환하여 IAM Identity Center를 설정한 다음, 에서AWS 계정 루트 사용
자 로그아웃합니다.AWS Management Console

Important

AWS액세스 포털에 로그인할 때 관리자 사용자의 자격 증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루트 
사용자 보안 인증 정보를 보호하고 루트 사용자만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합니
다. 다른 사용자가 귀하의 계정과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고 IAM Identity Center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면 IAM Identity Center를 통해서만 권한 세트를 생성하고 할당하십시오.

6단계: 최소 권한 권한을 적용하는 권한 집합 만들기
IAM Identity Center를 사용하여 동일한 사용자에게 여러 권한 세트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최소 권한 권한을 
적용하는 모범 사례를 따르려면 관리 사용자를 만든 후 더 제한적인 권한 집합을 만들어 동일한 사용자에게 
할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관리자 권한 대신 필요한 권한만AWS 계정 사용하여 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
다.

예를 들어 개발자인 경우 IAM Identity Center에서 관리 사용자를 생성한 후PowerUserAccess 권한
을 부여하는 새 권한 세트를 생성한 다음 해당 권한 세트를 동일한 사용자에게 할당할 수 있습니다.
AdministratorAccess권한을 사용하는 관리 권한 집합과 달리 사용PowerUserAccess  권한 집합에서
는 사용자 및 그룹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AWS액세스 포털에 로그인하여 계정에 액세스할 때AWS 계정에서 
개발 작업을AdministratorAccess 수행하지 않도록 선택할PowerUserAccess 수 있습니다.

권한 집합을 만들려면 의 단계를 따르십시오권한 세트를 생성합니다. (p. 97).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 보다 제한적인 권한 집합을 빠르게 만들려면 사용자 지정 권한 집합 대신 미리 정의된 사용 권한 집합을 사
용하십시오.

사전 정의된 권한을 사용하는 사전 정의된 권한 (p. 17) 집합을 사용하면 사용 가능한 정책 목록에서 단
일AWS 관리형 정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정책은AWS 서비스 및 리소스에 대한 특정 수준의 액세스 
권한 또는 공통 직무 기능에 대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각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직무AWS 관
리형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 권한 집합의 세션 기간을 구성하여 사용자가 로그인하는 시간을 제어할 수AWS 계정 있습니다.

사용자가 페더레이션하여AWS 관리 콘솔 또는AWS 명령줄 인터페이스 (AWSCLI) 를 사용하는 경우 IAM 
Identity Center는 권한 집합의 세션 기간 설정을 사용하여 세션 기간을 제어합니다.AWS 계정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세션에서AWS 계정 로그아웃하기 전에AWS 로그인할 수 있는 시간을 결정하는 세션 기간 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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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추가 사용자에 대한AWS 계정 액세스 설정 (선택 사항)

1시간으로 설정됩니다. 의 최댓값은 12시간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세션 기간 설정 (p. 100)을 참조하세
요.

• 또한AWS 액세스 포털 세션 기간을 구성하여 워크포스 사용자가 포털에 로그인하는 시간을 제어할 수 있
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원 사용자가 재인증을 받기 전에AWS 액세스 포털에 로그인할 수 있는 시간을 결정하는 최
대 세션 기간 값은 8시간입니다. 의 최댓값은 7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사용자의AWS 액
세스 포털 세션 기간 구성 (p. 25)을 참조하세요.

• AWS접근 포털에 로그인할 때 최소 권한 권한을 제공하는 역할을 선택합니다.

생성하여 사용자에게 할당한 각 권한 집합은AWS 접근 포털에서 사용 가능한 역할로 표시됩니다. 해당 사
용자로 포털에 로그인할 때는 계정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제한적인 권한 집합에 해
당하는 역할을 대신 선택하십시오AdministratorAccess.

• IAM Identity Center에 다른 사용자를 추가하고 해당 사용자에게 기존 또는 새 권한 세트를 할당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제를 참조하십시오,7단계: 추가 사용자에 대한AWS 계정 액세스 설정 (선택 사
항) (p. 12).

7단계: 추가 사용자에 대한AWS 계정 액세스 설정 
(선택 사항)

IAM Identity Center에서 관리자 사용자를 생성하고 최소 권한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추가 
권한 세트를 할당했으므로 이제 다른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수행하여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
습니다.

• IAM Identity Center에서 사용자 생성 이것이 IAM ID 센터를 시작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p. 30)
• 액티브 디렉터리에서 사용자 동기화하기 (p. 39)
• 외부 ID 제공업체 (IdP) 의 사용자 동기화 (p. 45)

다른 사용자를 추가한 후에는 해당 사용자에 대한 권한 집합을 만들고 필요에 따라 해당 사용자에게 새 권한 
집합을 할당하여 조직 내 한 명 이상의AWS 계정 사용자에게 Single Sign-On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기본 Identity Center 디렉터리를 ID 소스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계정 활성화 초대를 수락하
고 (p. 76)AWS 액세스 포털에 로그인하면 포털에 나타나는 아이콘은 사용자에게 할당된 대상 아이콘뿐입
니다.AWS 계정 여러 권한 집합에 할당된 사용자는AWS 접근 포털에 로그인하여 계정을 선택한 다음 할당된 
권한 집합에서 만든 역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콘솔을 사용하여 추가 사용자에게 SSO 액세스 권한을AWS 계정 할당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
조하십시오사용자 액세스 권한 할당AWS 계정 (p. 95). 또는 를 사용하여 권한 AWS CloudFormation집합
을 만들고 할당하고 해당 권한 집합에 사용자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AWS액세스 포털에 로
그인하거나AWS Command Line Interface (p. 77) (AWS CLI)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8단계: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싱글 사인온 액세스 설
정 (선택 사항)

IAM Identity Center를 사용하면 IAM Identity Center와 통합된AWS 애플리케이션, 사전 통합을AWS 제공하
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및 사용자 지정 SAML 2.0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Single Sign-On 액세스를 설정하기 위한 구성 단계는 애플리케이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12

https://docs.aws.amazon.com/AWSCloudFormation/latest/UserGuide/AWS_SSO.html
https://docs.aws.amazon.com/singlesignon/latest/userguide/integrating-aws-cli.html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사용 설명서

8단계: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 설정 (선택 사항)

• IdentiCenter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추가 및 구성 (p. 111)
•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추가 및 구성 (p. 114)
• 사용자 지정 SAML 2.0 애플리케이션 추가 및 구성 (p. 115)

지원되는 애플리케이션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를 참조하십시오애플리케이션 할당 (p. 110).

관련 주제의 지침을 따르면 사용자는 할당된 권한에 따라AWS 액세스 포털 내에서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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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그룹 및 프로비저닝

핵심 개념
SAML 페더레이션, 사용자 인증 및 IAM 권한과 관련된 주요 개념에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익숙해지면 더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제
• 사용자, 그룹 및 프로비저닝 (p. 14)
• Identity Center (p. 15)
• SAML 연동 (p. 16)
• 사용자 인증 (p. 16)
• 권한 세트 (p. 17)

사용자, 그룹 및 프로비저닝
IAM Identity Center는 모든AWS Organizations 계정, Identity Center 지원 애플리케이션 및 SAML (보안 어설
션 마크업 언어) 2.0 표준을 지원하는 기타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합니다.

사용자 이름 및 이메일 주소 고유성
IAM Identity Center에서 작업할 때는 사용자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IAM Identity Center는 사
용자의 기본 식별자인 사용자 이름을 구현합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사용자 이름을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
와 동일하게 설정하지만 IAM Identity Center와 SAML 표준에서는 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SAML 기반 애플리케이션은 이메일 주소를 사용자의 고유 식별자로 사용합니다. 이들은 SAML ID 공급자가 
인증 중에 보내는 어설션을 통해 이를 얻습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은 각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 고유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IAM Identity Center에서는 사용자 로그인을 위한 이메일 주소 이외의 다른 것을 지
정할 수 있습니다. IAM Identity Center에서는 사용자의 모든 사용자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NULL이 아니며 
고유해야 합니다.

그룹
그룹은 사용자가 정의하는 사용자의 논리적 조합입니다. 그룹을 생성하고 사용자를 그룹에 추가할 수 있습니
다. IAM Identity Center는 그룹 (중첩 그룹) 에 그룹 추가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룹은AWS 계정 및 애플리
케이션에 액세스 권한을 할당할 때 유용합니다. 각 사용자에게 개별적으로 할당하는 대신 그룹에 권한을 부
여합니다. 나중에 그룹에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그룹에서 사용자를 제거하면 그룹에 할당된 계정 및 애플리케
이션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사용자에게 동적으로 부여되거나 손실됩니다.

사용자 및 그룹 프로비저닝
IAM Identity Center에서 직접 사용자 및 그룹을 만들거나 Active Directory 또는 다른 외부 ID 공급자에 있는 
사용자 및 그룹과 함께 작업할 수 있습니다. IAM Identity Center를 사용하여AWS 계정에서 사용자 및 그룹
에 액세스 권한을 할당하려면 먼저 IAM Identity Center에서 사용자와 그룹을 인식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Identity Center 지원 애플리케이션은 IAM Identity Center에서 인식하는 사용자 및 그룹과 함께 작동할 수 있
습니다. 프로비저닝은 IAM Identity Center 및 Identity Center 지원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 및 그룹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IAM Identity Center에서의 프로비저닝은 사용하는 ID 소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정보는 ID 소스 관
리 (p. 21)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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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ty Center

Identity Center
IAM Identity Center는 다른AWS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와의 통합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은 
IAM Identity Center를 사용하여 인증을 수행하고 사용자 및 그룹에 대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자신이 제어하는 리소스에 대한 성능 대시보드를 생성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할 수 있습
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IAM Identity Center에서 그룹을 검색하여 대시보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IAM Identity Center는 로그인 자격 증명을 제외한 사용자 및 그룹 속성이 포함된 
ID 저장소를 제공합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IAM Identity Center ID 스토어의 사용자 및 그룹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
습니다.

• IAM Identity Center 아이덴티티 스토 이 방법을 선택하면 IAM Identity Center 콘솔 또는AWS CLI 내에서 
사용자 및 그룹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다음 ID 소스 중 하나에서 IAM Identity Center ID 스토어로 오는 사용자 및 그룹의 프로비저닝 (동기화) 을 
설정합니다.
• 액티브 디렉터리 -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마이크로소프트 AD 디렉터리에 Connect (p. 33).
• 외부 ID 공급자 -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외부 ID 공급업체에 Connect (p. 45).

이 프로비저닝 방법을 선택하면 ID 소스 내에서 사용자 및 그룹을 계속 관리하게 되며 이러한 변경 사항이 
IAM Identity Center ID 스토어에 동기화됩니다.

어떤 ID 소스를 선택하든 IAM Identity Center는 사용자 및 그룹 정보를 Identity Center 지원 애플리케이션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ID 소스를 IAM Identity Center에 한 번 연결한 다음AWS 클라우드
의 여러 애플리케이션과 ID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애플리케이션과의 페더레이션 및 ID 프로
비저닝을 독립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 공유 기능을 사용하면 직원 내 사용자에게 서로 다른
AWS 계정의 여러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쉽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AWS계정에서 ID 정보를 공유할 때 고려할 사항
IAM Identity Center에 포함된 속성은 여러 애플리케이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본 속성입니다. 이러한 
속성에는 이름 및 성,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주소 및 기본 설정 언어와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개인 식
별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기 위한 옵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AWS Organizations 관리 계정에서
만 액세스를 활성화하거나 모든AWS Organizations 계정에서 액세스를 활성화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서비스 제어 정책 (SCP) 을 사용하여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AWS Organizations 계정에 있는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AWS Organizations 관리 계정에서만 액세스를 활
성화하면 구성원 계정의 애플리케이션은 정보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정에서 액세스를 활성
화하면 SCP를 사용하여 허용하려는 애플리케이션을 제외한 모든 애플리케이션의 액세스를 차단할 수 있습
니다.

AWS계정에서 Identity Center 지원 애플리케이션을 허
용할 수 있습니다.
IAM Identity Center를 처음으로AWS 활성화하면 모든AWS Organizations 계정에서 자동으로 Identity 
Center 지원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제한하려면 SCP를 구현해야 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이전에 IAM ID 센터를 활성화한 경우 IAM Identity Center는 모든AWS Organizations 계정
에서 IAM ID 센터 지원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을 비활성화합니다. Identity Center 지원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
려면 관리 계정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활성화하고 선택적으로 구성원 계정에서 활성화해야 합니다. 관리 계정
에서만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future 구성원 계정에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활성
화하려면 Identity Center 지원 애플리케이션 섹션의 IAM Identity Center 설정 페이지에서 액세스 활성화 옵
션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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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L 연동
IAM Identity Center SAML 2.0은 SAML 기관 (ID 공급자 또는 IdP라고 함) 과 SAML 소비자 (서비스 공급자 
또는 SP라고 함) 간에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SAML 어설션을 안전하게 교환하는 데 사용되는 업계 
표준입니다. IAM Identity Center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액세스 포털 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사용자에게 페더레이션 싱글 사인온AWS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IAM 아이덴티티 센터는 사용자AWS Managed Microsoft AD 또는 IAM 아이덴티티 센터 ID 스토어에 SAML 
IdP 기능을 추가합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Microsoft 365, SAP ConcurAWS Management Console 및 
Salesforce와 같은 타사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하여 SAML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싱글 사인온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증
사용자는 자신의 사용자 이름을 사용하여AWS 액세스 포털에 로그인합니다. 그럴 경우 IAM Identity Center
는 사용자 이메일 주소와 연결된 디렉터리를 기반으로 요청을 IAM Identity Center 인증 서비스로 리디렉
션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사용자는 추가 로그인 프롬프트 없이 포털에 표시되는 모든AWS 계정 및 타사 
software-as-a-service (SaaS) 애플리케이션에 싱글 사인온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더 이상 
매일 사용하는 다양한 할당된AWS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여러 계정 자격 증명을 추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증
IAM Identity Center에서 유지 관리하는 인증 세션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자의 IAM ID 센
터 로그인을 나타내고 다른 하나는 Amazon SageMaker Studio 또는 Amazon Managed Grafana와 같은 IAM 
Identity Center 지원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자의 액세스를 나타냅니다. 사용자가 IAM Identity Center에 
로그인할 때마다 Identity Center에 구성된 기간 동안 로그인 세션이 생성되며 최대 7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
다. 자세한 정보는 IAM 아이덴티티 센터 통합 애플리케이션 세션 관리 (p. 25)을 참조하세요. 사용자가 
Identity Center 지원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때마다 IAM Identity Center 로그인 세션을 사용하여 해당 애
플리케이션에 대한 IAM Identity Center 애플리케이션 세션을 얻습니다. IAM Identity Center 애플리케이션 세
션의 수명은 1시간 단위로 갱신됩니다. 즉, IAM Identity Center 애플리케이션 세션은 해당 세션을 받은 IAM 
Identity Center 로그인 세션이 여전히 유효한 한 시간마다 자동으로 새로 고쳐집니다. 사용자가 IAM Identity 
Center를 사용하여AWS Management Console 또는 CLI에 액세스하면 해당 IAM ID 센터 권한 집합에 지정
된 대로 IAM 세션을 가져오는 데 IAM Identity Center 로그인 세션이 사용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IAM Identity Center는 대상 계정에서 IAM Identity Center가 관리하는 IAM 역할을 맡음).

IAM Identity Center에서 사용자를 비활성화하거나 삭제하면 해당 사용자는 즉시 로그인하여 새 IAM Identity 
Center 로그인 세션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IAM Identity Center 로그인 세션은 1시간 동안 캐시됩니다. 즉, 활
성 IAM Identity Center 로그인 세션이 있는 동안 사용자를 비활성화하거나 삭제하면 로그인 세션을 마지막으
로 새로 고친 시간에 따라 기존 IAM Identity Center 로그인 세션이 최대 1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이 기간 동안 
사용자는 새 IAM Identity Center 애플리케이션 및 IAM 역할 세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IAM Identity Center 로그인 세션이 만료되면 사용자는 더 이상 새 IAM Identity Center 애플리케이션 또는 
IAM 역할 세션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IAM Identity Center 애플리케이션 세션은 최대 1시간 동안 캐
시될 수도 있으므로 사용자는 IAM Identity Center 로그인 세션이 만료된 후 최대 1시간 동안 Identity Center 
지원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모든 IAM 역할 세션은 IAM Identity 
Center 권한 세트에 구성된 기간 (관리자 구성 가능, 최대 12시간) 을 기준으로 계속됩니다.

아래 표에는 이러한 동작

사용자 경험/시스템 동작 사용자가 비활성화/삭제된 후 시간

사용자는 더 이상 IAM Identity Center에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새 IAM Identity Center 로그
인 세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없음 (즉시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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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경험/시스템 동작 사용자가 비활성화/삭제된 후 시간

사용자는 더 이상 IAM Identity Center를 통해 새 애
플리케이션 또는 IAM 역할 세션을 시작할 수 없습니
다.

최대 1시간

사용자는 더 이상 Identity Center 지원 애플리케이
션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모든 앱 세션이 종료
됨).

최대 2시간 (IAM Identity Center 로그인 세션 만료의 
경우 최대 1시간, IAM Identity Center 앱 세션 만료
의 경우 최대 1시간)

사용자는 더 이상 IAM ID 센터를AWS 계정 통해 어
떤 데이터에도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최대 13시간 (권한 집합에 대한 IAM Identity Center 
세션 기간 설정에 따라 IAM Identity Center 로그인 
세션 만료의 경우 최대 1시간, 관리자가 구성한 IAM 
역할 세션 만료의 경우 최대 12시간)

세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션 기간 설정 (p. 100)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권한 세트
권한 집합은 하나 이상의 IAM 정책 컬렉션을 정의하는 사용자가 만들고 유지 관리하는 템플릿입니다. 권한 
집합을 사용하면 조직 내 사용자 및 그룹에 대한AWS 계정 액세스 권한을 간단하게 할당할 수 있습니다. 예
를 들어AWS RDS, DynamoDB 및 Aurora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 포함된 Database Admin 권한 집
합을 생성하고 이 단일 권한 집합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에게 AWS조직 내 대상AWS 계정 목록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IAM Identity Center는 권한 세트를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AWS 계정 사용자 또는 그룹에 액세스 권한을 할당
합니다. 권한 세트를 할당하면 IAM Identity Center는 각 계정에서 해당하는 IAM Identity Center에서 제어하
는 IAM 역할을 생성하고 권한 세트에 지정된 정책을 해당 역할에 연결합니다. IAM Identity Center는 역할을 
관리하고,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 포털 또는AWS CLI를 사용하여 정의한 인증된 사용자가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합니다.  권한 세트를 수정하면 IAM Identity Center는 해당 IAM 정책 및 역할이 그에 따라 업데이
트되도록 합니다.

AWS관리형 정책, 고객 관리형 정책, 인라인 정책 및 직무 기능에 대한AWS 관리형 정책을 권한 집합에 추가
할 수 있습니다. AWS관리형 정책

사용 권한 집합을 만들려면 을 참조하십시오권한 집합 생성 및 관리 (p. 97).

주제
• 미리 정의된 권한 (p. 17)
• 사용자 지정 권한 (p. 18)

미리 정의된 권한
사전 정의된 사용 권한 또는 사용 권한 집합을 만들 수 사용자 지정 권한 (p. 18)있습니다.

사전 정의된 권한으로 권한 집합을 만들 때는AWS 관리형 정책 목록에서 하나의 정책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
능한 정책 내에서 공통 권한 정책 및 Job 기능 정책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권한

전체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AWS 관리형 정책 목록에서 선택하십시오AWS 계정. 다음 정책
• AdministratorAccess
• PowerUser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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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OnlyAccess
• ViewOnlyAccess

Job

AWS관리형 정책 목록에서 선택하여 조직 내 작업과 관련이 있을 수AWS 계정 있는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정책
• 결제
• DataScientist
• DatabaseAdministrator
• NetworkAdministrator
• SecurityAudit
• SupportUser
• SystemAdministrator

사용 가능한 일반 권한 정책 및 직무 기능 정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사용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설명서의 직무에 대한 AWS 관리형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지정 권한
사용자 지정 권한이 포함된 권한 세트를 생성하면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에 있는 
AWS 관리형 및 고객 관리형 정책을 인라인 정책과 결합하고 다른 정책에서 권한 집합의 사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최대 권한을 설정하는 권한 경계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권한 집합을 만드는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권한 집합 생성 및 관리 (p. 97).

권한 집합에 연결할 수 있는 정책 유형

주제
• 인라인 정책 (p. 18)
• AWS 관리형 정책 (p. 18)
• 고객 관리형 정책 (p. 19)
• 권한 경계 (p. 19)

인라인 정책
권한 세트에 인라인 정책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인라인 정책은 권한 집합에 직접 추가하는 IAM 정책 형식의 
텍스트 블록입니다. 정책을 붙여넣거나 새 권한 세트를 생성할 때 IAM Identity Center 콘솔의 정책 생성 도구
를 사용하여 새 정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정책 생성기를 사용하여 IAM 정책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AWS

인라인 정책으로 권한 세트를 배포하면 IAM Identity Center는 권한 세트를AWS 계정 할당하는 위치에 IAM 
정책을 생성합니다. IAM Identity Center는 계정에 권한 세트를 할당할 때 정책을 생성합니다. 그러면 정책이 
사용자가 맡는 IAM 역할에 연결됩니다.AWS 계정

인라인 정책을 생성하고 권한 세트를 할당하면 IAM Identity Center가 자동으로AWS 계정 정책을 구성합니
다. 를 사용하여 권한 집합을고객 관리형 정책 (p. 19) 만들 때는 사용 권한 집합을 할당하기 전에 정책을
AWS 계정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AWS 관리형 정책
권한 집합에 AWS관리형 정책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AWS관리형 정책은AWS 유지 관리하는 IAM 정책입
니다. 반대로고객 관리형 정책 (p. 19) 계정의 IAM 정책은 직접 만들고 유지 관리합니다. AWS관리형 정
책은AWS 계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최소 권한 사용 사례를 다룹니다. AWS관리형 정책을 IAM Identity 
Center에서 생성하는 역할에 대한 권한 또는 권한 경계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

18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access_policies_job-functions.html
https://awspolicygen.s3.amazonaws.com/policygen.html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access_policies_boundaries.html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사용 설명서

사용자 지정 권한

AWSAWS리소스에 작업별 액세스 권한을 할당하는 작업 기능에 대한 AWS 관리형 정책을 유지 관리합니다. 
권한 집합과 함께 사전 정의된 권한을 사용하도록 선택하면 하나의 직무 정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권한을 선택하면 둘 이상의 직무 정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AWS 계정또한 특정AWS 서비스 및 조합에 대한AWS 관리형 IAM 정책도 다수 포함되어AWS 서비스 있습니
다. 사용자 지정 권한으로 권한 집합을 만들면 여러 추가AWS 관리형 정책 중에서 선택하여 권한 집합에 할
당할 수 있습니다.

AWS모든 항목을AWS 관리형AWS 계정 정책으로 채웁니다. AWS관리형 정책이 포함된 권한 집합을 배
포하려면 먼저 에서 정책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AWS 계정. 를 사용하여 권한 집합을고객 관리형 정
책 (p. 19) 만들 때는 사용 권한 집합을 할당하기 전에 정책을AWS 계정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AWS관리형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AWS관리형 정책을 참조하세요.

고객 관리형 정책
고객 관리형 정책을 권한 집합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고객 관리형 정책을 반대로AWS 관리형 정
책 (p. 18) 계정의 IAM 정책은AWS 유지 관리됩니까? 고객 관리형 정책을 IAM Identity Center에서 생성하
는 역할에 대한 권한 또는 권한 경계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

고객 관리형 정책으로 권한 세트를 생성할 때는 IAM Identity Center에서 권한 세트를 할당하는 각AWS 계정 
위치에 동일한 이름과 경로로 IAM 정책을 생성해야 합니다. 사용자 지정 경로를 지정하는 경우 각 경로에 동
일한 경로를 지정해야AWS 계정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IAM 사용 설명서의 표시 이름 및 경로를 
참조하세요. IAM 정책을 통해 사용자의 IAM 정책을 생성한 IAM 역할에 연결합니다AWS 계정. 가장 좋은 방
법은 권한 집합을 할당한 각 계정의 정책에 동일한 권한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권한 집합에서 
IAM 정책 사용 (p. 99)을 참조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고객 관리형 정책을 참조하세요.

권한 경계
권한 집합에 권한 경계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권한 경계는 자격AWS 증명 기반 정책을 통해 IAM 주체에 
부여할 수 있는 최대 권한을 설정하는 관리형 또는 고객 관리형 IAM 정책을 권한 경계를 적용하면인라인 
정책 (p. 18)고객 관리형 정책 (p. 19), 및 은 권한 경계에서 부여하는 권한을 초과하는 권한을 부여
할AWS 관리형 정책 (p. 18) 수 없습니다. 권한 경계는 어떤 권한도 부여하지 않지만 대신 IAM이 경계 밖
의 모든 권한을 무시하도록 합니다.

고객 관리형 정책을 권한 경계로 사용하여 권한 세트를 생성할 때는 IAM Identity Center가 권한 세트를 할당
하는 각AWS 계정 위치에 동일한 이름의 IAM 정책을 생성해야 합니다. IAM Identity Center는 IAM 정책을 사
용자 계정에서 생성하는 IAM 역할에 권한 경계로 연결합니다AWS 계정.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IAM 개체에 대한 권한 경계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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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사례

직원 Identity ty ty ty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을 (IAM) 을 (IAM) 을 (IAM) 을AWS (IAM) 을 (IAM) 을 (IAM) 를 
IAM 서비스는 직원 ID를AWS 한 번에 생성하거나 연결하고 여러AWS 계정 애플리케이션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곳입니다.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IAM Identity Center 고객의 경우 여러 애플리케이션AWS 계정 또는 여러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를 중
앙에서 관리하는 방법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IAM Identity Center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IAM Identity 
Center와 함께 실행되도록 유연하게 구성하거나 IAM을 사용한 단일AWS 계정 액세스 관리를 대체할 수 있
습니다.

주제
• 사용 사례 (p. 20)
• ID 소스 관리 (p. 21)
• AWS액세스 포털 사용 (p. 75)
• 멀티 팩터 인증 (p. 83)

사용 사례
다음은 IAM Identity Center를 사용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사용 사례입
니다.

주제
•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싱글 사인온 액세스 활성화 (AWS애플리케이션 관리자 역할) (p. 20)
• Amazon EC2 Windows 인스턴스에 대한 Sign-On 액세스에 대한 On 액세스에 대한 On 액세스에 대

한 (p. 21)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싱글 사인온 액세스 활성화 (AWS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역할)
이 사용 사례는 Amazon SageMaker 또는IdentiCenter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p. 110)AWS IoT 
SiteWise 등을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 관리자이고 사용자에게 싱글 사인온 액세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음을 고려하세요.

• 의 별도 조직에 테스트 또는 프로덕션 환경을 만들고 싶으십니까AWS Organizations?
• 조직에서 IAM ID 센터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의 관리 계정에서 IAM Identity Center를 활성화할 권

한이AWS Organizations 있습니까?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대한 다음을 고려하세요.

내AWS 애플리케이션을 독립 실행형으로 구성AWS 계정
AWS애플리케이션에 SSO (Single Sign-On) 액세스를 제공해야 하고 IT 부서에서 아직 IAM Identity Center
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독립형 버전을 생성하여 시작해야AWS 계정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체 조직을
AWS 계정 만들면 자체AWS 조직을 만들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IAM Identity Center를 
활성화하려면AWS 계정 루트 사용자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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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EC2 Windows 인스턴스에 대한 Sign-On 액
세스에 대한 On 액세스에 대한 On 액세스에 대한

IAM ID 센터이며 일부AWS 애플리케이션 (예: Amazon Managed Grafana) 의 설치 중에 자동으로 활성화될
AWS Organizations 수 있습니다. AWS애플리케이션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옵션을 제공하지 않
는 경우 애플리케이션에 싱글 사인온 액세스를 제공하려면 먼저 IAM Identity Center를AWS Organizations 
설정해야 합니다.

내 조직에 IAM ID 센터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역할에서는 권한에 따라 IAM Identity Center를 활성화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IAM 
ID 센터에는AWS Organizations 관리 계정에서 특정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해당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Organizations 관리 계정에서 IAM Identity Center를 활성화하십시오.

IAM Identity Center를 활성화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는 경우 먼저 이 작업을 수행한 다음 애플리케이션 
설정을 진행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시작하기 (p. 4)을 참조하세요.

현재 조직에 IAM ID 센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AWS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배포할 수 있습니다.

Note

조직에서 2019년 11월 25일 이전에 관리 계정에서 IAM Identity Center를 활성화한 경우 관리 계정
과 선택적으로 구성원 계정에서도 Identity Center 지원 애플리케이션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관리 계
정에서만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나중에 구성원 계정에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플리케
이션을 활성화하려면 IAM Identity Center 콘솔의 설정 페이지에서 Identity Center 지원 애플리케이
션 섹션에서 액세스 활성화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Identity Center (p. 15)을 참조하세요.

Amazon EC2 Windows 인스턴스에 대한 Sign-On 액세
스에 대한 On 액세스에 대한 On 액세스에 대한
ID 센터 디렉터리 (IAM Identity Center의 기본 ID 소스) 에서 사용자를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 관리자이거나 
지원되는 외부 자격 증명 공급자 (IdP) 인 경우 Amazon EC2 Windows 인스턴스에 대한 싱글 사인온 액세스
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AWS Fleet Manager 콘솔에서 EC2 Windows 데스크톱에 대한 IAM ID 센터 액세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구성을 사용하면 기존 기업 자격 증명으로 EC2 Windows 인스턴스에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관
리자 자격 증명을 공유하거나 자격 증명에 여러 번 액세스하거나 원격 액세스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구성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AWS 계정에 걸쳐 대규모로 EC2 Windows 인스턴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중앙에
서 부여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AM Identity Center 통합 ID 소스에서 직원을 제거하면 해당 직
원은 EC2 Windows 인스턴스를 비롯한 모든AWS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자동으로 잃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Identity Center를 사용하여 Amazon EC2 Windows 인스턴스에 안전하고 원활한 싱글 사
인온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이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IAM Identity Center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데모는 IAM Identity Center를 사용하여 
EC2 Windows에 싱글 사인온 활성화를 참조하십시오.

ID 소스 관리
IAM Identity Center의 ID 소스는 사용자 및 그룹이 관리되는 위치를 정의합니다. ID 소스를 구성한 후에는 사
용자나 그룹을 검색하여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또는 둘 다에 대한 SSO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AWS 계정 수 
있습니다.

에는 조직당 하나의 ID 소스만 가질 수AWS Organizations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를 ID 소스로 선택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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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소스 변경 시 고려 사항

• ID 센터 디렉터리 — IAM Identity Center를 처음 활성화하면 IAM Identity Center 디렉터리를 기본 ID 소스
로 사용하여 자동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사용자 및 그룹을 생성하고 사용자AWS 계정 및 애플리케이션
에 대한 액세스 수준을 할당합니다.

• Active Directory — Active Directory (AD) 에서 자체 관리되는AWS Managed Microsoft AD 디렉터리를 사
용하거나 자체 관리 디렉터리를 사용하여AWS Directory Service 디렉터리에서 사용자를 계속 관리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 외부 ID 공급자 - Okta 또는 Azure Active Directory와 같은 외부 ID 공급자 (IdP) 에서 사용자를 관리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Note

IAM 아이덴티티 센터는 SAMBA4 기반 Simple AD AD를 ID 소스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제
• ID 소스 변경 시 고려 사항 (p. 22)
• ID 소스 변경 (p. 24)
• 모든 ID 소스 유형에 대한 로그인 및 속성 사용 관리 (p. 24)
• IAM Identity Center에서 IAM dentity Center에서 IAM (p. 29)
• 마이크로소프트 AD 디렉터리에 Connect (p. 33)
• 외부 ID 공급업체에 Connect (p. 45)

ID 소스 변경 시 고려 사항
언제든지 ID 소스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러한 변경이 현재 배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하나의 ID 소스에서 사용자와 그룹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 다른 ID 소스로 변경하면 IAM Identity Center
에서 구성한 모든 사용자 및 그룹 할당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IAM Identity Center의 관리자 사용자
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는AWS 계정 자신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싱글 사인온 액세스 권한을 잃게 됩니다.

IAM Identity Center의 ID 소스를 변경하기 전에 다음 고려 사항을 검토한 후 진행하십시오. ID 소스 변경을 
계속하려면ID 소스 변경 (p. 24)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IAM 아이덴티티 센터와 액티브 디렉터리 간 변경
이미 Active Directory에서 사용자 및 그룹을 관리하고 있다면 IAM Identity Center를 활성화하고 ID 소스를 선
택할 때 디렉터리 연결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Identity Center 디렉터리에 사용자 및 그룹을 생성하
고 할당하기 전에 이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기본 Identity Center 디렉터리에서 이미 사용자 및 그룹을 관리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 할당이 제거되고 사용자 및 그룹이 삭제됨 - ID 소스를 Active Directory로 변경하면 ID 센터 디렉터리에서 
사용자 및 그룹이 삭제됩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과제도 제거됩니다. 이 경우 Active Directory로 변경한 후
에는 Active Directory의 사용자 및 그룹을 ID 센터 디렉터리로 동기화한 다음 할당을 다시 적용해야 합니
다.

Active Directory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ID 센터 디렉터리에 사용자 및 그룹을 만든 다음 할당해야 
합니다.

• 자격 증명이 삭제되어도 과제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 Identity Center 디렉터리에서 ID를 삭제하면 
IAM Identity Center에서 해당 할당도 삭제됩니다. 그러나 Active Directory에서는 ID를 삭제해도 (Active 
Directory 또는 동기화된 ID에서) 해당 할당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 API에 대한 아웃바운드 동기화 없음 — Active Directory를 ID 소스로 사용하는 경우 API 만들기, 업데이트 
및 삭제를 주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IAM Identity Center는 아웃바운드 동기화를 지원하지 않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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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러한 API를 사용하는 사용자 또는 그룹에 적용한 변경 내용으로 ID 소스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 않
습니다.

• 액세스 포털 URL이 변경됩니다. — IAM Identity Center와 Active Directory 간에 ID 소스를 변경하면AWS 
액세스 포털의 URL도 변경됩니다.

IAM Identity Center에서 사용자 및 그룹 만들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세요마이크로소프트 AD 디
렉터리에 Connect (p. 33).

IAM ID 센터와 IdP 간 변경
ID 소스를 IAM Identity Center에서 외부 ID 공급자 (IdP) 로 변경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 사용자 이름과 그룹은 일치해야 합니다. IAM Identity Center는 모든 과제를 보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할
당은 IAM Identity Center의 사용자 이름 및 그룹이 외부 IdP의 사용자 이름 및 그룹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작동합니다.

• 일치하지 않는 사용자 이름 및 그룹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부 IdP에서 IAM Identity Center로 변
경하면 IAM Identity Center는 모든 사용자, 그룹 및 할당을 보존합니다.

• 암호 강제 재설정 — IAM Identity Center에 암호가 있는 사용자는 이전 암호로 계속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외부 IdP에 있고 IAM Identity Center에는 없는 사용자의 경우 암호를 강제로 재설정해야 합니다.

• API에 대한 아웃바운드 동기화 없음 — 외부 ID 공급자를 ID 소스로 사용하는 경우 Create, Update 및 
Delete API를 주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IAM Identity Center는 아웃바운드 동기화를 지원하지 않
으므로 이러한 API를 사용하는 사용자 또는 그룹에 적용한 변경 내용으로 ID 소스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
지 않습니다.

IAM Identity Center에서 사용자 및 그룹 만들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세요외부 ID 공급업체에 
Connect (p. 45).

한 외부 IdP에서 다른 외부 IdP로 변경
이미 외부 IdP를 IAM Identity Center의 ID 소스로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외부 IdP로 변경하는 경우 다음 사항
을 고려해 보십시오.

• 과제와 멤버십은 올바른 어설션과 함께 작동하며, IAM Identity Center는 모든 과제를 보존합니다. 새 IdP
가 올바른 어설션 (예: SAML NameID) 을 보내는 한 사용자 할당, 그룹 할당 및 그룹 멤버십은 계속 작동합
니다.

이러한 어설션은 사용자가 새 외부 IdP를 통해 인증할 때 IAM Identity Center의 사용자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 SCIM 프로비저닝 — IAM Identity Center로 프로비저닝하는 데 SCIM을 사용하는 경우 이 가이드의 IdP별 
정보와 IdP에서 제공하는 설명서를 검토하여 SCIM이 활성화되었을 때 새 공급자가 사용자 및 그룹을 올바
르게 매칭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IAM Identity Center에서 사용자 및 그룹 만들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세요외부 ID 공급업체에 
Connect (p. 45).

액티브 디렉터리와 외부 IdP 간 변경
ID 소스를 외부 IdP에서 Active Directory로 변경하거나 Active Directory에서 외부 IdP로 변경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 사용자, 그룹 및 과제가 삭제됨 — 모든 사용자, 그룹 및 과제가 IAM Identity Center에서 삭제됩니다. 외부 
IdP 또는 Active Directory의 사용자 또는 그룹 정보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사용자 프로비저닝 — 외부 IdP로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를 프로비저닝하도록 IAM Identity Center를 구성
해야 합니다. 또는 할당을 구성하기 전에 외부 IdP 사용자 및 그룹을 수동으로 프로비저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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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당 및 그룹 생성 - Active Directory로 변경하는 경우 Active Directory의 디렉터리에 있는 사용자 및 그룹
과 함께 할당을 생성해야 합니다.

IAM Identity Center에서 사용자 및 그룹 만들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세요마이크로소프트 AD 디
렉터리에 Connect (p. 33).

ID 소스 변경
다음 절차는 IAM Identity Center가 제공하는 디렉터리 (기본 ID 센터 디렉터리) 를 Active Directory 또는 외부 
자격 증명 공급자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로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계속 진행하기 전에 에 있는 정보를 
검토하세요.ID 소스 변경 시 고려 사항 (p. 22). 현재 배포에 따라 이 변경으로 인해 IAM Identity Center에
서 구성한 모든 사용자 및 그룹 할당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IAM Identity Center의 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는 해당 사용자에 대한 Single Sign-On 액세스 권한을 잃게 됩니다.AWS 계정및 애플리케이션.

ID 소스를 변경하려면

1. 을 엽니다.Identity Identity.
2. 설정(Settings)을 선택합니다.
3. 온 더Settings페이지, 선택자격 증명 원본탭. 선택해작업를 선택한 후 선택자격 증명 원본 변경.
4. 아래에자격 증명 소스 자격 증명를 선택한 후 변경할 소스를 선택한 후 를 선택합니다.다음.

Active Directory로 변경하는 경우 다음 페이지의 메뉴에서 사용 가능한 디렉터리를 선택합니다.

Important

ID 소스를 Active Directory로 또는 Active Directory에서 변경하면 ID 센터 디렉터리에서 사용자 
및 그룹이 삭제됩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IAM Identity Center에서 구성한 모든 과제도 제거됩니
다.

외부 자격 증명 공급자로 전환하는 경우 에 나와 있는 단계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외부 ID 공급업체에 
연결하는 방법 (p. 46).

5. 고지 사항을 읽고 계속 진행할 준비가 되었으면 다음을 입력합니다.수락.
6. 선택해자격 증명 원본 변경. 자격 증명 소스를 Active Directory로 변경하는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하세

요.
7. ID 소스를 Active Directory로 변경하면 다음 위치로 이동합니다.Settings페이지. 온 더Settings페이지에

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선택해설정 안내 설정. 설정 안내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
오.설정 (p. 42).

• 에서자격 증명 원본섹션, 선택작업를 선택한 후 선택동기화 관리구성동기화 범위, 동기화할 사용자 및 
그룹 목록.

모든 ID 소스 유형에 대한 로그인 및 속성 사용 관리
IAM Identity Center는 관리자가AWS 액세스 포털 사용을 제어하고, 액세스 포털 및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에 대한 세션 기간을 설정하고,AWS 액세스 제어를 위한 속성을 사용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기능 세트를 제
공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ID 소스로 Identity Center 디렉터리 또는 외부 ID 공급자와 함께 작동합니다.

Note

Active Directory를 IAM ID 센터의 ID 소스로 사용하는 경우 세션 관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주제
• 사용자 액세스 액세스 권한 사용 중지 (p. 2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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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사용 설명서

모든 ID 소스 유형에 대한 로그인 및 속성 사용 관리

• IAM 아이덴티티 센터 통합 애플리케이션 세션 관리 (p. 25)
• 사용자의AWS 액세스 포털 세션 기간 구성 (p. 25)
• AWS액세스 포털 세션 관리 (p. 27)
• 지원되는 사용자 및 그룹 특성 (p. 28)
• IAM Identity Center 디렉터리의 사전 정의된 속성은 액세스 제어에 사용AWS (p. 28)

사용자 액세스 액세스 권한 사용 중지
사용자 액세스를 비활성화하면 사용자 세부 정보를 편집하거나, 암호를 재설정하거나, 그룹에 사용자를 추가
하거나, 그룹 멤버십을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Identity Center 디렉토리에서 사용자 액세스를 비
활성화합니다.

Note

IAM Identity Center에서 사용자 액세스를 비활성화하거나 사용자를 삭제하면 해당 사용자는 즉시
AWS 액세스 포털에 로그인할 수 없으며 새 로그인 세션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인
증 (p. 16)을 참조하세요.

사용자 액세스를 비활성화하려면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3. 액세스를 비활성화하려는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4. 일반 정보에서 사용자 액세스 비활성화를 선택합니다.
5. 사용자 액세스 비활성화 대화 상자에서 사용자 액세스 비활성화를 선택합니다.

IAM 아이덴티티 센터 통합 애플리케이션 세션 관리
AWS액세스 포털의 세션 기간을 사용자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재인증이 필요한 빈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AWS액세스 포털 세션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AWS액세스 포털 세션 지속 시간은 IAM Identity Center 통
합 애플리케이션 세션의 지속 시간을 변경하고AWS 액세스 포털 세션 종료도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에 영향을 
미칩니다. IAM Identity Center 통합 애플리케이션은AWS 액세스 포털 세션을 폴링하고AWS 액세스 포털 세
션이 종료된 것을 감지하면 종료됩니다.

AWS액세스 포털 세션의 길이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단원을 참조하세요사용자의AWS 액세
스 포털 세션 기간 구성 (p. 25). 사용자 세션을 관리 및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단원을 참조
하세요AWS액세스 포털 세션 관리 (p. 27).

Note

AWS액세스 포털 세션 기간을 수정하고AWS 액세스 포털 세션을 종료해도 권한 집합에서 정의한
AWS Management Console 세션 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AWS 액세스 포털 세션 기간 구성
기본적으로AWS 액세스 포털 세션의 지속 시간 (사용자가 포털에 재인증하지 않고AWS 액세스 포털에 로그
인할 수 있는 최대 시간) 은 8시간입니다. 최소 15분에서 최대 7일까지 다른 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에서는 사용자의AWS 접근 포털 세션 기간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제
• 사전 조건 및 고려 사항 (p. 26)
• 세션 지속 시간 구성 방법 (p. 2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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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사용 설명서

모든 ID 소스 유형에 대한 로그인 및 속성 사용 관리

사전 조건 및 고려 사항

다음은 사용자의AWS 접근 포털 세션 기간을 구성하기 위한 사전 요구 사항 및 고려 사항입니다.

외부 자격 증명 공급자

외부 ID 공급자 (IdP) 를 IAM Identity Center의 ID 소스로 사용하는 경우AWS 액세스 포털 세션의 지속 시간
은 IdP 또는 IAM Identity Center에서 설정한 기간 중 짧은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IdP 세션 지속 시간이 24시
간이고 IAM Identity Center에서 세션 지속 시간을 18시간으로 설정한 경우 사용자는 18시간 후에AWS 액세
스 포털에서 다시 인증해야 합니다. IAM Identity Center에서 72시간 세션 기간을 설정하고 IdP의 세션 지속 
시간이 18시간인 경우 사용자는 18시간 후에 다시 인증해야 합니다.

Note

Active Directory를 IAM ID 센터의 ID 소스로 사용하는 경우 세션 관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AWS CLI및 SDK 세션

SDK (AWS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또는 기타AWS 개발 도구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 방식으로AWS 서비스
에 액세스하는 경우AWS 액세스 포털 세션 기간 설정을 적용하려면 다음 사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
다.AWS Command Line Interface

• IAM Identity Center 콘솔에서 AWS액세스 포털 세션 기간을 구성해야 (p. 27) 합니다.
• 공유AWS 구성 파일에서 Single Sign-On 설정을 위한 프로필을 정의해야 합니다. 이 프로필은AWS 액세

스 포털에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SSO 토큰 공급자 구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구성을 사용하면
AWS SDK 또는 도구가 새로 고침된 인증 토큰을 자동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SDK 
및 도구 참조 안내서의 SSO 토큰 공급자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 사용자는 세션 관리를 지원하는 버전AWS CLI 또는 SDK를 실행해야 합니다.

세션 관리를AWS CLI 지원하는 최소 버전

다음은 세션 관리를AWS CLI 지원하는 의 최소 버전입니다.

• AWS CLIV2 2.9 이상
• AWS CLIV1 1.27.10 이상

최신 버전의 설치 또는 업데이트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최신AWS CLI 버전의 설치 또는 업데이트 를 참
조하세요AWS CLI.

사용자가 실행 중인 경우 IAM Identity Center 세션이 만료되도록 설정되기 직전에 권한 세트를 새로 고치고 
세션 지속 시간을 20시간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권한 설정 기간을 12시간으로 설정하면AWS CLI 세션은 최
대 20시간에 12시간을 더하여 총 32시간 동안 실행됩니다.AWS CLI IAM ID 센터 CL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I명령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IAM 아이덴티티 센터 세션 관리를 지원하는 최소 버전의 SDK

다음은 IAM Identity Center 세션 관리를 지원하는 SDK의 최소 버전입니다.

SDK 최소 버전

Python 1.26.10

PHP 3.245.0

Ruby aws-sdk-core 3.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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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K 최소 버전

Java Java V2 AWSJava용 SDK for Java v2용 SDK for Java v2용 
SDK for

Go V2 전체 SDK: 릴리스-2022-11-11 및 특정 Go 모듈: 자
격 증명/v1.13.0, 구성/v1.18.0

JS 2 2.1253.0

JS V3 v3.210.0

C++ 1.9.372

.NET v3.7.400.0

세션 지속 시간 구성 방법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사용자의AWS 접근 포털 세션 기간을 구성하십시오.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설정(Settings)을 선택합니다.
3. 설정 페이지에서 인증 탭을 선택합니다.
4. 인증에서 세션 설정 옆의 구성을 선택합니다. 세션 설정 구성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5. 세션 설정 구성 대화 상자에서 드롭다운 화살표를 선택하여 사용자의 최대 세션 기간을 분, 시간 및 일 

단위로 선택합니다. 세션 길이를 선택한 다음 [Save] 를 선택합니다. 설정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AWS액세스 포털 세션 관리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IAM Identity Center 스토어에서 사용자의 세션을 관리하십시오.

AWS액세스 포털 세션을 관리하려면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3. 사용자 페이지에서 관리하려는 세션의 사용자 이름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사용자 정보가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 사용자 페이지에서 활성 세션 탭을 선택합니다. 활성 세션 옆의 괄호 안의 숫자는 이 사용자의 현재 활성 

세션 수를 나타냅니다.
5. 삭제하려는 세션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세션 삭제 를 선택합니다. 이 사용자의 활성 세션을 삭

제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대화 상자의 정보를 읽고 계속하려면 세션 삭제를 선
택합니다.

Note

세션을 삭제하면AWS 액세스 포털 세션이 종료되지만AWS 액세스 포털에서 권한 집합을 선택
하여 생성한 사용자의 활성AWS Management Console 세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러한 세션은 권한 설정 세션 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자가 세션에서 로그아웃할 때까지 계속됩
니다. 이는 활성 SAML 애플리케이션 세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션은 사용자
가 애플리케이션에서 로그아웃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와의 세션을 종료할 때까지 계속
됩니다. Amazon SageMaker Studio 또는 Amazon Monitron과 같은 IAM Identity Center 통합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이 다음 번에AWS 액세스 포털 세션이 최대 2시간 동안 활
성 상태인지 확인하거나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에서 로그아웃하는지 확인할 때 해당 세션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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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세션을 삭제하면 실행 중인AWS CLI 세션도 모두 취소됩니다. 이러한 세션은 즉시 취소되지 않
으며 최대 1시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6. 사용자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선택한 세션이 성공적으로 삭제되었음을 나타내는 녹색 플래시 막대가 나
타납니다.

지원되는 사용자 및 그룹 특성
속성은, 또는 등name 개별 사용자 또는 그룹 객체를 정의하고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members 정보입니
다.email IAM Identity Center는 사용자 생성 시 수동으로 입력하든, 크로스 도메인 ID 관리 시스템 (SCIM) 
사양에 정의된 것과 같은 동기화 엔진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프로비저닝하든 관계없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속성을 지원합니다. 이 사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tools.ietf.org/html/rfc7642 을 참조하십시
오. 수동 및 자동 프로비저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사용자가 외부 IdP에서 왔을 때 프로비
저닝 (p. 45).

IAM Identity Center는 자동 프로비저닝 사용 사례에 대한 SCIM을 지원하므로 Identity Center 디렉터리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SCIM 사양에 나열된 동일한 사용자 및 그룹 특성을 모두 지원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는 IAM Identity Center에서 지원하지 않는 속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용자 객체

SCIM 사용자 스키마 (https://tools.ietf.org/html/rfc7643#section-8.3) 의 모든 속성은 다음을 제외하고 IAM ID 
센터 ID 저장소에서 지원됩니다.

• password
• ims
• photos
• entitlements
• x509Certificates

다음을 제외하고 사용자에 대한 모든 하위 속성은 지원됩니다.

• 'display'다중 값 속성의 하위 속성 (예:emails 또는phoneNumbers)
• 'version'속성의 하위'meta' 속성

그룹 오브젝트

SCIM 그룹 스키마 (https://tools.ietf.org/html/rfc7643#section-8.4) 의 모든 속성이 지원됩니다.

다음을 제외하고 그룹의 모든 하위 속성은 지원됩니다.

• 'display'모든 다중 값 속성의 하위 속성 (예: 멤버)

IAM Identity Center 디렉터리의 사전 정의된 속성은 액세스 제어
에 사용AWS
IAM ID 센터 디렉터리의 각 사용자에게는 고유한 이름이 할당됩니다UserId. IAM Identity Center 콘솔을 사
용하고 각 사용자로 이동하거나 DescribeUserAPI 작업을 사용하여 사용자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UserId
IAM Identity Center를 사용하면 권한 세트 또는 리소스 기반UserId 정책에서 이를 사용하여 액세스 제어 결
정을 내릴 수AWS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권한 정책은 <UserId >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모든 Amazon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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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에 대해 get 작업을 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권한을 통해 사용자는 mybucket에서 객체 데이
터를 읽을 수 있습니다.

{ 
   "Version":"2012-10-17", 
   "Statement":[ 
      { 
         "Effect":"Allow", 
         "Principal":"*", 
         "Action":[ 
            "s3:GetObject", 
            "s3:GetObjectVersion" 
         ], 
         "Resource":[ 
            "arn:aws:s3:::mybucket/*" 
         ], 
         "Condition":{ 
            "StringEquals":{ 
               "identitystore:UserId":[ 
                  "<UserId>" 
               ] 
            } 
         } 
      } 
   ]
}

발신자가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인지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이Null 조항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
다.

{ 
   "Version":"2012-10-17", 
   "Statement":[ 
      { 
         "Condition":{ 
            "Null":{ 
               "identitystore:UserId":"false" 
            } 
         } 
      } 
   ]
}

IAM Identity Center에서 IAM dentity Center에서 IAM
IAM Identity Center는 사용자 및 그룹에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사용자와 그룹을 생성하세요.
• 사용자를 그룹에 구성원으로 추가합니다.
• 사용자AWS 계정 및 애플리케이션에 원하는 수준의 액세스 권한을 가진 그룹을 할당합니다.

IAM Identity Center 스토어의 사용자 및 그룹을 관리하기 위해 는 ID 센터 작업에 나열된 API 작업을AWS 지
원합니다.

IAM Identity Center에 사용자가 있을 때 프로비저닝
IAM Identity Center에서 직접 사용자와 그룹을 생성하면 프로비저닝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ID는 
할당에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Identity Center 지원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사용자 및 그룹 프로비저닝 (p. 14)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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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소스 변경
에서AWS Managed Microsoft AD 사용자를 관리하려는 경우 언제든지 ID 센터 디렉터리 사용을 중단하
고 대신 를 사용하여 Microsoft AD의 디렉터리에 IAM Identity Center를 연결할 수AWS Directory Service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에 대한 고려 사항을 참조하세요IAM 아이덴티티 센터와 액티브 디렉터리 간 변
경 (p. 22).

외부 ID 공급자 (IdP) 에서 사용자를 관리하려는 경우 IAM Identity Center를 IdP에 연결하고 자동 프로비
저닝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에 대한 고려 사항을 참조하세요IAM ID 센터와 IdP 간 변
경 (p. 23).

주제
• 사용자 추가 (p. 30)
• 그룹 추가 (p. 31)
• 그룹에 사용자 추가 (p. 31)
• 사용자 속성 편집 (p. 32)
• 사용자 암호 재설정 (p. 32)
• API로 만든 사용자에게 이메일 OTP 보내기 (p. 33)
• IAM Identity Center에서 IAM Identity Center를 관리할 때의 암호 요구 사항 (p. 33)

사용자 추가
ID 센터 디렉터리에 생성한 사용자 및 그룹은 IAM Identity Center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IAM Center 
디렉터리에 사용자를 추가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또는AWS API 작업을 호출하여 사용자를
CreateUser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추가하려면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3. Add user (사용자 추가) 를 선택하고 다음과 같은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사용자 이름 — 이 사용자 이름은AWS 액세스 포털에 로그인하는 데 필요하며 나중에 변경할 수 없
습니다. 1~100자여야 합니다.

b. 비밀번호 — 비밀번호 설정 지침 (기본 옵션) 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거나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사용자를 생성하고 이메일을 보내기로 선택한 경우 액세스할 수 있는 이메
일 주소를 지정해야 합니다.

i. 이 사용자에게 암호 설정 지침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 이 옵션은 Single AWSSign-
On 가입 초대라는 제목과 함께 Amazon Web Services Services에서 보낸 이메일 주소를 사용
자에게 자동으로 보냅니다. 이메일은 회사를 대신하여 사용자에게 IAM Identity Center 액세스 
포털에AWS 액세스하도록 초대합니다.

Note

IAM Identity Center 서비스에서 보내는 모든 이메일은 주소no-reply@signin.aws
또는 에서no-reply@login.awsapps.com 발송됩니다. 이러한 발신자 이메일 주소
의 이메일을 수락하고 정크 또는 스팸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이메일 시스템을 구성하
는 것이 좋습니다.

ii. 이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는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세요. — 이 옵션은 이메일 주소에서 사
용자에게 수동으로 보낼 수 있는AWS 액세스 포털 URL 및 암호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c. 이메일 주소 — 이메일 주소는 고유해야 합니다.
d. 이메일 주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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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이름 — 자동 프로비저닝이 작동하려면 여기에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자동 프로비
저닝 (p. 47)을 참조하세요.

f. 성 — 자동 프로비저닝이 작동하려면 여기에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g. 표시 이름

Note

(선택 사항)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의 Microsoft 365 변경 불가 ID와 같은 추가 속성의 값을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특정 비즈니스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SSO (Single Sign-On) 액세스
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5.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를 추가할 그룹을 하나 이상 선택하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6. 1단계: 사용자 세부 정보 지정 및 2단계: 그룹에 사용자 추가 - 선택 사항에서 지정한 정보를 검토합니다. 

변경하려면 두 단계 중 하나에서 편집을 선택합니다. 두 단계 모두에 올바른 정보가 지정되었는지 확인
한 후 사용자 추가를 선택합니다.

Note

사용자를 생성하는 (p. 8) 단계에 따라 IAM Identity Center에 첫 번째 관리자를 추가하는 경우 
해당 절차로 돌아가 단계를 따라 프로세스를 완료하십시오.

그룹 추가
IAM Center 디렉터리에 그룹을 추가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또는AWS API 작업을 호출하여 그룹을
CreateGroup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룹을 추가하려면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그룹을 선택합니다.
3. 그룹 생성을 선택합니다.
4. 그룹 이름 및 설명을 입력합니다 (선택 사항). 설명에는 그룹에 할당되었거나 할당될 권한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룹에 사용자 추가 - 선택 사항에서 구성원으로 추가하려는 사용자를 찾습
니다. 그런 다음 각 항목 옆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5. 그룹 생성을 선택합니다.

이 그룹을 Identity Center 디렉터리에 추가한 후 이 그룹에 SSO 액세스 권한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사용자 액세스 권한 할당AWS 계정 (p. 95)을 참조하세요.

그룹에 사용자 추가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이전에 Identity Center 디렉터리에서 만든 그룹의 구성원으로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
습니다. 또는AWS API 작업을 CreateGroupMembership호출하여 사용자를 그룹 구성원으로 추가할 수 있습
니다.

사용자를 그룹의 구성원으로 추가하려면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그룹을 선택합니다.
3. 업데이트할 그룹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4. 그룹 세부 정보 페이지의 이 그룹의 사용자 아래에서 그룹에 사용자 추가를 선택합니다.
5. 그룹에 사용자 추가 페이지의 기타 사용자 아래에서 구성원으로 추가하려는 사용자를 찾습니다. 그런 다

음 각 항목 옆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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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자 추가(Add users)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속성 편집
IAM Center 디렉터리에서 사용자 속성을 편집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또는AWS API 작업을
UpdateUser호출하여 사용자 속성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속성을 편집하려면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3. 편집할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4. 사용자 프로필 페이지에서 프로필 세부 정보 옆의 편집을 선택합니다.
5. 프로필 세부 정보 편집 페이지에서 필요에 따라 속성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런 다음 Save changes(변경 

사항 저장)을 선택합니다.

Note

(선택 사항) IAM Identity Center의 사용자 ID를 사용자가 사용해야 하는 특정 비즈니스 애플리
케이션과 매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직원 번호 및 Office 365 Immutable ID와 같은 추가 특성
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Note

이메일 주소 속성은 편집 가능한 필드이며 입력한 값은 고유해야 합니다.

사용자 암호 재설정
IAM Center 디렉터리에 있는 사용자의 암호를 재설정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Note

IAM Identity Center를 Microsoft Active Directory 또는 외부 공급자에 연결하는 경우 Active 
Directory 또는 외부 공급자에서 사용자 암호 재설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즉, 사용자는 IAM Identity 
Center 콘솔에서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암호를 재설정하려면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3. 암호를 재설정할 사용자 이름을 선택합니다.
4. 사용자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비밀번호 재설정을 선택합니다.
5. 암호 재설정 대화 상자에서 다음 선택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한 다음 암호 재설정을 선택합니다.

a. 사용자에게 암호 재설정 지침이 포함된 이메일 전송 — 이 옵션은 암호 재설정 방법을 안내하는 
Amazon Web Services Services의 이메일 주소를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전송합니다.

Warning

가장 좋은 보안 방법은 이 옵션을 선택하기 전에 이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가 올바른지 확인
하는 것입니다. 이 암호 재설정 이메일을 올바르지 않거나 잘못 구성된 이메일 주소로 전송
하면 악의적인 수신자가 이를 사용하여 AWS 환경에 무단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b. 일회용 암호를 생성하고 사용자와 암호 공유 - 이 옵션은 이메일 주소에서 사용자에게 수동으로 보
낼 수 있는 암호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32

https://docs.aws.amazon.com/singlesignon/latest/IdentityStoreAPIReference/API_UpdateUser.html
https://console.aws.amazon.com/singlesignon
https://console.aws.amazon.com/singlesignon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사용 설명서

마이크로소프트 AD 디렉터리에 Connect

API로 만든 사용자에게 이메일 OTP 보내기
CreateUserAPI 작업을 통해 사용자를 생성하면 해당 사용자에게는 암호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API를 사용
하여 생성될 때 사용자에게 이메일 일회용 비밀번호 (OTP) 를 보내도록 선택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처음 로그인을 시도할 때 이메일 OTP를 받게 됩니다. 이메일 OTP를 받은 후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새 암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 설정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CreateUserAPI를 사용하여 만든 사용자와 OTP를 
생성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CreateUserAPI로 만든 사용자에게 이메일 OTP를 보내려면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설정(Settings)을 선택합니다.
3. 설정 페이지에서 인증 탭을 선택합니다.
4. 표준 인증 섹션에서 구성을 선택합니다.
5.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메일 보내기 OTP 옆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저장(Save)을 선택

합니다. 상태가 [사용 안 함] 에서 [사용 가능] 으로 업데이트됩니다.

IAM Identity Center에서 IAM Identity Center를 관리할 때의 암호 
요구 사항

Note

이러한 요구 사항은 Identity Center 디렉터리에서 만든 사용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인증을 위해 IAM 
Identity Center 이외의 ID 소스 (예: Active Directory 또는 외부 ID 공급자) 를 구성한 경우 사용자의 
암호 정책은 IAM Identity Center가 아닌 해당 시스템에서 정의되고 적용됩니다.

IAM Identity Center를 ID 소스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다음 암호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암호를 설정하거
나 변경해야 합니다.

• 암호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 암호의 길이는 8~64자여야 합니다.
• 암호는 다음 네 범주 각각에 해당하는 문자를 1자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 소문자(a-z)
• 대문자(A-Z)
• 숫자(0-9)
• 영숫자 외의 특수 문자(~!@#$%^&*_-+=`|\(){}[]:;"'<>,.?/)

• 마지막 세 개의 암호는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D 디렉터리에 Connect
에서는 를 사용하여 AD (Active Directory) 의 자체 관리형 디렉터리나 의AWS Managed Microsoft AD 디렉터
리를 연결할 수AWS Directory Service 있습니다.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
On) 이 Microsoft AD 디렉터리는 관리자가 IAM Identity Center 콘솔을 사용하여 싱글 사인온 액세스를 할당
할 때 가져올 수 있는 ID 풀을 정의합니다. 기업 디렉터리를 IAM Identity Center에 연결한 후 AD 사용자 또는 
그룹에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또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AWS 계정 수 있습니다.

AWS Directory ServiceAWS클라우드에서 호스팅되는 독립형AWS Managed Microsoft AD 디렉터리를 설정
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를AWS Directory Service 사용하여 기존 자체 관리형 AD와AWS 리소스
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체 관리형 AD와 함께AWS Directory Service 작동하도록 구성하려면 먼저 신뢰 
관계를 설정하여 인증을 클라우드로 확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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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 Identity Center는 에서 제공하는AWS Directory Service 연결을 사용하여 소스 AD 인스턴스에 대한 패스
스루 인증을 수행합니다. IDAWS Managed Microsoft AD 소스로 사용하는 경우 IAM Identity Center는 AD 트
러스트를 통해 연결된 모든 도메인의 사용자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AWS Managed Microsoft AD 4개 이상의 
도메인에서 사용자를 찾으려는 경우 사용자는 IAM Identity Center에 로그인할 때 이DOMAIN\user 구문을 
사용자 이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

• 필수 단계로 AD Connector 또는 디렉터리가AWS Organizations 관리 계정AWS Directory 
Service 내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AWS Managed Microsoft AD 자세한 정보는 액티브 디렉터리 
또는 외부 IdP (p. 4)을 참조하세요.

• IAM 아이덴티티 센터는 SAMBA 4 기반 Simple AD AD를 커넥티드 디렉터리로 지원하지 않습니
다.

사용자가 Active Directory에서 왔을 때 프로비저닝
IAM Identity Center는 에서 제공하는 연결을 사용하여 Active Directory의 소스 디렉터리에 있는 사용자, 그
룹 및 멤버십 정보를 IAM Identity Center ID 스토어와 동기화합니다.AWS Directory Service 사용자 인증은 
Active Directory의 소스 디렉터리에서 직접 수행되므로 암호 정보는 IAM Identity Center와 동기화되지 않습
니다. 이 ID 데이터는 IAM Identity Center 지원 애플리케이션에서 LDAP 활동을 Active Directory의 소스 디렉
터리로 다시 전달하지 않고도 인앱 조회, 권한 부여 및 협업 시나리오를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됩니다.

프로비저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사용자 및 그룹 프로비저닝 (p. 14).

주제
• AWS Managed Microsoft AD디렉터리를 IAM ID 센터에 Connect (p. 34)
• Active Directory의 자체 관리 디렉터리를 IAM ID 센터에 Connect (p. 35)
• 속성 매핑 (p. 35)
• Active Directory에서 사용자 및 그룹을 프로비전합니다 (p. 39)

AWS Managed Microsoft AD디렉터리를 IAM ID 센터에 Connect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에서AWS Managed Microsoft AD 관리하는 디렉터리를 IAM IdentityAWS Directory 
Service Center에 연결합니다.

IAM ID 센터에AWS Managed Microsoft AD 연결하려면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Note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 전에 IAM Identity Center 콘솔이AWS Managed Microsoft AD 디렉터리
가 위치한 지역 중 하나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설정(Settings)을 선택합니다.
3. 설정 페이지에서 ID 소스 탭을 선택한 다음 작업 > ID 소스 변경을 선택합니다.
4. ID 소스 선택에서 Active Directory를 선택한 후 다음을 선택합니다.
5. 활성 디렉터리 연결의AWS Managed Microsoft AD 목록에서 디렉터리를 선택한 후 다음을 선택합니다.
6. 변경 확인에서 정보를 검토하고 준비가 되면 ACCEPT를 입력한 다음 ID 소스 변경을 선택합니다.

Important

Active Directory의 사용자를 IAM ID 센터의 관리 사용자로 지정하려면 먼저 Active Directory에
서 관리 권한을 부여하려는 사용자를 IAM ID 센터로 동기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관리자 
사용자를 IAM ID 센터로 동기화 (p. 8) 단원의 절차를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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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Directory의 자체 관리 디렉터리를 IAM ID 센터에 Connect
Active Directory (AD) 의 자체 관리 디렉터리에 있는 사용자는 액세스 포털의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싱글 사인온AWS 액세스 권한도 가질 수 있습니다.AWS 계정 이 사용자에 대한 Single Sign-On Sign-On 액
세스를 구성하면 됩니다.

• 양방향 신뢰 관계 생성 — AD의 자체 관리AWS Managed Microsoft AD 디렉터리와 간에 양방향 신뢰 관
계가 생성되면 AD의 자체 관리 디렉터리에 있는 사용자가 회사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다양한AWS 서비스 
및 비즈니스 응용 프로그램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단방향 트러스트는 IAM ID 센터에서 작동하지 않습
니다.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사용자 및 그룹 메타데이터를 동기화하기 
위해 도메인에서 사용자 및 그룹 정보를 읽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려면 양방향 신뢰가 필요합니다. IAM 
Identity Center는 권한 집합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할당할 때 이 메타데이터를 사용합
니다. 사용자 및 그룹 메타데이터는 다른 사용자 또는 그룹과 대시보드를 공유할 때와 같은 공동 작업을 위
해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사용됩니다. Microsoft Active Directory가 사용자 도메인에AWS Directory Service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IAM Identity Center는 사용자 도메인을 신뢰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 방
향의 트러스트는 사용자 및 그룹 메타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AWS 권한을 부여합니다.

양방향 트러스트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Directory Service관리 가이드의 트러스트 관계 생성 시
기를 참조하십시오.

• AD Connector 만들기 — AD Connector 클라우드에 정보를 캐시하지 않고도 디렉터리 요청을 자체 관리형 
AD로 리디렉션할 수 있는 디렉터리 게이트웨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Directory Service관리 안내서
의 디렉터리에 Connect 참조하십시오.

Note

IAM Identity Center를 AD Connector 디렉터리에 연결하는 경우 future 모든 사용자 암호 재설정
은 AD 내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즉, 사용자는AWS 액세스 포털에서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없습
니다.
AD 커넥터를 사용하여 Active Directory 도메인 서비스를 IAM ID 센터에 연결하는 경우 IAM ID 센
터는 AD Connector 연결된 단일 도메인의 사용자 및 그룹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여러 도메
인이나 포리스트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 Microsoft ActiveAWS Directory Service Directory를 사용
하십시오.

Note

IAM 아이덴티티 센터는 SAMBA4 기반 Simple AD 디렉터리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속성 매핑
속성 매핑은 IAM Identity Center에 있는 속성 유형을AWS Managed Microsoft AD 디렉터리의 유사한 속성과 
매핑하는 데 사용됩니다. IAM ID 센터는 Microsoft AD 디렉터리에서 사용자 특성을 검색하고 이를 IAM ID 센
터 사용자 속성에 매핑합니다. 이러한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 속성 매핑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위
한 SAML 어설션을 생성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각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은 성공적인 SSO (Single Sign-On) 
에 필요한 SAML 특성 목록을 결정합니다.

IAM Identity Center는 애플리케이션 구성 페이지의 속성 매핑 탭 아래에 속성 세트를 자동으로 채워줍니다. 
IAM Identity Center는 이러한 사용자 속성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되는 SAML 어설션 
(SAML 속성) 을 채웁니다. 이러한 사용자 특성은 차례로 Microsoft AD 디렉터리에서 검색됩니다. 자세한 정
보는 애플리케이션의 속성을 IAM ID 센터 속성에 매핑합니다. (p. 121)을 참조하세요.

또한 IAM Identity Center는 디렉토리 구성 페이지의 속성 매핑 섹션에서 속성 세트를 관리합니다. 자세한 정
보는 IAM ID 센터의 속성을AWS Managed Microsoft AD 디렉터리의 속성에 매핑합니다. (p. 39)을 참조하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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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디렉터리 속성
다음 표에는 지원되고 IAM Identity Center의 사용자 속성에 매핑될 수 있는 모든AWS Managed Microsoft 
AD 디렉터리 속성이 나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D 디렉터리에서 지원되는 특성

${dir:email}

${dir:displayname}

${dir:distinguishedName}

${dir:firstname}

${dir:guid}

${dir:initials}

${dir:lastname}

${dir:proxyAddresses}

${dir:proxyAddresses:smtp}

${dir:proxyAddresses:SMTP}

${dir:windowsUpn}

지원되는 Microsoft AD 디렉터리 속성의 모든 조합을 지정하여 IAM ID 센터의 단일 가변 속성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AM ID 센터의 사용자 속성 열에서 속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subject 그런 다음 지
원되는 단일 속성${dir:displayname}${dir:lastname}${dir:firstname } 또는 지원되는 속성의 
임의 조합에 매핑합니다. IAM Identity Center의 사용자 속성에 대한 기본 매핑 목록은 을 참조하십시오기본 
매핑 (p. 38).

Note

특정 IAM Identity Center 속성은 변경할 수 없으며 기본적으로 특정 Microsoft AD 디렉터리 속성에 
매핑되므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ListUsers또는 ListGroupsAPI 작업 또는 list-users 및 list-groupsAWS CLI 명령을 사용하여AWS 계정 및 애
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자 및 그룹 액세스 권한을 할당하려면 의 값을AttributeValue FQDN으로 지정해
야 합니다. 이 값은 다음 형식이어야 합니다. user@example.com. 다음 예제에서는 로AttributeValue 설
정됩니다janedoe@example.com.

aws identitystore list-users --identity-store-id d-12345a678b --filters 
 AttributePath=UserName,AttributeValue=janedoe@example.com

지원되는 IAM Identity Center
다음 표에는 지원되고AWS Managed Microsoft AD 디렉터리의 사용자 속성에 매핑될 수 있는 모든 IAM 
Identity Center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속성 매핑을 설정한 후에는 이와 동일한 IAM Identity 
Center 속성을 사용하여 해당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실제 속성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IAM Identity Center에서 지원되는 속성

${user:AD_G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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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 Identity Center에서 지원되는 속성

${user:email}

${user:familyName}

${user:givenName}

${user:middleName}

${user:name}

${user:preferredUsername}

${user:subject}

지원되는 외부 ID 제공자 속성

다음 표에는 지원되고 IAM Identity액세스 제어를 위한 속성 (p. 104) Center에서 구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속성에 매핑될 수 있는 모든 외부 ID 공급자 (IdP) 속성이 나와 있습니다. SAML 어설션을 사용할 때는 IdP가 
지원하는 속성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IdP에서 지원되는 속성

${path:userName}

${path:name.familyName}

${path:name.givenName}

${path:displayName}

${path:nickName}

${path:emails[primary eq true].value}

${path:addresses[type eq "work"].streetAddress}

${path:addresses[type eq "work"].locality}

${path:addresses[type eq "work"].region}

${path:addresses[type eq "work"].postalCode}

${path:addresses[type eq "work"].country}

${path:addresses[type eq "work"].formatted}

${path:phoneNumbers[type eq "work"].value}

${path:userType}

${path:title}

${path:locale}

${path:timezone}

${path:enterprise.employee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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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P에서 지원되는 속성

${path:enterprise.costCenter}

${path:enterprise.organization}

${path:enterprise.division}

${path:enterprise.department}

${path:enterprise.manager.value}

기본 매핑

다음 표에는 IAM Identity Center의 사용자 속성과AWS Managed Microsoft AD 디렉터리의 사용자 속성에 대
한 기본 매핑이 나와 있습니다. IAM ID 센터는 IAM ID 센터 열의 사용자 속성에 있는 속성 목록만 지원합니
다.

Note

구성 가능한 AD 동기화를 활성화했을 때 IAM Identity Center에 사용자 및 그룹에 대한 할당이 없는 
경우 다음 표의 기본 매핑이 사용됩니다. 이 매핑을 사용자 지정하는 방법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동
기화를 위한 속성 매핑을 구성하세요 (p. 44).

IAM Identity Center의 사용자 속성 Microsoft AD 디렉터리의 이 속성에 매핑됩니다.

AD_GUID ${dir:guid}

email * ${dir:windowsUpn}

familyName ${dir:lastname}

givenName ${dir:firstname}

middleName ${dir:initials}

name ${dir:displayname}

preferredUsername ${dir:displayname}

subject ${dir:windowsUpn}

* IAM ID 센터의 이메일 속성은 디렉토리 내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JIT 로그인 프로세스가 실
패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에 따라 기본 매핑을 변경하거나 SAML 어설션에 더 많은 속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
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User.Email SAML 속성에 사용자 이메일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또한 
전자 메일 주소가 Microsoft AD 디렉터리의windowsUpn 속성에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매
핑을 수행하려면 IAM Identity Center 콘솔에서 다음 두 위치를 변경해야 합니다.

1. 디렉토리 페이지의 속성 매핑 섹션 아래에서 사용자 특성을 특성 email(디렉토리 열의 이
${dir:windowsUpn}속성에 매핑) 에 매핑해야 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의 테이블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속성 매핑 탭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
음User.Email 속성을 ${user:email}속성 (IAM Identity Center의 이 문자열 값 또는 사용자 속성에 
매핑 열) 에 매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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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각 디렉터리 속성은 $ {dir:AttributeName} 형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Microsoft AD 디
렉터리의firstname 속성은 다음과 같습니다${dir:firstname}. 모든 디렉터리 속성에는 실제 값이 할
당되어 있어야 합니다. 뒤에${dir: 값이 누락된 속성은 사용자 로그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IAM ID 센터의 속성을AWS Managed Microsoft AD 디렉터리의 속성에 매핑합니다.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IAM Identity Center의 사용자 특성을 Microsoft AD 디렉터리의 해당 속성에 매핑하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IAM Identity Center의 속성을 디렉터리의 속성에 매핑하려면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설정(Settings)을 선택합니다.
3. 설정 페이지에서 액세스 제어용 속성 탭을 선택한 다음 속성 관리를 선택합니다.
4. 액세스 제어를 위한 속성 관리 페이지에서 매핑하려는 IAM Identity Center의 속성을 찾은 다음 텍스

트 상자에 값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IAM ID 센터 사용자 특성을 Microsoft AD 디렉터리 속성에
email매핑하고 싶을 수 ${dir:windowsUpn}있습니다.

5. 변경 사항 저장(Save changes)을 선택합니다.

Active Directory에서 사용자 및 그룹을 프로비전합니다
IAM Identity Center는 Active Directory에서 사용자 및 그룹을 프로비저닝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제
공합니다.

• IAM Identity Center에서 구성 가능한 AD (Active Directory) 동기화 (권장) (p. 39) — 이 동기화 방법을 
사용하면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IAM ID 센터와 자동으로 동기화되는 Microsoft Active Directory의 사용자 및 그룹을 명시적으로 정의하

여 데이터 경계를 제어합니다. 언제든지 사용자 및 그룹을 추가하거나 (p. 42) 사용자 및 그룹을 제거
하여 (p. 43) 동기화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동기화된 사용자 및 그룹에게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싱글 사인온 액세스AWS 계정 (p. 94) 또는 액세
스 권한을 (p. 120) 할당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Identity Center 지원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애플리
케이션 또는 사용자 지정 SAML 2.0 (보안 어설션 마크업 언어) 애플리케이션일 수 있습니다.

• 필요에 따라 동기화를 일시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하여 동기화 (p. 43) 프로세스를 제어합니다. 이를 
통해 프로덕션 시스템의 부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 IAM Identity Center AD 동기화 (p. 44) — 이 동기화 방법을 사용하면 IAM Identity Center를 사용하여 
Active Directory의 사용자 및 그룹에AWS 계정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할당할 수 있습니
다. 할당된 모든 ID는 IAM ID 센터에 자동으로 동기화됩니다.

IAM Identity Center 구성 가능

IAM Identity Center에서 구성 가능한 AD (Active Directory) 동기화를 사용하면 IAM Identity Center에 자동으
로 동기화되는 Microsoft Active Directory의 ID를 명시적으로 구성하고 동기화 프로세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
다.

다음 항목에서는 구성 가능한 AD 동기화를 구성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제
• 사전 조건 및 고려 사항 (p. 40)
• 구성 가능한 AD 동기화 작동 방식 (p. 41)
• 동기화 범위 구성 및 관리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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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조건 및 고려 사항

구성 가능한 AD 동기화를 사용하기 전에 다음 사전 조건 및 고려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 Active Directory에서 동기화할 사용자 및 그룹

IAM Identity Center를 사용하여 새 사용자 및 그룹에AWS 계정 및 애플리케이션 [Identity Center 지원 애
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또는 사용자 지정 SAML 2.0 (SAML 2.0) 애플리케이션] 에 대한 액
세스 권한을 할당하려면 먼저 Active Directory에서 동기화할 사용자 및 그룹을 지정한 다음 IAM Identity 
Center에 동기화해야 합니다.
• AD sync — IAM Identity Center 콘솔 또는 관련 할당 API 작업을 사용하여 새 사용자 및 그룹을 할당하

면 IAM Identity Center는 도메인 컨트롤러에서 지정된 사용자 또는 그룹을 직접 검색하고 할당을 완료한 
다음 정기적으로 사용자 또는 그룹 메타데이터를 IAM Identity Center에 동기화합니다.

• 구성 가능한 AD 동기화 — IAM Identity Center는 도메인 컨트롤러에서 사용자 및 그룹을 직접 검색하지 
않습니다. 대신 동기화할 사용자 및 그룹 목록을 먼저 지정해야 합니다. IAM Identity Center에 이미 동기
화된 사용자 및 그룹이 있는지 또는 구성 가능한 AD 동기화를 사용하여 처음으로 동기화하는 새 사용자 
및 그룹이 있는지에 따라 동기화 범위라고도 하는 이 목록을 다음 방법 중 하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사용자 및 그룹: 이미 IAM Identity Center에 동기화된 사용자 및 그룹이 있는 경우 구성 가능한 

AD 동기화의 동기화 범위에 해당 사용자 및 그룹 목록이 미리 채워집니다. 새 사용자 또는 그룹을 할
당하려면 해당 사용자 또는 그룹을 구체적으로 동기화 범위에 추가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동기화 
범위에 사용자 및 그룹 추가 (p. 42)을 참조하세요.

• 새 사용자 및 그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새 사용자 및 그룹 액세스 권한을 할당하려면 먼저 구성 가능
한 AD 동기화에서 동기화 범위에 추가할 사용자 및 그룹을 지정해야 IAM Identity Center를 사용하여 
할당할 수 있습니다.AWS 계정 자세한 정보는 동기화 범위에 사용자 및 그룹 추가 (p. 42)을 참조하
세요.

• Active Directory의 중첩된 그룹에 할당하기

구성 가능한 AD 동기화를 사용하여 다른 그룹 (중첩 그룹) 이 포함된 Active Directory의 그룹에 할당하면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범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AWS 계정
• AD 동기화 — 다른 그룹 (중첩 그룹) 이 포함된 Active Directory의 그룹에 할당하면 그룹의 직속 구성원

만 계정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룹 A에 액세스 권한을 할당하고 그룹 B가 그룹 A의 구성
원인 경우 그룹 A의 직계 구성원만 계정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룹 B의 어떤 구성원도 액세스 권한
을 상속하지 않습니다.

• 구성 가능한 AD 동기화 — 중첩된 그룹이 포함된 Active Directory의 그룹에 할당하면 할당이 중첩 그룹
의 사용자를 비롯한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그룹 A에 액세스 권한을 할당하고 그룹 B가 
그룹 A의 구성원인 경우 그룹 B의 구성원도 이 액세스 권한을 상속합니다.

• 자동화된 워크플로 업데이트

IAM Identity Center ID 스토어 API 작업 및 IAM Identity Center 할당 API 작업을 사용하여 새 사용자 및 그
룹에 계정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할당하고 이를 IAM Identity Center에 동기화하는 자동화
된 워크플로를 보유한 경우 구성 가능한 AD 동기화를 통해 예상대로 작동하도록 2022년 4월 15일까지 해
당 워크플로를 조정해야 합니다. 구성 가능한 AD 동기화는 사용자 및 그룹 할당 및 프로비저닝이 발생하는 
순서와 쿼리가 수행되는 방식을 변경합니다.
• AD sync — 과제 프로세스가 먼저 발생합니다. 사용자 및 그룹에AWS 계정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

세스 권한을 할당합니다. 사용자 및 그룹에 액세스 권한이 할당되면 자동으로 프로비저닝됩니다 (IAM 
Identity Center와 동기화). 자동화된 워크플로를 사용하는 경우 Active Directory에 새 사용자를 추가하면 
자동화된 워크플로우에서 ID 저장소ListUser API 작업을 사용하여 해당 사용자의 Active Directory를 
쿼리하고 IAM Identity Center 할당 API 작업을 사용하여 사용자 액세스 권한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사
용자에게 할당이 있으므로 해당 사용자는 자동으로 IAM Identity Center에 프로비저닝됩니다.

• 구성 가능한 AD 동기화 — 프로비저닝이 먼저 수행되며 자동으로 수행되지 않습니다. 대신 먼저 사용자 
및 그룹을 동기화 범위에 추가하여 ID 저장소에 명시적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구성 가능한 AD 동기화를 
위한 동기화 구성을 자동화하는 권장 단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구성 가능한 AD 동기
화를 위한 동기화 구성 자동화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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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가능한 AD 동기화 작동 방식

IAM Identity Center는 다음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ID 스토어의 AD 기반 ID 데이터를 새로 고칩니다.

생성

Active Directory의 자체 관리 디렉터리나 에서 관리하는AWS Managed Microsoft AD 디렉터리를 IAM ID 센
터에 연결한 후에는 IAM Identity Center ID 스토어에 동기화할 Active Directory 사용자 및 그룹을 명시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AWS Directory Service 선택한 ID는 약 3시간마다 IAM Identity Center ID 스토어에 동기
화됩니다. 디렉토리 크기에 따라 동기화 프로세스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다른 그룹 (중첩 그룹 또는 하위 그룹이라고 함) 의 구성원인 그룹도 ID 저장소에 기록됩니다. 중첩된 그룹은
병합됩니다. 즉, 중첩 그룹의 사용자가 IAM Identity Center ID 스토어의 상위 그룹에 추가됩니다. 이렇게 하
면 상위 그룹을 사용하여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상위 그룹에 할당한 모든 액세스 권한은 상위 그룹의 
모든 사용자와 중첩된 (하위) 그룹의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새 사용자 또는 그룹이 IAM Identity Center ID 스토어에 동기화된 후에만 새 사용자 또는 그룹에 액세스 권한
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IAM Identity Center ID 스토어의 ID 데이터는 Active Directory의 소스 디렉터리에서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읽
음으로써 최신 상태로 유지됩니다. AD에서 변경된 ID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4시간 이내에AWS ID 저장소에 
나타나지만 동기화되는 데이터의 양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동기화 범위에 있는 사용자 및 그룹 객체와 해당 구성원은 IAM Identity Center에서 생성되거나 업데이트되어 
Active Directory의 소스 디렉터리에 있는 해당 객체에 매핑됩니다. 사용자 속성의 경우 IAM Identity Center 
콘솔의 액세스 제어를 위한 속성 섹션에 나열된 속성의 하위 집합만 IAM Identity Center에서 업데이트됩니
다.

IAM Identity Center ID 스토어에 동기화하는 사용자 및 그룹의 하위 집합을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하
위 집합에 새 사용자 또는 그룹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가한 모든 ID는 예정된 다
음 동기화 시 동기화됩니다. 하위 집합에서 제거하는 Identity Center 아이덴티티 스토어에서 더 이상 업데이
트되지 않습니다. 28일 이상 동기화되지 않은 모든 사용자는 IAM Identity Center ID 스토어에서 비활성화됩
니다. 해당 사용자 객체는 아직 동기화 범위에 속해 있는 다른 그룹에 속하지 않는 한 다음 동기화 주기 동안 
IAM Identity Center ID 스토어에서 자동으로 비활성화됩니다.

삭제

해당 사용자 또는 그룹 개체가 Active Directory의 소스 디렉터리에서 삭제되면 해당 사용자 또는 그룹 개체
가 IAM Identity Center ID 저장소에서 삭제됩니다. 또는 IAM Identity Center 콘솔을 사용하여 IAM Identity 
Center ID 스토어에서 사용자 객체를 명시적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IAM Identity Center 콘솔을 사용하는 
경우 동기화 범위에서 사용자를 제거하여 다음 동기화 주기 동안 IAM Identity Center로 다시 동기화되지 않
도록 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동기화를 일시 중지 및 다시 시작 동기화를 28일 이상 일시 중지하면 모든 사용자가 비활성화됩니
다.

동기화 범위 구성 및 관리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동기화 범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설정 안내: Active Directory의 사용자 및 그룹을 IAM Identity Center로 처음으로 동기화하는 경우 다음 단
계에 따라 동기화 범위를 구성하십시오.설정 (p. 42) 안내 설정을 완료한 후에는 이 섹션의 다른 절차에 
따라 언제든지 동기화 범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이미 IAM Identity Center에 동기화된 사용자 및 그룹이 있거나 가이드 설정을 따르고 싶지 않은 경우 동기
화 관리를 선택하십시오. 안내된 설정 절차를 건너뛰고 필요에 따라 이 섹션의 다른 절차를 따라 동기화 범
위를 구성하고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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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시저
• 설정 (p. 42)
• 동기화 범위에 사용자 및 그룹 추가 (p. 42)
• 동기화 범위에서 사용자 및 그룹 제거 (p. 43)
• 일시 중지 및 다시 시작 (p. 43)
• 동기화를 위한 속성 매핑을 구성하세요 (p. 44)
• 구성 가능한 AD 동기화를 위한 동기화 구성 자동화 (p. 44)

설정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Note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 전에 IAM Identity Center 콘솔이AWS Managed Microsoft AD 디렉터리
가AWS 리전 있는 위치 중 하나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설정(Settings)을 선택합니다.
3. 페이지 상단의 알림 메시지에서 안내 설정 시작을 선택합니다.
4. 1단계 — 선택 사항: 속성 매핑 구성에서 기본 사용자 및 그룹 특성 매핑을 검토합니다.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Next] 를 선택합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한 다음 변경 사항 저장을 선택합니다.
5. 2단계 — 선택 사항: 동기화 범위 구성에서 사용자 탭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동기화 범위에 추가할 사

용자의 정확한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고 추가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그룹 탭을 선택합니다. 동기화 범
위에 추가하려는 그룹의 정확한 그룹 이름을 입력하고 [Add] 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음(Next)을 선택
합니다. 나중에 동기화 범위에 사용자 및 그룹을 추가하려면 변경하지 않고 [Next] 를 선택합니다.

6. 3단계: 구성 검토 및 저장에서 1단계: 속성 매핑의 속성 매핑과 2단계: 동기화 범위에서 사용자 및 그룹
을 확인합니다. Save configuration(구성 저장)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동기화 관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동기화 범위에 사용자 및 그룹 추가

사용자를 추가하려면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설정(Settings)을 선택합니다.
3. 설정 페이지에서 ID 소스 탭을 선택하고 동작을 선택한 다음 동기화 관리를 선택합니다.
4. 동기화 관리 페이지에서 사용자 탭을 선택한 다음 사용자 및 그룹 추가를 선택합니다.
5. 사용자 탭의 사용자 아래에서 정확한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고 추가를 선택합니다.
6. 추가된 사용자 및 그룹에서 추가하려는 사용자를 검토합니다.
7. Submit(제출)을 선택합니다.
8. 탐색 창에서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9. 사용자 페이지에서 지정한 사용자가 목록에 나타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 목록을 업

데이트하려면 새로 고침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그룹을 추가하려면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설정(Settings)을 선택합니다.
3. 설정 페이지에서 ID 소스 탭을 선택하고 동작을 선택한 다음 동기화 관리를 선택합니다.
4. 동기화 관리 페이지에서 그룹 탭을 선택한 다음 사용자 및 그룹 추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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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룹 탭을 선택합니다. 그룹에서 정확한 그룹 이름을 입력하고 추가를 선택합니다.
6. 추가된 사용자 및 그룹에서 추가하려는 그룹을 검토합니다.
7. Submit(제출)을 선택합니다.
8. 탐색 창에서  그룹을 선택합니다.
9. 그룹 페이지에서 지정한 그룹이 목록에 나타나는 데 시간이 약간 걸릴 수 있습니다. 새로 고침 아이콘을 

선택하여 그룹 목록을 업데이트합니다.

동기화 범위에서 사용자 및 그룹 제거

동기화 범위에서 사용자 및 그룹을 제거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구
성 가능한 AD 동기화 작동 방식 (p. 41).

사용자를 제거하려면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설정(Settings)을 선택합니다.
3. 설정 페이지에서 ID 소스 탭을 선택하고 동작을 선택한 다음 동기화 관리를 선택합니다.
4. 사용자(Users) 탭을 선택합니다.
5. 동기화 범위의 사용자 아래에서 삭제할 사용자 옆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모든 사용자를 삭제하려면 사

용자 이름 옆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6. [Remove]를 선택합니다.

그룹을 제거하려면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설정(Settings)을 선택합니다.
3. 설정 페이지에서 ID 소스 탭을 선택하고 동작을 선택한 다음 동기화 관리를 선택합니다.
4. 그룹 탭을 선택합니다.
5. 동기화 범위의 그룹에서 삭제할 사용자 옆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모든 그룹을 삭제하려면 그룹 이름

옆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6. [Remove]를 선택합니다.

일시 중지 및 다시 시작

동기화를 일시 중지하면 future 모든 동기화 주기가 일시 중지되고 Active Directory의 사용자 및 그룹에 대한 
변경 사항이 IAM Identity Center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동기화를 재개하면 동기화 주기가 다음 예정된 동기
화에서 이러한 변경 사항을 가져옵니다.

동기화를 일시 중지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설정(Settings)을 선택합니다.
3. 설정 페이지에서 ID 소스 탭을 선택하고 동작을 선택한 다음 동기화 관리를 선택합니다.
4. 동기화 관리에서 동기화 일시 중지를 선택합니다.

동기화를 다시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설정(Settings)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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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정 페이지에서 ID 소스 탭을 선택하고 동작을 선택한 다음 동기화 관리를 선택합니다.
4. 동기화 관리에서 동기화 재개를 선택합니다.

Note

동기화 재개 대신 동기화 일시 중지가 표시되면 Active Directory에서 IAM IAM Identity Center
로의 동기화가 이미 재개된 것입니다.

동기화를 위한 속성 매핑을 구성하세요

사용 가능한 속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속성 매핑 (p. 35).

IAM ID 센터에서 디렉터리에 대한 속성 매핑을 구성하려면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설정(Settings)을 선택합니다.
3. 설정 페이지에서 ID 소스 탭을 선택하고 동작을 선택한 다음 동기화 관리를 선택합니다.
4. 동기화 관리에서 속성 매핑 보기를 선택합니다.
5. Active Directory 사용자 특성에서 IAM ID 센터 ID 저장소 특성 및 Active Directory 사용자 특성을 구성합

니다. 예를 들어, IAM Identity Center ID 저장소 속성을 Active Directory 사용자 디렉터리 속성에email
매핑하고 싶을 수${objectguid} 있습니다.

Note

그룹 특성에서는 IAM Identity Center ID 저장소 특성 및 Active Directory 그룹 특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변경 사항 저장(Save changes)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동기화 관리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구성 가능한 AD 동기화를 위한 동기화 구성 자동화

구성 가능한 AD 동기화를 통해 자동화된 워크플로가 예상대로 작동하도록 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동
기화 구성을 자동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성 가능한 AD 동기화를 위한 동기화 구성을 자동화하려면

1. Active Directory에서 IAM Identity Center에 동기화하려는 모든 사용자 및 그룹을 포함하는 상위 동기화
그룹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그룹 이름을 IAM으로 지정할 수IdentityCenterAllUsersAndGroups 있습니
다.

2. IAM Identity Center에서 구성 가능한 동기화 목록에 상위 동기화 그룹을 추가합니다. IAM Identity 
Center는 상위 동기화 그룹 내에 포함된 모든 그룹의 모든 사용자, 그룹, 하위 그룹 및 구성원을 동기화
합니다.

3. Microsoft에서 제공하는 Active Directory 사용자 및 그룹 관리 API 작업을 사용하여 상위 동기화 그룹에
서 사용자 및 그룹을 추가하거나 제거합니다.

IAM Identity Center

IAM Identity Center AD 동기화를 사용하면 IAM Identity Center를 사용하여 Active Directory의 사용자 및 그
룹에AWS 계정, 애플리케이션AWS 계정 및 애플리케이션 [Identity Center 지원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애
플리케이션 또는 사용자 지정 보안 어설션 마크업 언어 (SAML 2.0) 애플리케이션] 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할
당할 수 있습니다. 할당된 모든 ID는 IAM ID 센터에 자동으로 동기화됩니다.

IAM 아이덴티티 센터 AD 동기화 작동 방식

IAM Identity Center는 다음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ID 스토어의 AD 기반 ID 데이터를 새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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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AWS콘솔 또는 할당 API 호출을 사용하여AWS 계정이나 애플리케이션에 사용자 또는 그룹을 할당하면 사
용자, 그룹 및 멤버십에 대한 정보가 정기적으로 IAM Identity Center ID 스토어에 동기화됩니다. IAM Identity 
Center 할당에 추가된 사용자 또는 그룹은 보통 2시간 이내에AWS ID 스토어에 나타납니다. 동기화되는 데
이터의 양에 따라 이 프로세스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액세스 권한이 직접 할당되거나 액세스가 할당된 
그룹의 구성원인 사용자 및 그룹만 동기화됩니다.

다른 그룹의 구성원인 그룹 (중첩 그룹이라고 함) 도 ID 저장소에 기록됩니다. 중첩된 그룹은 “평면화”됩니다. 
즉, 중첩 그룹의 사용자가 IAM Identity Center ID 스토어의 상위 그룹에 추가됩니다. 이렇게 하면 상위 그룹
만 권한 부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객체가 처음으로 동기화되기 전에 사용자가 IAM Identity Center에 액세스하면 just-in-time (JIT) 프로
비저닝을 사용하여 온디맨드 방식으로 해당 사용자의 ID 저장소 객체가 생성됩니다. JIT 프로비저닝으로 생
성된 사용자는 직접 할당되거나 그룹 기반 IAM Identity Center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가 아니면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JIT 프로비저닝 사용자의 그룹 멤버십은 동기화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업데이트

IAM Identity Center ID 스토어의 ID 데이터는 Active Directory의 소스 디렉터리에서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읽
음으로써 최신 상태로 유지됩니다. Active Directory에서 변경된 ID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4시간 이내에AWS 
ID 저장소에 나타납니다. 동기화되는 데이터의 양에 따라 이 프로세스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 및 그룹 개체 및 해당 구성원은 IAM Identity Center에서 생성되거나 업데이트되어 Active Directory의 
소스 디렉터리에 있는 해당 개체에 매핑됩니다. 사용자 속성의 경우 IAM Identity Center 콘솔의 액세스 제어
를 위한 속성 관리 섹션에 나열된 속성의 하위 집합만 IAM Identity Center에서 업데이트됩니다. 또한 사용자 
특성은 각 사용자 인증 이벤트와 함께 업데이트됩니다.

삭제

해당 사용자 또는 그룹 개체가 Active Directory의 소스 디렉터리에서 삭제되면 해당 사용자 또는 그룹 개체가 
IAM Identity Center ID 저장소에서 삭제됩니다.

외부 ID 공급업체에 Connect
Active Directory 또는 에서 자체 관리되는 디렉터리를 사용하는AWS Managed Microsoft AD 경우 를 참조하
십시오마이크로소프트 AD 디렉터리에 Connect (p. 33). 다른 외부 자격 증명 공급자 (IdPs) 의 경우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을 사용하여 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2.0 표준에서 자격 증명 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IdPs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회사 자격 증명으로 액세스 포털
에 로그인한 후AWS 액세스 포털에 로그인한 후 그런 다음 외부에서 호스팅되는 할당된 계정, 역할 및 애플
리케이션으로 이동할 수 IdPs 있습니다.

예를 들어 Okta 또는 Azure Active Directory (AD) 와 같은 외부 IdP를 IAM ID 센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러면 사용자는 기존 Okta 또는 Azure 자격 증명으로AWS 액세스 포털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AWS 조
직 내 모든 계정과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에게 중앙에서 액세스 권한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자는 
기존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AWS Command Line Interface (AWS CLI) 에 로그인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단기 
자격 증명을 생성하고 교체할 수 있습니다.

SAML 프로토콜은 사용자 및 그룹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IdP 쿼리하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러한 사용자 및 그룹을 IAM Identity Center에 프로비저닝하여 IAM Identity Center에서 이를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외부 IdP에서 왔을 때 프로비저닝
외부 IdP를 사용할 때는 먼저 모든 사용자 및 그룹을 IAM Identity Center에 프로비저닝해야 애플리케이션에
AWS 계정 할당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및 
그룹을 구성하거나 구성할수동 프로비저닝 (p. 50) 수 있습니다.자동 프로비저닝 (p. 47) 사용자를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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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저닝하는 방법에 관계없이 IAM Identity Center는 명령줄 인터페이스 및 애플리케이션 인증을 외부 IdP로 
리디렉션합니다.AWS Management Console 그러면 IAM ID 센터는 사용자가 IAM ID 센터에서 생성한 정책
을 기반으로 해당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프로비저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
하십시오사용자 및 그룹 프로비저닝 (p. 14).

외부 ID 공급업체에 연결하는 방법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IAM Identity Center 콘솔에서 외부 ID 공급자에 연결합니다.

외부 ID 공급자에 연결하려면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설정(Settings)을 선택합니다.
3. 설정 페이지에서 ID 소스 탭을 선택한 다음 작업 > ID 소스 변경을 선택합니다.
4. ID 소스 선택에서 외부 ID 공급자를 선택한 후 다음을 선택합니다.
5. 외부 ID 제공업체 구성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서비스 제공업체 메타데이터에서 메타데이터 파일 다운로드를 선택하여 메타데이터 파일을 다운로
드하고 시스템에 저장합니다. IAM 아이덴티티 센터 SAML 메타데이터 파일은 외부 ID 공급자에 필
요합니다.

b. ID 제공자 메타데이터에서 파일 선택을 선택하고 외부 ID 공급업체에서 다운로드한 메타데이터 파
일을 찾습니다. 그런 다음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이 메타데이터 파일에는 IdP에서 보낸 메시지를 신
뢰하는 데 사용되는 필수 공개 x509 인증서가 들어 있습니다.

c.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Important

Active Directory에서 소스를 변경하거나 Active Directory에서 소스를 변경하면 기존 사용자 및 
그룹 할당이 모두 제거됩니다. 출처를 성공적으로 변경한 후에는 할당을 수동으로 재적용해야 
합니다.

6. 고지 사항을 읽고 진행할 준비가 되었으면 ACCEPT를 입력하십시오.
7. ID 소스 변경을 선택합니다.

주제
• SCIM 프로파일 및 SAML 2.0 구현 (p. 46)
• 지원되는 자격 증명 공급자 (p. 52)
• 기타 자격 증명 공급자 (p. 74)

SCIM 프로파일 및 SAML 2.0 구현
SCIM과 SAML 모두 IAM ID 센터를 구성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SAML 2.0 구현

IAM Identity Center는 SAML (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2.0을 통한 아이덴티티 페더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IAM Identity Center는 외부 ID 공급자 (IdPs) 의 ID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SAML 2.0
은 SAML 어설션을 안전하게 교환하는 데 사용되는 공개 표준입니다. SAML 2.0은 SAML 기관 (ID 공급자 
또는 IdP라고 함) 과 SAML 소비자 (서비스 공급자 또는 SP라고 함) 간에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IAM Identity Center 서비스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페더레이션 싱글 사인온을 제공합니다. Single Sign-On을 
통해 사용자는 기존 ID 제공자 자격 증명을 기반으로AWS 계정과 구성된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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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 아이덴티티 센터는 SAML IdP 기능을 IAM 아이덴티티 센터 스토어 또는 외부 ID 공급자에 추가합니
다.AWS Managed Microsoft AD 그러면 사용자는 Microsoft 365, ConcurAWS Management Console 및 
Salesforce와 같은 타사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하여 SAML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싱글 사인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AML 프로토콜은 사용자 및 그룹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IdP 쿼리하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
라서 이러한 사용자 및 그룹을 IAM Identity Center에 프로비저닝하여 IAM Identity Center에서 이를 인식하도
록 해야 합니다.

SCIM 프로파일

IAM 아이덴티티 센터는 크로스 도메인 ID 관리 시스템 (SCIM) v2.0 표준을 지원합니다. SCIM은 IAM ID 센터 
ID를 IdP의 ID와 동기화된 상태로 유지합니다. 여기에는 IdP와 IAM Identity Center 간의 모든 사용자 프로비
저닝, 업데이트 및 디프로비저닝이 포함됩니다.

SCIM 구현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세요자동 프로비저닝 (p. 47). IAM 아이덴티티 센터
의 SCIM 구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아이덴티티 센터 SCIM 구현 개발자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주제
• 자동 프로비저닝 (p. 47)
• 수동 프로비저닝 (p. 50)
• SAML 2.0 인증서 관리 (p. 50)

자동 프로비저닝

IAM Identity Center는 도메인 간 ID 관리 시스템 (SCIM) v2.0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ID 공급자 (IdP) 의 사용
자 및 그룹 정보를 IAM ID 센터로 자동 프로비저닝 (동기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SCIM 동기화를 구성
할 때 ID 공급자 (IdP) 사용자 속성을 IAM Identity Center의 명명된 속성에 매핑합니다. 이로 인해 예상 속성
이 IAM ID 센터와 IdP 간에 일치하게 됩니다. IAM ID 센터용 SCIM 엔드포인트와 IAM ID 센터에서 생성한 베
어러 토큰을 사용하여 IdP에서 이 연결을 구성합니다.

주제
• 자동 프로비저닝을 사용할 시 고려 사항 (p. 47)
• 액세스 토큰 만료 모니터링 방법 (p. 48)
• 자동 프로비저닝을 활성화하는 방법 (p. 48)
• 자동 프로비저닝을 비활성화하는 방법 (p. 49)
• 새 액세스 토큰을 생성하는 방법 (p. 49)
• 액세스 토큰 삭제 방법 (p. 49)
• 액세스 토큰 교체 방법 (p. 50)

자동 프로비저닝을 사용할 시 고려 사항

SCIM 배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IAM Identity Center와의 작동 방식에 대한 다음과 같은 중요한 고려 사항
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IdP에 적용할 수 있는 추가 프로비저닝 고려 사항은 을 참조하십시오지원되는 
자격 증명 공급자 (p. 52).

• 기본 이메일 주소를 프로비저닝하는 경우 이 속성 값은 각 사용자마다 고유해야 합니다. 일부의 IdPs 경우 
기본 이메일 주소가 실제 이메일 주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처럼 보이기만 하는 UPN 
(유니버설 계정 이름) 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용자의 실제 이메일 주소가 포함된 보조 또는 “기타” 이
메일 주소가 IdPs 있을 수 있습니다. NULL이 아닌 고유한 이메일 주소를 IAM ID 센터 기본 이메일 주소 속
성에 매핑하도록 IdP에서 SCIM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NULL이 아닌 사용자의 고유 로그인 식별자를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 이름 속성에 매핑해야 합니다. IdP에 로그인 식별자와 사용자의 이메일 이름을 
모두 포함하는 단일 값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렇다면 해당 IdP 필드를 IAM ID 센터 기본 이메일과 IAM 
ID 센터 사용자 이름 모두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47

https://docs.aws.amazon.com/singlesignon/latest/developerguide/what-is-scim.html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사용 설명서

외부 ID 공급업체에 Connect

• SCIM 동기화가 작동하려면 모든 사용자에게 이름, 성, 사용자 이름 및 표시 이름 값이 지정되어 있어야 합
니다. 사용자가 이 값 중 하나라도 누락한 경우 해당 사용자는 프로비전되지 않습니다.

• 타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먼저 아웃바운드 SAML 주제 특성을 사용자 이름 속성에 매핑해
야 합니다. 타사 애플리케이션에 라우팅 가능한 이메일 주소가 필요한 경우 IdP에 이메일 속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 SCIM 프로비저닝 및 업데이트 간격은 ID 공급자가 제어합니다. ID 공급자의 사용자 및 그룹에 대한 변경 
사항은 ID 공급자가 해당 변경 사항을 IAM Identity Center에 전송한 후에만 IAM Identity Center에 반영됩
니다. 사용자 및 그룹 업데이트 빈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D 공급업체에 문의하십시오.

• 현재 다중 값 속성 (예: 특정 사용자의 여러 이메일 또는 전화 번호) 은 SCIM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중 값 
속성을 SCIM을 사용하여 IAM ID 센터로 동기화하려는 시도는 실패합니다. 실패를 방지하려면 각 속성에 
대해 단일 값만 전달해야 합니다. 다중 값 속성을 가진 사용자가 있는 경우 IAM Identity Center에 연결하기 
위해 IdP에서 SCIM의 중복 속성 매핑을 제거하거나 수정하십시오.

• IdP의externalId SCIM 매핑이 고유하고 항상 존재하며 사용자에게 변경 가능성이 가장 적은 값에 해당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IdP 이름 및 이메일과 같은 사용자 속성의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보장
된 식별자objectId 또는 기타 식별자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값을 SCIMexternalId 필
드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의 이름이나 이메일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권한,AWS 할당 또는 권한이 손실되지 않습니다.

• 애플리케이션 또는AWS 계정에 아직 할당되지 않은 사용자는 IAM Identity Center에 프로비저닝할 수 없습
니다. 사용자 및 그룹을 동기화하려면 IAM Identity Center에 대한 IdP 연결을 나타내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기타 설정에 해당 사용자와 그룹을 할당해야 합니다.

IAM 아이덴티티 센터 SCIM 구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아이덴티티 센터 SCIM 구현 개발자 안내서 을 
참조하세요.

액세스 토큰 만료 모니터링 방법

SCIM 액세스 토큰은 1년의 유효 기간으로 생성됩니다. SCIM 액세스 토큰이 90일 이내에 만료되도록 설정되
면 IAM Identity Center 콘솔과AWS Health 대시보드를 통해 토큰을 교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알림을AWS 보
냅니다. 만료되기 전에 SCIM 액세스 토큰을 교체하여 사용자 및 그룹 정보의 자동 프로비저닝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SCIM 액세스 토큰이 만료되면 ID 공급자의 사용자 및 그룹 정보를 IAM Identity Center
로 동기화하는 작업이 중단되므로 자동 프로비저닝으로 더 이상 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생성 및 삭제할 수 
없습니다. 자동 프로비저닝이 중단되면 보안 위험이 증가하고 서비스 액세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Identity Center 콘솔 알림은 SCIM 액세스 토큰을 교체하고 사용하지 않거나 만료된 액세스 토큰을 삭제할 때
까지 지속됩니다. AWS Health대시보드 이벤트는 90일에서 60일 사이에 매주 갱신되며, 60일에서 30일까지 
매주 2회, 30일에서 15일까지 주당 3회, 15일부터 SCIM 액세스 토큰이 만료될 때까지 매일 갱신됩니다.

자동 프로비저닝을 활성화하는 방법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SCIM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IdP에서 IAM Identity Center로 사용자 및 그룹을 자동으로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Note

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IdP에 해당하는 프로비저닝 고려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지원되는 자격 증명 공급자 (p. 52)을 참조하세요.

Identity Center에서 자동 프로비저닝을 활성화하는 방법

1. 사전 요구 사항을 완료한 후 IAM Identity Center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설정 (Seations) 을 선택합니다.
3. 설정 페이지에서 자동 프로비저닝 정보 상자를 찾은 다음 활성화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IAM Identity 

Center에서 자동 프로비저닝이 즉시 활성화되고 필요한 SCIM 엔드포인트 및 액세스 토큰 정보가 표시
됩니다.

4. 인바운드 자동 공급 대화 상자에서 다음 옵션의 각 값을 복사합니다. 나중에 IdP에서 프로비저닝을 구성
할 때 이를 붙여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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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CIM 엔드포인트
b. 액세스 토큰

5. 닫기를 선택합니다.

이 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IdP에서 자동 프로비저닝을 구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지원되는 자격 증명 
공급자 (p. 52)을 참조하세요.

자동 프로비저닝을 비활성화하는 방법

다음 절차에 따라 Identity Center 콘솔에서 자동 프로비저닝을 비활성화합니다.

Important

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액세스 토큰을 삭제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액세스 토큰 삭제 방
법 (p. 49)을 참조하세요.

IAM Identity Center 콘솔에서 자동 프로비저닝을 비활성화하려면

1. IAM Identity Center 콘솔의 왼쪽 탐색 창에서 설정을 선택합니다.
2. 설정 페이지에서 ID 소스 탭을 선택한 다음 작업 > 프로비전 관리를 선택합니다.
3. 자동 프로비저닝 페이지에서 비활성화를 선택합니다.
4. 자동 배포 비활성화 대화 상자에서 정보를 검토하고 DISABLE을 입력한 다음 자동 프로비전 비활성화를

선택합니다.

새 액세스 토큰을 생성하는 방법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IAM Identity Center 콘솔에서 새 액세스 토큰을 생성합니다.

Note

이 절차를 수행하려면 이전에 자동 프로비저닝을 활성화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자동 
프로비저닝을 활성화하는 방법 (p. 48)을 참조하세요.

새 액세스 토큰을 생성하려면

1. IAM Identity Center 콘솔의 왼쪽 탐색 창에서 설정을 선택합니다.
2. 설정 페이지에서 ID 소스 탭을 선택한 다음 작업 > 프로비전 관리를 선택합니다.
3. 자동 프로비저닝 페이지의 액세스 토큰에서 토큰 생성을 선택합니다.
4. 새 액세스 토큰 생성 대화 상자에서 새 액세스 토큰을 복사하여 안전한 곳에 저장합니다.
5. 닫기를 선택합니다.

액세스 토큰 삭제 방법

다음 절차에 따라 Identity Center 콘솔에서 기존 액세스 토큰을 삭제합니다.

기존 액세스 토큰을 삭제하려면

1. IAM Identity Center 콘솔의 왼쪽 탐색 창에서 설정을 선택합니다.
2. 설정 페이지에서 ID 소스 탭을 선택한 다음 작업 > 프로비전 관리를 선택합니다.
3. 자동 프로비저닝 페이지의 액세스 토큰에서 삭제하려는 액세스 토큰을 선택한 다음 삭제를 선택합니다.
4. 액세스 토큰 삭제 대화 상자에서 정보를 검토하고 DELETE를 입력한 다음 액세스 토큰 삭제를 선택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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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토큰 교체 방법

IAM ID 센터 디렉터리는 한 번에 최대 2개의 액세스 토큰을 지원합니다. 교체 전에 추가 액세스 토큰을 생성
하려면 만료되었거나 사용하지 않은 액세스 토큰을 모두 삭제하십시오.

SCIM 액세스 토큰의 만료 시기가 가까워지면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IAM Identity Center 콘솔에서 기존 액세
스 토큰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토큰을 교체하려면

1. IAM Identity Center 콘솔의 왼쪽 탐색 창에서 설정을 선택합니다.
2. 설정 페이지에서 ID 소스 탭을 선택한 다음 작업 > 프로비전 관리를 선택합니다.
3. 자동 프로비저닝 페이지의 액세스 토큰에서 교체하려는 토큰의 토큰 ID를 기록해 둡니다.
4. 의 단계에 따라 새새 액세스 토큰을 생성하는 방법 (p. 49) 토큰을 생성합니다. 이미 최대 개수의 

SCIM 액세스 토큰을 생성한 경우 먼저 기존 토큰 중 하나를 삭제해야 합니다.
5. ID 제공자의 웹 사이트로 이동하여 SCIM 프로비저닝을 위한 새 액세스 토큰을 구성한 다음 새 SCIM 액

세스 토큰을 사용하여 IAM Identity Center와의 연결을 테스트합니다. 새 토큰을 사용하여 프로비저닝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으면 이 절차의 다음 단계를 계속 진행하세요.

6. 아래 단계에 따라 앞서 적어둔 이전 액세스액세스 토큰 삭제 방법 (p. 49) 토큰을 삭제합니다. 토큰의 
생성일을 제거할 토큰에 대한 힌트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동 프로비저닝

일부는 IdPs 도메인 간 ID 관리 시스템 (SCIM) 을 지원하지 않거나 호환되지 않는 SCIM 구현을 가지고 있
습니다. 이러한 경우 IAM Identity Center 콘솔을 통해 수동으로 사용자를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IAM 
Identity Center에 사용자를 추가할 때는 사용자 이름을 IdP에 있는 사용자 이름과 동일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최소한 고유한 이메일 주소와 사용자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사용자 이름 및 이메일 주소 고유
성 (p. 14)을 참조하세요.

또한 IAM ID 센터에서 모든 그룹을 수동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그룹을 생성하고 IAM Identity 
Center 콘솔을 사용하여 그룹을 추가합니다. 이러한 그룹은 IdP에 있는 그룹과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세한 정보는 그룹 (p. 14)을 참조하세요.

SAML 2.0 인증서 관리

IAM ID 센터는 인증서를 사용하여 IAM ID 센터와 외부 ID 공급자 (IdP) 간에 SAML 신뢰 관계를 설정합니다. 
IAM 아이덴티티 센터에 외부 IdP를 추가할 때는 외부 IdP로부터 하나 이상의 퍼블릭 SAML 2.0 X.509 인증
서도 받아야 합니다. 이 인증서는 일반적으로 트러스트 생성 중에 IdP SAML 메타데이터 교환 중에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IAM Identity Center 관리자는 때때로 오래된 IdP 인증서를 새 인증서로 교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증서 
만료 날짜가 다가올 경우 IdP 인증서를 교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인증서를 새 인증서로 교체하는 프로
세스를 인증서 교체라고 합니다.

주제
• SAML 2.0 인증서 교체 (p. 50)
• 인증서 만료 상태 표시기 (p. 52)

SAML 2.0 인증서 교체

ID 공급업체에서 발급한 유효하지 않거나 만료된 인증서를 교체하려면 정기적으로 인증서를 가져와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증 중단 또는 다운타임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져온 모든 인증서는 자동으로 활성
화됩니다. 인증서는 관련 ID 공급업체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지 확인한 후에만 삭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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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인증서가 여러 개 지원되지 않을 IdPs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러한 IdPs 인증서
를 사용하여 인증서를 교체하는 행위는 사용자에게 일시적인 서비스 중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해당 IdP와
의 신뢰가 성공적으로 재설정되면 서비스가 복원됩니다. 가능하면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이 작업을 신중하
게 계획하십시오.

Note

가장 좋은 보안 방법은 기존 SAML 인증서가 손상되거나 잘못 취급된 흔적이 있는 경우 인증서를 즉
시 제거하고 교체하는 것입니다.

IAM Identity Center 인증서 교체는 다음을 포함하는 다단계 프로세스입니다.

• IdP에서 새 인증서 받기
• 새 인증서를 IAM ID 센터로 가져오기
• IdP에서 새 인증서 활성화
• 이전 인증서 삭제

다음 절차를 모두 사용하여 인증 다운타임을 방지하면서 인증서 순환 프로세스를 완료하십시오.

1단계: IdP에서 새 인증서 받기

IdP 웹 사이트로 이동하여 SAML 2.0 인증서를 다운로드합니다. 인증서 파일이 PEM 인코딩 형식으로 다운
로드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대부분의 공급자는 IdP에서 여러 SAML 2.0 인증서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
다. 이들은 비활성화 또는 비활성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2단계: IAM Identity Center로 새 인증서 가져오기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IAM Identity Center 콘솔을 사용하여 새 인증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IAM ID 센터 콘솔에서 설정을 선택합니다.
2. 설정 페이지에서 ID 소스 탭을 선택한 다음 동작 > 인증 관리를 선택합니다.
3. SAML 2.0 인증서 관리 페이지에서 인증서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4. SAML 2.0 인증서 가져오기 대화 상자에서 파일 선택을 선택하고 인증서 파일을 찾아 선택한 다음 인증

서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이때 IAM Identity Center는 사용자가 가져온 두 인증서에서 서명된 모든 수신 SAML 메시지를 신뢰합니다.

3단계: IdP에서 새 인증서 활성화

IdP 웹 사이트로 돌아가서 이전에 생성한 새 인증서를 기본 또는 활성으로 표시합니다. 이때 IdP에서 서명한 
모든 SAML 메시지는 새 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4단계: 이전 인증서 삭제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IAM 인증서 교체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항상 하나 이상의 유효한 인증서가 목록에 
있어야 하며 제거할 수 없습니다.

Note

인증서를 삭제하기 전에 ID 공급자가 더 이상 이 인증서를 사용하여 SAML 응답에 서명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1. SAML 2.0 인증서 관리 페이지에서 삭제할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Delete(삭제)를 선택합니다.
2. SAML 2.0 인증서 삭제 대화 상자에서 확인을 입력한 다음 삭제를 선택합니다.DELETE
3. IdP 웹 사이트로 돌아가서 필요한 단계를 수행하여 이전의 비활성 인증서를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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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만료 상태 표시기

SAML 2.0 인증서 관리 페이지에서 색상 상태 표시기 아이콘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콘은 목록의 각 
인증서 옆에 있는 만료 날짜 열에 나타납니다. 다음은 IAM Identity Center가 각 인증서에 표시할 아이콘을 결
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 빨간색 — 인증서가 현재 만료되었음을 나타냅니다.
• 노란색 — 인증서가 90일 이내에 만료됨을 나타냅니다.
• 녹색 — 인증서가 현재 유효하며 최소 90일 이상 유효함을 나타냅니다.

인증서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려면

1. IAM ID 센터 콘솔에서 설정을 선택합니다.
2. 설정 페이지에서 ID 소스 탭을 선택한 다음 동작 > 인증 관리를 선택합니다.
3. SAML 2.0 인증 관리 페이지의 SAML 2.0 인증서 관리에서 만료 날짜 열에 표시된 목록의 인증서 상태를 

검토합니다.

지원되는 자격 증명 공급자
다음 외부 ID 공급자는 IAM ID 센터 SCIM 구현을 통해 테스트되었습니다.

주제
• Azure AD (p. 52)
• CyberArk (p. 55)
• JumpCloud (p. 57)
• Okta (p. 60)
• OneLogin (p. 64)
• Ping Identity (p. 67)

Azure AD

IAM Identity Center는 교차 도메인 ID 관리 시스템 (SCIM) v2.0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Azure AD의 사용자 및 
그룹 정보를 IAM ID 센터로 자동 프로비저닝 (동기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IAM ID 센터용 SCIM 엔드포
인트와 IAM ID 센터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베어러 토큰을 사용하여 Azure AD에서 이 연결을 구성합니다. 
SCIM 동기화를 구성할 때 Azure AD의 사용자 특성을 IAM ID 센터의 명명된 속성에 매핑합니다. 이로 인해 
예상 속성이 IAM ID 센터와 IdP 간에 일치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는 Azure AD 애플리케이션 갤러리의 IAM ID 센터 앱과 SCIM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Azure AD에서 
IAM ID 센터로 사용자 및 그룹을 자동으로 프로비저닝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Note

SCIM 배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자동 프로비저닝을 사용할 시 고려 사항 (p. 47) 검토한 후 다음 
섹션에서 계속사전 조건 (p. 52)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고려 사항 (p. 53)

사전 조건

시작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 Azure AD 테넌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웹 사이트에서 빠른 시작: 테넌트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 IAM 아이덴티티 센터 지원 계정 (무료). 자세한 정보는 IAM Identity Center 활성화 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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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습서: Azure Active Directory SSO (Single Sign-On) 와 IAM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 센터 통합 을 참조하
세요.

Important

Azure AD의 모든 사용자가 사용자 속성에 이름, 성 및 표시 이름 값을 입력했는지 확인하세요. 그
렇지 않으면 자동 프로비저닝이 Azure AD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추가 고려 사항

액세스 제어 속성은 ID 소스에서AWS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람을 결정하는 권한 정책에 사용됩니다. 
Azure AD의 사용자로부터 특성이 제거되는 경우 해당 특성은 IAM Identity Center의 해당 사용자에게서 제거
되지 않습니다. 이는 Azure AD의 알려진 제한 사항입니다. 사용자의 속성이 비어 있지 않은 다른 값으로 변
경되면 해당 변경 사항이 IAM Identity Center에 동기화됩니다.

1단계: IAM Identity Center 설정 및 자동 프로비저닝 구성

시작하려면 먼저 자습서: 자동 사용자 프로비저닝을 위한 AWS Single Sign-On 구성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
다. 이 지침은 다음을 안내합니다.

• Identity Center를 활성화합니다.
• Azure AD 애플리케이션 갤러리에서 IAM ID 센터 앱을 설치합니다.
• Azure 포털 내에서 자동 프로비저닝 (SCIM) 을 구성합니다.

2단계: (선택 사항) 속성 기반 액세스 제어 구성

Identity Center와 함께 사용하도록 Azure AD를 구성했으므로 ABAC (속성 기반 액세스 제어) 와 ABAC (속성 
기반 액세스 제어) 를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ABAC는 속성을 기반으로 권한을 정의하는 권한 부여 
전략입니다.

Azure AD를 사용하면 두 가지 방법으로 IAM ID 센터에서 사용할 ABAC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십시오.

방법 1: Azure AD를 사용하여 ABAC 구성

이 방법은 IAM Identity Center에서 AWS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Azure AD의 
속성을 정의해야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의가 완료되면 Azure AD는 SAML 어설션을 통해 이러한 특성
을 IAM ID 센터로 보냅니다. 그런 다음 IAM ID 센터에서 Azure AD에서 전달한 속성을 기반으로 액세스를 관
리해야 합니다.권한 세트를 생성합니다. (p. 97)

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액세스 제어를 위한 속성 (p. 104)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
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액세스 제어에 속성 사용 및 구성 (p. 106)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IAM Identity Center에서 액세스 제어를 위해 Azure AD에서 사용자 속성을 구성하려면

1. Azure 포털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Azure Active Directory,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합니다. 
SAML 연결을 구성하기 위해 이전에 생성한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을 검색합니다. 그런 다음 애플리케이
션을 선택합니다.

2. Single Sign-On을 선택합니다.
3. 사용자 특성 및 클레임 섹션에서 편집을 선택합니다.
4. 사용자 속성 및 클레임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새 클레임 추가를 선택합니다.
b. 이름(Name)에 AccessControl:AttributeName을 입력합니다. IAM ID 센터에서 예상하는 속성

의 이름으로AttributeName 바꾸십시오. 예: AccessControl: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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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네임스페이스의 경우 https://aws.amazon.com/SAML/Attributes 을 입력합니다.
d. 소스(Source)에서 속성(Attribute)를 선택합니다.
e. 소스 속성의 경우 드롭다운 목록을 사용하여 Azure AD 사용자 특성을 선택합니다. 예:

user.department.
5. SAML 어설션에서 IAM Identity Center로 전송해야 하는 각 속성에 대해 이전 단계를 반복합니다.
6. 저장을 선택합니다.

방법 2: IAM ID 센터를 사용하여 ABAC 구성

이 메서드를 사용하면 IAM Identity Center의액세스 제어를 위한 속성 (p. 104) 기능을 사용하
여Name 속성이 로 설정된Attribute 요소를https://aws.amazon.com/SAML/Attributes/
AccessControl:{TagKey} 전달합니다. 이 요소를 사용하여 SAML 어설션에서 속성을 세션 태그로 전달
할 수 있습니다. 세션 태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AWS STS에서 세션 태그 전달을 참조
하십시오.

속성을 세션 태그로 전달하려면 태그 값을 지정하는 AttributeValue 요소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태그 
키-값 페어CostCenter = blue 를 전달하려면 다음 속성을 사용합니다.

<saml:AttributeStatement>
<saml:Attribute Name="https://aws.amazon.com/SAML/Attributes/AccessControl:CostCenter">
<saml:AttributeValue>blue
</saml:AttributeValue>
</saml:Attribute>
</saml:AttributeStatement>

여러 속성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 각 태그에 별도의Attribute 요소를 포함시키십시오.

문제 해결

다음은 Azure AD를 사용하여 자동 프로비저닝을 설정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문제를 해
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zure AD 사용자가 IAM ID 센터와 동기화되지 않음

이는 새 사용자가 IAM Identity Center에 추가될 때 IAM Identity Center에서 플래그를 지정한 구문 문제 때문
일 수 있습니다. Azure 감사 로그에서 실패한 이벤트 (예:) 를 확인하여 이를 확인할 수'Export' 있습니다. 
이 이벤트의 상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schema":["urn:ietf:params:scim:api:messages:2.0:Error"],"detail":"Request is unparsable, 
 syntactically incorrect, or violates schema.","status":"400"}

실패한 이벤트를 확인할AWS CloudTrail 수도 있습니다. 이벤트 기록 콘솔에서 다음 필터를 CloudTrail 사용
하여 검색하면 됩니다.

"eventName":"CreateUser"

CloudTrail 이벤트 오류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errorCode": "ValidationException", 
        "errorMessage": "Currently list attributes only allow single item“

궁극적으로 이 예외는 Azure에서 전달된 값 중 하나에 예상보다 많은 값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해
결 방법은 Azure AD에서 사용자의 특성을 검토하여 중복된 값을 포함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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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의 일반적인 예 중 하나는 휴대폰, 회사 및 팩스와 같은 연락처 번호에 여러 값이 있는 경우입니다. 값은 서
로 다르지만 모두 단일 상위 속성인 PhoneNumbers로 IAM Identity Center로 전달됩니다.

CyberArk

IAM Identity Center는 CyberArk 디렉토리 플랫폼에서 IAM ID 센터로의 사용자 정보의 자동 프로비저닝 (동
기화) 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비저닝은 도메인 간 ID 관리 시스템 (SCIM) v2.0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IAM 
ID 센터 SCIM 엔드포인트 및 액세스 토큰을 CyberArk 사용하여 이 연결을 구성합니다. SCIM 동기화를 구성
할 때 IAM Identity Center의 명명된 속성에 CyberArk 대한 사용자 속성 매핑을 생성합니다. 이로 인해 예상 
속성이 IAM ID 센터와 간에 일치하게 CyberArk 됩니다.

이 가이드는 2021년 8월 시점을 CyberArk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버전의 단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는 SAML을 통한 사용자 인증 구성과 관련된 몇 가지 참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Note

SCIM 배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자동 프로비저닝을 사용할 시 고려 사
항 (p. 47). 그런 다음 다음 섹션에서 추가 고려 사항을 계속 검토하십시오.

주제
• 사전 조건 (p. 55)
• SCIM 고려 사항 (p. 55)
• 1단계: Identity Center에서 프로비저닝을 활성화 (p. 56)
• 2단계: 에서 프로비저닝을 구성 CyberArk (p. 56)
• (선택 사항) 3단계: IAM ID 센터에서 액세스 제어 (ABAC) 를 CyberArk 위한 사용자 속성 구성  (p. 57)
• (선택 사항) 액세스 제어에 속성 전달 (선택 사항) (p. 57)

사전 조건

시작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 CyberArk 구독 또는 무료 평가판. 무료 평가판에 가입하려면 방문하십시오 CyberArk.
• IAM ID 센터 지원 계정 (무료). 자세한 정보는 IAM Identity Center 활성화 를 참조하세요.
• IAM ID 센터 CyberArk 설명서에 설명된 대로 사용자 CyberArk 계정에서 IAM ID 센터로의 SAML 연결
• IAM Identity Center 커넥터를 AWS 계정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려는 역할, 사용자 및 조직과 연결합니다.

SCIM 고려 사항

IAM Identity Center에 대한 CyberArk 페더레이션 사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애플리케이션 프로비저닝 섹션에 매핑된 역할만 IAM Identity Center에 동기화됩니다.
• 프로비저닝 스크립트는 기본 상태에서만 지원되므로 변경한 후에는 SCIM 프로비저닝이 실패할 수 있습니

다.
• 하나의 전화 번호 속성만 동기화할 수 있으며 기본값은 “회사 전화”입니다.

• CyberArk IAM Identity Center 애플리케이션의 역할 매핑이 변경되면 다음과 같은 동작이 예상됩니다.
• 역할 이름이 변경되면 IAM Identity Center의 그룹 이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그룹 이름을 변경하면 IAM Identity Center에 새 그룹이 생성되고 이전 그룹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구성원

은 없습니다.
• 사용자 동기화 및 디프로비저닝 동작은 CyberArk IAM Identity Center 애플리케이션에서 설정할 수 있으므

로 조직에 적합한 동작을 설정해야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Identity Center 디렉터리의 사용자를 동일한 사용자 이름으로 덮어쓰거나 덮어쓰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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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CyberArk 역할에서 제거되면 IAM Identity Center에서 사용자 프로비저닝을 취소합니다.
• 프로비저닝 해제 사용자 행동 - 사용 중지 또는 삭제

1단계: Identity Center에서 프로비저닝을 활성화

첫 번째 단계에서는 IAM Identity Center 콘솔을 사용하여 자동 프로비저닝을 활성화합니다.

Identity Center에서 자동 프로비저닝을 활성화하는 방법

1. 사전 요구 사항을 완료한 후 IAM Identity Center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Seting (설정) 를 선택합니다.
3. 설정 페이지에서 자동 프로비저닝 정보 상자를 찾은 다음 활성화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IAM Identity 

Center에서 자동 프로비저닝이 즉시 활성화되고 필요한 SCIM 엔드포인트 및 액세스 토큰 정보가 표시
됩니다.

4. 인바운드 자동 공급 대화 상자에서 다음 옵션의 각 값을 복사합니다. 나중에 IdP에서 프로비저닝을 구성
할 때 이를 붙여넣어야 합니다.

a. SCIM 엔드포인트
b. 액세스 토큰

5. 닫기를 선택합니다.

이제 IAM Identity Center 콘솔에서 프로비저닝을 설정했으므로 CyberArk IAM Identity Center 애플리케이션
을 사용하여 나머지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단계는 다음 절차의 설명에 따라 설명되어 있습니다.

2단계: 에서 프로비저닝을 구성 CyberArk

CyberArk IAM ID 센터 애플리케이션에서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IAM Identity Center를 통한 프로비저닝을 활
성화하십시오. 이 절차에서는 CyberArk 관리 콘솔의 웹 앱에 CyberArk IAM Identity Center 애플리케이션을 
이미 추가했다고 가정합니다. 아직 구성하지 않은 경우 를 참조한 다음 이 절차를 완료하여 SCIM 프로비저
닝을 구성하십시오.사전 조건 (p. 55)

에서 프로비저닝을 구성하려면 CyberArk

1. SAML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추가한 CyberArk IAM ID 센터 애플리케이션을 엽니다 CyberArk (앱 > 웹 
앱). 사전 조건 (p. 55)를 참조하세요.

2. IAM Identity Center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고 프로비저닝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3.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프로비저닝 활성화 확인란을 선택하고 라이브 모드를 선택합니다.
4. 이전 절차에서는 IAM ID 센터에서 SCIM 엔드포인트 값을 복사했습니다. 해당 값을 SCIM 서비스 URL

필드에 붙여넣고 IAM ID 센터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인증 유형을 인증 헤더로 설정합니다. CyberArk URL 
끝에 있는 후행 슬래시를 제거해야 합니다.

5. 헤더 유형을 베어러 토큰으로 설정합니다.
6. 이전 절차에서 IAM ID 센터의 액세스 토큰 값을 복사했습니다. 해당 값을 CyberArk IAM ID 센터 애플리

케이션의 베어러 토큰 필드에 붙여넣습니다.
7. 확인을 클릭하여 구성을 테스트하고 적용합니다.
8. Sync Options에서 아웃바운드 프로비저닝이 CyberArk 작동할 적절한 동작을 선택합니다. 기존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를 유사한 사용자 이름과 프로비저닝 해제 동작으로 덮어쓰거나 덮어쓰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9. 역할 매핑에서 이름 필드 아래에 있는 CyberArk 역할에서 대상 그룹 아래에 있는 IAM Identity Center 그
룹으로의 매핑을 설정합니다.

10. 완료되면 하단에 있는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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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용자가 IAM Identity Center에 성공적으로 동기화되었는지 확인하려면 IAM Identity Center 콘솔로 돌
아가서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의 동기화된 사용자가 사용자 페이지에 CyberArk 표시됩니다. 이제 이러
한 사용자를 계정에 할당하고 IAM Identity Center 내에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선택 사항) 3단계: IAM ID 센터에서 액세스 제어 (ABAC) 를 CyberArk 위한 사용자 속성 구성

이는 AWS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하기 위해 CyberArk IAM Identity Center의 속성을 구성하려는 경
우에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절차입니다. 에서 정의한 속성은 SAML 어설션을 통해 IAM 아이덴티티 센터에 
CyberArk 전달됩니다. 그런 다음 IAM Identity Center에서 권한 세트를 생성하여 전달한 속성에 따라 액세스
를 관리합니다 CyberArk.

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액세스 제어를 위한 속성 (p. 104)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
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액세스 제어에 속성 사용 및 구성 (p. 106)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IAM Identity Center에서 액세스 제어를 CyberArk 위해 사용자 속성을 구성하려면

1. SAML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설치한 CyberArk IAM ID 센터 애플리케이션을 엽니다 CyberArk (앱 > 웹 
앱).

2. SAML 응답 옵션으로 이동합니다.
3. 속성에서 아래 논리에 따라 테이블에 관련 속성을 추가합니다.

a. 속성 이름은 원래 속성 이름에서 가져온 CyberArk 것입니다.
b. 속성 값은 SAML 어설션에서 IAM 아이덴티티 센터로 전송된 속성 이름입니다.

4. 저장을 선택합니다.

(선택 사항) 액세스 제어에 속성 전달 (선택 사항)

선택적으로 IAM Identity Center의액세스 제어를 위한 속성 (p. 104) 기능을 사용하여Name 속성
이 로 설정된Attribute 요소를 전달할 수https://aws.amazon.com/SAML/Attributes/
AccessControl:{TagKey} 있습니다. 이 요소를 사용하면 속성을 SAML 어설션에 세션 태그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세션 태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AWS STS에서 세션 태그 전달을 참조하십시
오.

속성을 세션 태그로 전달하려면 태그 값을 지정하는 AttributeValue 요소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태그 
키-값 페어CostCenter = blue 를 전달하려면 다음 속성을 사용합니다.

<saml:AttributeStatement>
<saml:Attribute Name="https://aws.amazon.com/SAML/Attributes/AccessControl:CostCenter">
<saml:AttributeValue>blue
</saml:AttributeValue>
</saml:Attribute>
</saml:AttributeStatement>

여러 속성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 각 태그에 별도의Attribute 요소를 포함시키십시오.

JumpCloud

IAM Identity Center는 JumpCloud 디렉토리 플랫폼에서 IAM ID 센터로의 사용자 정보의 자동 프로비저닝 
(동기화) 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비저닝은 도메인 간 ID 관리 시스템 (SCIM) v2.0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IAM ID 센터 SCIM 엔드포인트 및 액세스 토큰을 JumpCloud 사용하여 이 연결을 구성합니다. SCIM 동기화
를 구성할 때 IAM Identity Center의 명명된 속성에 JumpCloud 대한 사용자 속성 매핑을 생성합니다. 이로 인
해 예상 속성이 IAM ID 센터와 간에 일치하게 JumpCloud 됩니다.

이 가이드는 2021년 6월 시점을 JumpCloud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버전의 단계는 다를 수 있습니
다. 이 가이드에는 SAML을 통한 사용자 인증 구성과 관련된 몇 가지 참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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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는 SCIM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IAM Identity Center로 사용자 및 그룹을 자동으로 JumpCloud 프로
비저닝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Note

SCIM 배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자동 프로비저닝을 사용할 시 고려 사
항 (p. 47). 그런 다음 다음 섹션에서 추가 고려 사항을 계속 검토하십시오.

주제
• 사전 조건 (p. 58)
• SCIM 고려 사항 (p. 58)
• 1단계: Identity Center에서 프로비저닝을 활성화 (p. 58)
• 2단계: 에서 프로비저닝을 구성 JumpCloud (p. 59)
• (선택 사항) 3단계: IAM Identity Center에서 액세스 제어에 JumpCloud 대한 사용자 속성 구성  (p. 59)
• (선택 사항) 액세스 제어에 속성 전달 (선택 사항) (p. 60)

사전 조건

시작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 JumpCloud 구독 또는 무료 평가판. 무료 평가판에 가입하려면 방문하십시오 JumpCloud.
• IAM ID 센터 지원 계정 (무료). 자세한 정보는 IAM Identity Center 활성화 를 참조하세요.
• IAM ID 센터  JumpCloud 설명서에 설명된 대로 사용자 JumpCloud 계정에서 IAM ID 센터로의 SAML 연결
• IAM Identity Center 커넥터를AWS 계정 액세스를 허용하려는 그룹과 연결합니다.

SCIM 고려 사항

IAM Identity Center에 대한 JumpCloud 페더레이션 사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AWS 싱글 사인온 커넥터와 연결된 그룹만 SCIM을 통해 JumpCloud 동기화됩니다.
• 하나의 전화 번호 속성만 동기화할 수 있으며 기본값은 “회사 전화”입니다.
• JumpCloud 디렉터리의 사용자는 SCIM을 통해 IAM Identity Center와 동기화되도록 이름과 성을 구성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IAM Identity Center에서 비활성화되었지만 여전히 활성화된 경우 속성은 계속 동기화됩니다 

JumpCloud.
• 커넥터에서 “사용자 그룹 및 그룹 구성원 관리 활성화”를 선택 취소하여 사용자 정보에 대해서만 SCIM 동

기화를 활성화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Identity Center 디렉터리에 동일한 사용자 이름과 이메일을 가진 기존 사용자가 있는 경우 해당 사용자를 

덮어쓰고 SCIM을 통해 동기화됩니다 JumpCloud.

1단계: Identity Center에서 프로비저닝을 활성화

첫 번째 단계에서는 IAM Identity Center 콘솔을 사용하여 자동 프로비저닝을 활성화합니다.

Identity Center에서 자동 프로비저닝을 활성화하는 방법

1. 사전 요구 사항을 완료한 후 IAM Identity Center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Seting (설정) 를 선택합니다.
3. 설정 페이지에서 자동 프로비저닝 정보 상자를 찾은 다음 활성화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IAM Identity 

Center에서 자동 프로비저닝이 즉시 활성화되고 필요한 SCIM 엔드포인트 및 액세스 토큰 정보가 표시
됩니다.

4. 인바운드 자동 공급 대화 상자에서 다음 옵션의 각 값을 복사합니다. 나중에 IdP에서 프로비저닝을 구성
할 때 이를 붙여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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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CIM 엔드포인트
b. 액세스 토큰

5. 닫기를 선택합니다.

이제 IAM Identity Center 콘솔에서 프로비저닝을 설정했으므로 IAM Identity Center 커넥터를 사용하여 나머
지 JumpCloud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단계는 다음 절차의 설명에 따라 설명되어 있습니다.

2단계: 에서 프로비저닝을 구성 JumpCloud

JumpCloud IAM ID 센터 커넥터에서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IAM ID 센터를 통한 프로비저닝을 활성화하십시
오. 이 절차에서는 JumpCloud 관리 포털 및 그룹에 JumpCloud IAM Identity Center 커넥터를 이미 추가했다
고 가정합니다. 아직 구성하지 않은 경우 을사전 조건 (p. 58) 참조한 다음 이 절차를 완료하여 SCIM 프로
비저닝을 구성하십시오.

에서 프로비저닝을 구성하려면 JumpCloud

1. SAML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설치한 JumpCloud IAM ID 센터 커넥터를 엽니다 JumpCloud (사용자 인증
> IAM ID 센터). 사전 조건 (p. 58)를 참조하세요.

2. IAM ID 센터 커넥터를 선택한 다음 세 번째 탭인 ID 관리를 선택합니다.
3. 그룹을 SCIM과 동기화하려면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 그룹 및 그룹 구성원 관리 활성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4. 구성을 클릭합니다.
5. 이전 절차에서는 IAM ID 센터의 SCIM 엔드포인트 값을 복사했습니다. 해당 값을 JumpCloud IAM ID 센

터 커넥터의 기본 URL 필드에 붙여넣습니다. URL 끝에 있는 후행 슬래시를 제거해야 합니다.
6. 이전 절차에서 IAM ID 센터의 액세스 토큰 값을 복사했습니다. 해당 값을 JumpCloud IAM ID 센터 커넥

터의 토큰 키 필드에 붙여넣습니다.
7. 활성화를 클릭하여 구성을 적용합니다.
8. Single Sign-On 옆에 녹색 표시기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9. 네 번째 탭인 사용자 그룹으로 이동하여 SCIM을 통해 프로비저닝하려는 그룹을 선택합니다.
10. 완료되면 하단에 있는 저장을 클릭합니다.
11. 사용자가 IAM Identity Center에 성공적으로 동기화되었는지 확인하려면 IAM Identity Center 콘솔로 돌

아가서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의 동기화된 사용자가 사용자 페이지에 JumpCloud 표시됩니다. 이제 이
러한 사용자를 IAM ID 센터 내 계정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선택 사항) 3단계: IAM Identity Center에서 액세스 제어에 JumpCloud 대한 사용자 속성 구성

이는AWS 리소스에 대한 JumpCloud 액세스를 관리하도록 IAM Identity Center의 속성을 구성하려는 경우
에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절차입니다. 에서 정의한 속성은 SAML 어설션을 통해 IAM 아이덴티티 센터에 
JumpCloud 전달됩니다. 그런 다음 IAM Identity Center에서 권한 세트를 생성하여 전달한 속성에 따라 액세
스를 관리합니다 JumpCloud.

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액세스 제어용 속성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세한 방법은 액세
스 제어 속성 활성화 및 구성을 참조하세요.

Identity Center에서 액세스 제어에 JumpCloud 대해 사용자 속성을 구성하려면

1. SAML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설치한 JumpCloud IAM ID 센터 커넥터를 엽니다 JumpCloud (사용자 인증
> IAM ID 센터).

2. IAM ID 센터 커넥터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탭인 IAM ID 센터를 선택합니다.
3. 이 탭의 아래쪽에 사용자 속성 매핑이 있고 새 속성 추가를 선택한 후 다음을 수행합니다. 액세스 제어를 

위해 IAM Identity Center에서 사용하기 위해 추가할 각 속성에 대해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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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비스 제공 속성 이름 필드에 IAM IAM Identity Center에서 예상하는 속성의 이름으로https://
aws.amazon.com/SAML/Attributes/AccessControl:AttributeName.AttributeName
바꾸기를 입력합니다. 예: https://aws.amazon.com/SAML/Attributes/
AccessControl:Email.

b. JumpCloud 특성 이름 필드에서 JumpCloud 디렉토리의 사용자 특성을 선택합니다. 예: 이메일 (회
사).

4. 저장을 선택합니다.

(선택 사항) 액세스 제어에 속성 전달 (선택 사항)

선택적으로 IAM Identity Center의액세스 제어를 위한 속성 (p. 104) 기능을 사용하여Name 속성
이 로 설정된Attribute 요소를 전달할 수https://aws.amazon.com/SAML/Attributes/
AccessControl:{TagKey} 있습니다. 이 요소를 사용하면 속성을 SAML 어설션에 세션 태그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세션 태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AWS STS에서 세션 태그 전달을 참조하십시
오.

속성을 세션 태그로 전달하려면 태그 값을 지정하는 AttributeValue 요소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태그 
키-값 페어CostCenter = blue 를 전달하려면 다음 속성을 사용합니다.

<saml:AttributeStatement>
<saml:Attribute Name="https://aws.amazon.com/SAML/Attributes/AccessControl:CostCenter">
<saml:AttributeValue>blue
</saml:AttributeValue>
</saml:Attribute>
</saml:AttributeStatement>

여러 속성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 각 태그에 별도의Attribute 요소를 포함시키십시오.

Okta

IAM Identity Center는 교차 도메인 ID 관리 시스템 (SCIM) v2.0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Okta의 사용자 및 그
룹 정보를 IAM ID 센터로 자동 프로비저닝 (동기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Okta에서 이 연결을 구성하려
면 IAM ID 센터용 SCIM 엔드포인트와 IAM ID 센터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베어러 토큰을 사용해야 합니다. 
SCIM 동기화를 구성할 때 Okta의 사용자 속성을 IAM Identity Center의 명명된 속성에 매핑합니다. 이로 인
해 예상 속성이 IAM ID 센터와 IdP 간에 일치하게 됩니다.

Okta는 SCIM을 통해 IAM ID 센터에 연결할 때 다음과 같은 프로비저닝 기능을 지원합니다.

• 사용자 생성 — Okta의 IAM ID 센터 애플리케이션에 할당된 사용자는 IAM ID 센터에서 프로비저닝됩니다.
• 사용자 특성 업데이트 — Okta의 IAM Identity Center 애플리케이션에 할당된 사용자의 속성 변경은 IAM 

Identity Center에서 업데이트됩니다.
• 사용자 비활성화 — Okta의 IAM ID 센터 애플리케이션에서 할당되지 않은 사용자는 IAM Identity Center에

서 비활성화됩니다.
• 그룹 푸시 — Okta의 그룹 (및 해당 구성원) 이 IAM ID 센터와 동기화됩니다.

다음 단계는 SCIM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Okta에서 IAM Identity Center로 사용자 및 그룹을 자동으로 프로비
저닝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Note

SCIM 배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자동 프로비저닝을 사용할 시 고려 사
항 (p. 47). 그런 다음 다음 섹션에서 추가 고려 사항을 계속 검토하십시오.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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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고려 사항 (p. 61)
• 사전 조건 (p. 61)
• 1단계: Identity Center에서 프로비저닝을 활성화 (p. 61)
• 2단계: Okta에서 프로비저닝을 구성 (p. 62)
• 3단계: Okta에서 사용자 및 그룹에 액세스 권한 할당 (p. 62)
• (선택 사항) 4단계: IAM Identity Center에서 액세스 제어에 대한 Okta의 사용자 속성 구성 (p. 63)
• (선택 사항) 액세스 제어에 속성 전달 (선택 사항) (p. 63)
• 문제 해결 (p. 64)

추가 고려 사항

다음은 IAM Identity Center를 통한 프로비저닝 구현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Okta에 대한 중요한 고려 사
항입니다.

• 과제와 그룹 푸시에 동일한 Okta 그룹을 사용하는 것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Okta와 IAM Identity 
Center 간에 일관된 그룹 멤버십을 유지하려면 별도의 그룹을 만들고 그룹을 IAM Identity Center로 푸시하
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 사용자 주소를 업데이트하려면 도로명 주소, 도시, 주, 우편번호 및 CountryCode 값이 지정되어 있어야 합
니다. 동기화 시 Okta 사용자에 대해 이러한 값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 또는 사용자 변경 사항이 프
로비저닝되지 않습니다.

• 권한 및 역할 속성은 지원되지 않으며 IAM Identity Center에 동기화할 수 없습니다.

사전 조건

시작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 Okta의 IAM 아이덴티티 센터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Okta 계정 (무료 평가판). 또한 유료 Okta 제품의 경
우 Okta 라이선스가 아웃바운드 프로비저닝을 지원하는 “라이프사이클 관리” 또는 유사한 기능을 지원하
는지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Okta에서 IAM ID 센터로 SCIM을 구성하는 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 IAM 아이덴티티 센터용 SAML 2.0을 구성하는 방법에 설명된 대로 Okta 계정에서 IAM 아이덴티티 센터로
의 SAML 연결

• IAM 아이덴티티 센터 지원 계정 (무료). 자세한 정보는 IAM Identity Center 활성화 를 참조하세요.

1단계: Identity Center에서 프로비저닝을 활성화

첫 번째 단계에서는 IAM Identity Center 콘솔을 사용하여 자동 프로비저닝을 활성화합니다.

Identity Center에서 자동 프로비저닝을 활성화하는 방법

1. 사전 요구 사항을 완료한 후 IAM Identity Center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Seting (설정) 를 선택합니다.
3. 설정 페이지에서 자동 프로비저닝 정보 상자를 찾은 다음 활성화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IAM Identity 

Center에서 자동 프로비저닝이 즉시 활성화되고 필요한 SCIM 엔드포인트 및 액세스 토큰 정보가 표시
됩니다.

4. 인바운드 자동 공급 대화 상자에서 다음 옵션의 각 값을 복사합니다. 나중에 IdP에서 프로비저닝을 구성
할 때 이를 붙여넣어야 합니다.

a. SCIM 엔드포인트
b. 액세스 토큰

5. 닫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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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 ID 센터 콘솔에서 프로비저닝을 설정했습니다. 이제 다음 절차에 설명된 대로 Okta 사용자 인터페이스
를 사용하여 나머지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2단계: Okta에서 프로비저닝을 구성

Okta 관리 포털에서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IAM ID 센터와 IAM ID 센터 앱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Okta에서 프로비저닝을 구성하려면

1. 별도의 브라우저 창에서 Okta 관리 포털에 로그인하고 IAM Identity Center 앱으로 이동합니다.
2. IAM Identity Center 앱 페이지에서 프로비저닝 탭을 선택한 다음 통합을 선택합니다.
3. API 통합 구성을 선택한 다음 API 통합 활성화 옆의 확인란을 선택하여 프로비저닝을 활성화합니다.
4. 이전 절차에서는 IAM ID 센터의 SCIM 엔드포인트 값을 복사했습니다. 해당 값을 Okta의 기본 URL 필드

에 붙여넣습니다. URL 끝에 있는 후행 슬래시를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 절차에서는 IAM ID 센터의
액세스 토큰 값을 복사했습니다. 해당 값을 Okta의 API 토큰 필드에 붙여넣습니다.

5. [테스트 API 자격 증명] 을 선택하여 입력한 자격 증명이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6. 저장을 선택합니다.
7. 설정에서 To App을 선택하고 편집을 선택한 다음 활성화하려는 각 프로비저닝 기능의 활성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8. 저장을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Okta IAM ID Center 앱에는 사용자 또는 그룹이 할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절차를 완료하
여 사용자 및 그룹을 IAM Identity Center에 동기화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3단계: Okta에서 사용자 및 그룹에 액세스 권한 할당

Okta에서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사용자 및 그룹에 액세스 권한을 할당하세요. 여기에 할당한 그룹에 속한 
Okta 사용자는 IAM Identity Center에 자동으로 동기화됩니다. Okta와 IAM Identity Center의 관리 오버헤드
를 최소화하려면 개별 사용자 대신 그룹을 할당하고 푸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계를 완료하고 SCIM과의 첫 번째 동기화가 완료되면 할당된 사용자 및 그룹이 IAM Identity Center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용자는 Okta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AWS 액세스 포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Okta에서 사용자에게 액세스 권한을 할당하려면

1. IAM ID 센터 앱 페이지에서 할당 탭을 선택합니다.
2. 과제 페이지에서 배정을 선택한 다음 사람에게 배정을 선택합니다.
3. IAM Identity Center 앱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할당하려는 Okta 사용자 또는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할당] 

을 선택하고 [저장 후 돌아가기] 를 선택한 다음 [완료] 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사용자 또는 여러 사용자를 
IAM Identity Center에 프로비저닝하는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Okta에서 그룹에 액세스 권한을 할당하려면

1. IAM ID 센터 앱 페이지에서 할당 탭을 선택합니다.
2. 과제 페이지에서 할당을 선택한 다음 그룹에 할당을 선택합니다.
3. IAM Identity Center 앱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할당하려는 Okta 그룹 또는 그룹을 선택합니다. [할당] 을 

선택하고 [저장 후 돌아가기] 를 선택한 다음 [완료] 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룹의 사용자를 IAM Identity 
Center에 프로비저닝하는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4. 푸시 그룹 탭을 선택합니다. 이전 단계에서 선택한 Okta 그룹 또는 그룹을 선택합니다.
Note

선택한 그룹은 애플리케이션에 할당된 그룹과 달라야 합니다. Okta와 IAM Identity Center 간에 
일관된 그룹 멤버십을 유지하려면 별도의 그룹을 만들고 그룹을 IAM Identity Center로 푸시하
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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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다음 저장(Save)을 선택합니다. 그룹과 해당 구성원이 IAM Identity Center로 성공적으로 푸시되면 
그룹 상태가 Active로 변경됩니다.

Okta 사용자에게AWS 계정 및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려면 IAM Identity 
Center 콘솔에서 다음과 같은 해당 절차를 완료하십시오.

• AWS계정에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려면 을 참조하십시오사용자 액세스 권한 할당AWS 계정 (p. 95).
•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려면 을 참조하십시오애플리케이션에 사용자 액세스 

권한 할당 (p. 120).

(선택 사항) 4단계: IAM Identity Center에서 액세스 제어에 대한 Okta의 사용자 속성 구성

이는 IAM Identity Center에서AWS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하는 데 사용할 속성을 구성하려는 경우 
Okta의 선택적 절차입니다. Okta에서 정의한 속성은 SAML 어설션을 통해 IAM 아이덴티티 센터에 전달됩니
다. 그러면 Okta에서 전달한 속성에 따라 IAM Identity Center에 권한 세트를 생성하여 액세스를 관리하게 됩
니다.

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액세스 제어를 위한 속성 (p. 104)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
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액세스 제어에 속성 사용 및 구성 (p. 106)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IAM Identity Center에서 액세스 제어를 위해 Okta에서 사용자 속성을 구성하려면

1. 별도의 브라우저 창에서 Okta 관리 포털에 로그인하고 IAM Identity Center 앱으로 이동합니다.
2. IAM Identity Center 앱 페이지에서 로그온 탭을 선택한 다음 편집을 선택합니다.
3. SAML 섹션에서 특성 (선택 사항) 을 확장합니다.
4. 속성 설명 (선택 사항) 섹션에서 액세스 제어에 IAM Identity Center를 사용할 각 속성에 대해 다음을 수

행하십시오.

a. 이름 필드에 IAM Identity Center에서 예상하는 속성의 이름을 입력하고https://
aws.amazon.com/SAML/Attributes/AccessControl:AttributeName 해당 이름으
로AttributeName 대체합니다. 예: https://aws.amazon.com/SAML/Attributes/
AccessControl:Department.

b. 이름 형식 필드에서 URI 참조를 선택합니다.
c. 값 필드에 Okta 기본 사용자 프로필 변수AttributeName 이름으로 바꾸기를 입력합니

다user.AttributeName. 예: user.department. Okta 기본 사용자 프로필 변수 이름을 찾으려
면 Okta 웹 사이트에서 Okta 기본 사용자 프로필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5. (선택 사항) 새 특성이 포함된 샘플 SAML 어설션을 검토하려면 [SAML 미리 보기] 를 선택합니다.
6. 저장을 선택합니다.

(선택 사항) 액세스 제어에 속성 전달 (선택 사항)

선택적으로 IAM Identity Center의액세스 제어를 위한 속성 (p. 104) 기능을 사용하여Name 속성
이 로 설정된Attribute 요소를 전달할 수https://aws.amazon.com/SAML/Attributes/
AccessControl:{TagKey} 있습니다. 이 요소를 사용하면 속성을 SAML 어설션에 세션 태그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세션 태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AWS STS에서 세션 태그 전달을 참조하십시
오.

속성을 세션 태그로 전달하려면 태그 값을 지정하는 AttributeValue 요소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태그 
키-값 페어CostCenter = blue 를 전달하려면 다음 속성을 사용합니다.

<saml:AttributeStatement>
<saml:Attribute Name="https://aws.amazon.com/SAML/Attributes/AccessControl:CostCenter">
<saml:AttributeValue>blue
</saml:Attribute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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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l:Attribute>
</saml:AttributeStatement>

여러 속성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 각 태그에 별도의Attribute 요소를 포함시키십시오.

문제 해결

다음은 Okta에서 자동 프로비저닝을 설정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
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 URL: 필수 패턴과 일치하지 않음

기본 URL에 붙여넣은 SCIM 엔드포인트 URL에는 후행 슬래시 (/) 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
URL에 붙여넣기 전에 SCIM 엔드포인트 URL에서 슬래시를 제거하십시오. 예를 들어, https://scim.us-
east-2.amazonaws.com/ xxxxxxxx-xxxx-xxxxx-xxxxxx-xxxx /scim/v2.

동기화 중 오류 발생

동기화를 시작한 후 다음 오류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Automatic profile push of <user> to app IAM Identity Center failed: Error while trying to 
 push profile update for <user>@Corp.Example.com: Bad Request. Errors reported by remote 
 server: Request is unparsable, syntactically incorrect, or violates schema.

SCIM 동기화가 작동하려면:

• 모든 사용자는 이름, 성, 사용자 이름 및 표시 이름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 값 중 하나라도 누락
한 경우 해당 사용자는 프로비전되지 않습니다.

• 사용자 이름은 Okta의 디렉터리 내에서 고유한 속성에 매핑되어야 합니다.
• 다음 특수 문자는 SCIM과 동기화된 속성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사용자 주소를 업데이트하려면 도로명 주소, 도시, 주, 우편번호 및 CountryCode 값이 지정되어 있어야 합

니다. 동기화 시 Okta 사용자에 대해 이러한 값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 또는 사용자 변경 사항이 프
로비저닝되지 않습니다.

OneLogin

IAM Identity Center는 도메인 간 ID 관리 시스템 (SCIM) v2.0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사용자 및 그룹 정보를 
IAM ID OneLogin 센터로 자동 프로비저닝 (동기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IAM ID 센터용 SCIM 엔드포
인트와 IAM ID 센터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베어러 토큰을 사용하여 에서 OneLogin 이 연결을 구성합니다. 
SCIM 동기화를 구성할 때 IAM Identity Center의 명명된 속성에 OneLogin 대한 사용자 속성 매핑을 생성합
니다. 이로 인해 예상 속성이 IAM ID 센터와 간에 일치하게 OneLogin 됩니다.

다음 단계는 SCIM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IAM Identity Center로 사용자 및 그룹을 자동으로 OneLogin 프로비
저닝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Note

SCIM 배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자동 프로비저닝을 사용할 시 고려 사
항 (p. 47).

주제
• 사전 조건 (p. 65)
• 1단계: Identity Center에서 프로비저닝을 활성화 (p. 65)
• 2단계: 에서 프로비저닝을 구성 OneLogin (p. 65)
• (선택 사항) 3단계: IAM Identity Center에서 액세스 제어에 OneLogin 대한 사용자 속성 구성 (p. 66)
• (선택 사항) 액세스 제어에 속성 전달 (선택 사항)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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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결 (p. 67)

사전 조건

시작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 OneLogin 계정. 기존 계정이 없는 경우 OneLogin 웹 사이트에서 무료 평가판 또는 개발자 계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 IAM 아이덴티티 센터 지원 계정 (무료). 자세한 정보는 IAM Identity Center 활성화 를 참조하세요.
• 사용자 OneLogin 계정에서 IAM Identity Center로 SAML 연결. 자세한 내용은AWS 파트너 네트워크 블로

그의 Single OneLogin Sign-On 활성화를 참조하십시오.AWS

1단계: Identity Center에서 프로비저닝을 활성화

첫 번째 단계에서는 IAM Identity Center 콘솔을 사용하여 자동 프로비저닝을 활성화합니다.

Identity Center에서 자동 프로비저닝을 활성화하는 방법

1. 사전 요구 사항을 완료한 후 IAM Identity Center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Seting (설정) 를 선택합니다.
3. 설정 페이지에서 자동 프로비저닝 정보 상자를 찾은 다음 활성화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IAM Identity 

Center에서 자동 프로비저닝이 즉시 활성화되고 필요한 SCIM 엔드포인트 및 액세스 토큰 정보가 표시
됩니다.

4. 인바운드 자동 공급 대화 상자에서 다음 옵션의 각 값을 복사합니다. 나중에 IdP에서 프로비저닝을 구성
할 때 이를 붙여넣어야 합니다.

a. SCIM 엔드포인트
b. 액세스 토큰

5. 닫기를 선택합니다.

이제 IAM Identity Center 콘솔에서 프로비저닝을 설정했습니다. 이제 다음 절차의 설명에 따라 OneLogin 관
리 콘솔을 사용하여 나머지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2단계: 에서 프로비저닝을 구성 OneLogin

OneLogin 관리 콘솔에서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IAM ID 센터와 IAM ID 센터 앱 간의 통합을 활성화하십시오. 
이 절차에서는 SAML 인증을 OneLogin 위해 AWS Single Sign-On 애플리케이션을 이미 구성했다고 가정합
니다. 이 SAML 연결을 아직 생성하지 않은 경우 진행하기 전에 생성한 다음 여기로 돌아와 SCIM 프로비저
닝 프로세스를 완료하십시오. 를 사용하여 OneLogin SAML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AWS 파
트너 네트워크 블로그의  OneLogin 및AWS 간 SSO 활성화를 참조하십시오.

에서 프로비저닝을 구성하려면 OneLogin

1. 로그인한 OneLogin 다음 애플리케이션 >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이전에 생성한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하여 IAM Identity Center와의 SAML 연결

을 구성합니다. 를 선택한 다음 왼쪽 탐색 모음에서 구성 (Operations) 를 선택합니다.
3. 이전 절차에서는 IAM ID 센터의 SCIM 엔드포인트 값을 복사했습니다. 해당 값을 의 SCIM 기본 URL 필

드에 붙여넣습니다 OneLogin. URL 끝에 있는 후행 슬래시를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 절차에서는 
IAM ID 센터의 액세스 토큰 값을 복사했습니다. 해당 값을 의 SCIM 베어러 토큰 필드에 붙여넣습니다 
OneLogin.

4. API 연결 옆의 활성화를 클릭한 다음 저장을 클릭하여 구성을 완료합니다.
5. 왼쪽 탐색 모음에서 프로비저닝 (EAM) 를 선택합니다.
6. 프로비전 활성화, 사용자 생성, 사용자 삭제, 사용자 업데이트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저장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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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왼쪽 탐색 모음에서 Users (사용자) 를 선택합니다.
8. 추가 작업을 클릭하고 로그인 동기화를 선택합니다. AWS Single Sign-on과 사용자 동기화 중이라는 메

시지가 표시될 것입니다.
9. 추가 작업을 다시 클릭한 다음 자격 매핑 재적용을 선택합니다. 매핑을 다시 적용 중이라는 메시지가 표

시될 것입니다.
10. 이때 프로비저닝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활동 > 이벤트로 이동하여 진행 상황을 모니

터링하세요. 성공적인 프로비저닝 이벤트와 오류가 이벤트 스트림에 나타나야 합니다.
11. 사용자 및 그룹이 모두 IAM Identity Center와 성공적으로 동기화되었는지 확인하려면 IAM Identity 

Center 콘솔로 돌아가서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에서 동기화된 사용자가 사용자 페이지에 OneLogin 표
시됩니다. 그룹 페이지에서 동기화된 그룹을 볼 수도 있습니다.

12. 사용자 변경 사항을 IAM Identity Center에 자동으로 동기화하려면 프로비저닝 페이지로 이동하여 이 작
업을 수행하기 전에 관리자 승인 필요 섹션을 찾아 [사용자 생성], [사용자 삭제] 또는 [사용자 업데이트] 
를 선택 해제하고 [저장] 을 클릭합니다.

(선택 사항) 3단계: IAM Identity Center에서 액세스 제어에 OneLogin 대한 사용자 속성 구성

이는 IAM Identity Center에서AWS 리소스에 대한 OneLogin 액세스를 관리하는 데 사용할 속성을 구성하기
로 선택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절차입니다. 에서 정의한 속성은 SAML 어설션을 통해 IAM 아이덴
티티 센터에 OneLogin 전달됩니다. 그런 다음 IAM Identity Center에서 권한 세트를 생성하여 전달한 속성에 
따라 액세스를 관리할 수 OneLogin 있습니다.

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액세스 제어를 위한 속성 (p. 104)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
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액세스 제어에 속성 사용 및 구성 (p. 106)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IAM Identity Center에서 액세스 제어를 OneLogin 위해 사용자 속성을 구성하려면

1. 로그인한 OneLogin 다음 애플리케이션 >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이전에 생성한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하여 IAM Identity Center와의 SAML 연결

을 구성합니다. 를 선택한 다음 왼쪽 탐색 모음에서 Paramations (를 선택합니다.
3. 필수 매개변수 섹션에서 IAM Identity Center에서 사용하려는 각 속성에 대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a. +를 선택합니다.
b. 필드 이름에 입력한 다음https://aws.amazon.com/SAML/Attributes/

AccessControl:AttributeName IAM Identity Center에서 예상하는 속성의 이름으
로AttributeName 대체합니다. 예: https://aws.amazon.com/SAML/Attributes/
AccessControl:Department.

c. 플래그에서 SAML 어설션에 포함 옆의 확인란을 선택하고 저장을 선택합니다.
d. 값 필드에서 드롭다운 목록을 사용하여 OneLogin 사용자 특성을 선택합니다. 예: 부서.

4. 저장을 선택합니다.

(선택 사항) 액세스 제어에 속성 전달 (선택 사항)

선택적으로 IAM Identity Center의액세스 제어를 위한 속성 (p. 104) 기능을 사용하여Name 속성
이 로 설정된Attribute 요소를 전달할 수https://aws.amazon.com/SAML/Attributes/
AccessControl:{TagKey} 있습니다. 이 요소를 사용하면 속성을 SAML 어설션에 세션 태그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세션 태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AWS STS에서 세션 태그 전달을 참조하십시
오.

속성을 세션 태그로 전달하려면 태그 값을 지정하는 AttributeValue 요소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태그 
키-값 페어CostCenter = blue 를 전달하려면 다음 속성을 사용합니다.

<saml:AttributeStatement>
<saml:Attribute Name="https://aws.amazon.com/SAML/Attributes/AccessControl:CostCenter">
<saml:AttributeValu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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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l:AttributeValue>
</saml:Attribute>
</saml:AttributeStatement>

여러 속성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 각 태그에 별도의Attribute 요소를 포함시키십시오.

문제 해결

다음은 와 자동 프로비저닝을 설정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OneLogin 있습니다.

그룹은 IAM ID 센터에 프로비저닝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룹은 IAM ID 센터에서 OneLogin 프로비저닝될 수 없습니다. 에서 IAM Identity Center 애플리
케이션에 그룹 프로비저닝을 활성화했는지 확인하십시오 OneLogin. 이렇게 하려면 OneLogin 관리 콘솔에 
로그인하고 IAM Identity Center 애플리케이션 (IAM Identity Center 애플리케이션 > 매개변수 > 그룹) 의 속
성에서 사용자 프로비저닝에 포함 옵션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SCIM에서 OneLogin 역할을 그룹으
로 동기화하는 방법을 OneLogin 포함하여 에서 그룹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neLogin웹 사이
트를 참조하십시오.

모든 설정이 올바른데도 IAM Identity Center와 아무 것도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OneLogin

관리자 승인에 관한 위의 참고 사항 외에도 많은 구성 변경 사항을 적용하려면 권한 매핑을 다시 적용해야 합
니다. 이는 애플리케이션 > 애플리케이션 > IAM Identity Center 애플리케이션 > 추가 작업에서 찾을 수 있습
니다. 동기화 이벤트를 비롯한 대부분의 작업에 대한 세부 정보 및 로그는 활동 > 이벤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OneLogin

에서 OneLogin 그룹을 삭제하거나 비활성화했지만 여전히 IAM Identity Center에 나타납니다.

OneLogin 현재 그룹에 대한 SCIM DELETE 작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즉, 그룹은 IAM ID 센터에 계속 존재
하게 됩니다. 따라서 IAM Identity Center에서 그룹을 직접 제거하여 해당 그룹에 대한 IAM Identity Center의 
해당 권한이 모두 제거되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삭제하지 않고 IAM Identity Center에서 OneLogin 그룹을 삭제했는데 이제 사용자/그룹 동기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중복 그룹 프로비저닝 규칙 또는 구성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OneLogin. 예를 들
어, 동일한 그룹에 게시하는 규칙과 함께 응용 프로그램에 직접 할당된 그룹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런 다
음 IAM ID 센터에서 원하지 않는 그룹을 모두 삭제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서 OneLogin 권한을 새로 고치고
(IAM Identity Center 앱 > 프로비저닝 > 사용 권한) 권한 매핑을 다시 적용합니다 (IAM Identity Center 앱 > 
추가 작업). future 이 문제를 방지하려면 먼저 에서 그룹 프로비저닝을 중지하도록 변경한 다음 IAM Identity 
Center에서 그룹을 삭제하십시오. OneLogin

Ping Identity
다음 핑 아이덴티티 제품은 IAM 아이덴티티 센터에서 테스트되었습니다.

주제
• PingFederate (p. 67)
• PingOne (p. 71)

PingFederate

IAM Identity Center는 Ping Identity (이하 “Ping”) 를 통해 PingFederate 제품의 사용자 및 그룹 정보를 IAM 
ID 센터에 자동으로 프로비저닝 (동기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프로비저닝은 도메인 간 ID 관리 시스
템 (SCIM) v2.0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IAM ID 센터 SCIM 엔드포인트 및 액세스 토큰을 PingFederate 사
용하여 이 연결을 구성합니다. SCIM 동기화를 구성할 때 IAM Identity Center의 명명된 속성에 PingFederate 
대한 사용자 속성 매핑을 생성합니다. 이로 인해 예상 속성이 IAM ID 센터와 간에 일치하게 PingFederate 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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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는 PingFederate 버전 10.2를 기반으로 합니다. 다른 버전의 단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버
전의 IAM Identity Center에 대한 프로비저닝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ing에 문의하십시오 
PingFederate.

다음 단계는 SCIM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IAM Identity Center로 사용자 및 그룹을 자동으로 PingFederate 프
로비저닝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Note

SCIM 배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자동 프로비저닝을 사용할 시 고려 사
항 (p. 47). 그런 다음 다음 섹션에서 추가 고려 사항을 계속 검토하십시오.

주제
• 사전 조건 (p. 68)
• 추가 고려 사항 (p. 68)
• 1단계: Identity Center에서 프로비저닝을 활성화 (p. 68)
• 2단계: 에서 프로비저닝을 구성 PingFederate (p. 69)
• (선택 사항) 3단계: IAM Identity Center에서 액세스 제어에 PingFederate 대한 사용자 속성 구

성 (p. 70)
• (선택 사항) 액세스 제어에 속성 전달 (선택 사항) (p. 71)

사전 조건

시작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 작동하는 PingFederate 서버. 기존 PingFederate 서버가 없는 경우 Ping Identity 웹 사이트에서 무료 평가
판 또는 개발자 계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평가판에는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및 관련 설명서가 포
함됩니다.

• PingFederate 서버에 설치된 PingFederate IAM ID 센터 커넥터 소프트웨어 사본. 이 소프트웨어를 얻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ing Identity 웹 사이트의 IAM ID 센터 커넥터를 참조하십시오.

• IAM 아이덴티티 센터 지원 계정 (무료). 자세한 정보는 IAM Identity Center 활성화 를 참조하세요.
• PingFederate 인스턴스에서 IAM Identity Center로 SAML 연결. 이 연결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PingFederate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요약하자면, 권장 경로는 IAM Identity Center 커넥터를 사용하여 에서 
PingFederate “브라우저 SSO”를 구성하고 양쪽 끝에 있는 “다운로드” 및 “가져오기” 메타데이터 기능을 사
용하여 IAM Identity PingFederate Center와 IAM Identity Center 간에 SAML 메타데이터를 교환하는 것입
니다.

추가 고려 사항

다음은 IAM Identity Center를 통한 프로비저닝 구현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PingFederate 있는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 에 구성된 데이터 스토어의 사용자로부터 속성 (예: 전화번호) 이 제거되는 경우 해당 속성은 IAM Identity 
Center의 해당 사용자에게서 제거되지 않습니다. PingFederate 이는 PingFederate 의 프로비저닝 구현에
서 알려진 제한 사항입니다. 사용자의 속성이 비어 있지 않은 다른 값으로 변경되면 해당 변경 사항이 IAM 
Identity Center에 동기화됩니다.

1단계: Identity Center에서 프로비저닝을 활성화

첫 번째 단계에서는 IAM Identity Center 콘솔을 사용하여 자동 프로비저닝을 활성화합니다.

Identity Center에서 자동 프로비저닝을 활성화하는 방법

1. 사전 요구 사항을 완료한 후 IAM Identity Center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Seting (설정)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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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정 페이지에서 자동 프로비저닝 정보 상자를 찾은 다음 활성화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IAM Identity 
Center에서 자동 프로비저닝이 즉시 활성화되고 필요한 SCIM 엔드포인트 및 액세스 토큰 정보가 표시
됩니다.

4. 인바운드 자동 공급 대화 상자에서 다음 옵션의 각 값을 복사합니다. 나중에 IdP에서 프로비저닝을 구성
할 때 이를 붙여넣어야 합니다.

a. SCIM 엔드포인트
b. 액세스 토큰

5. 닫기를 선택합니다.

이제 IAM Identity Center 콘솔에서 프로비저닝을 설정했으므로 PingFederate 관리 콘솔을 사용하여 나머지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계는 다음 절차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단계: 에서 프로비저닝을 구성 PingFederate

PingFederate 관리 콘솔에서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IAM ID 센터와 IAM ID 센터 커넥터 간의 통합을 활성화
하십시오. 이 절차에서는 Identity Center 커넥터 소프트웨어를 이미 설치한다고 가정합니다. 아직 구성하지 
않은 경우 을사전 조건 (p. 68) 참조한 다음 이 절차를 완료하여 SCIM 프로비저닝을 구성하십시오.

Important

이전에 PingFederate 서버가 아웃바운드 SCIM 프로비저닝용으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프로비저닝
을 활성화하려면 구성 파일을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ing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요약하면 pingfederate- /pingfederate/bin/run.properties <version>파일의pf.provisioner.mode
설정을 기본값인 이외의OFF 값으로 수정하고 현재 실행 중인 경우 서버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예
를 들어, 현재 에 대한 고가용성 구성이 없는STANDALONE 경우 사용할 수 PingFederate 있습니다.

에서 프로비저닝을 구성하려면 PingFederate

1. PingFederate 관리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2. 페이지 상단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한 다음 SP 접속을 클릭하십시오.
3. 이전에 생성한 애플리케이션을 찾아 IAM Identity Center와 SAML 연결을 구성한 다음 연결 이름을 클릭

합니다.
4. 페이지 상단 근처의 어두운 탐색 제목에서 연결 유형을 선택합니다. 이전 SAML 구성에서 브라우저 

SSO가 이미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단계를 먼저 완료해야 계속할 수 있습니다.
5. 아웃바운드 프로비저닝 확인란을 선택하고 유형으로 IAM Identity Center 클라우드 커넥터를 선택한 

다음 저장을 클릭합니다. IAM Identity Center 클라우드 커넥터가 옵션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IAM 
Identity Center 커넥터를 설치하고 PingFederate 서버를 다시 시작했는지 확인하십시오.

6. 아웃바운드 프로비전 페이지가 나타날 때까지 다음을 반복해서 클릭한 후 프로비전 구성 단추를 클릭합
니다.

7. 이전 절차에서는 IAM ID 센터의 SCIM 엔드포인트 값을 복사했습니다. 해당 값을 PingFederate 콘솔의
SCIM URL 필드에 붙여넣습니다. URL 끝에 있는 후행 슬래시를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 절차에서
는 IAM ID 센터의 액세스 토큰 값을 복사했습니다. 해당 값을 PingFederate 콘솔의 액세스 토큰 필드에 
붙여넣습니다. Save를 클릭합니다.

8. 채널 구성 (채널 구성) 페이지에서 생성을 클릭합니다.
9. 새 프로비저닝 채널의 채널 이름 (예:AWSIAMIdentityCenterchannel) 을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

니다.
10. 소스 페이지에서 IAM Identity Center에 연결하는 데 사용할 액티브 데이터 스토어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

릭합니다.

Note

데이터 원본을 아직 구성하지 않았다면 지금 구성해야 합니다. 에서 데이터 소스를 선택하고 구
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ing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PingFederate.

11. 소스 설정 페이지에서 모든 값이 설치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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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원본 위치 페이지에서 데이터 원본에 적합한 설정을 입력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예를 들어 Active 
Directory를 LDAP 디렉터리로 사용하는 경우:

a. AD 포리스트의 기본 DN (예:DC=myforest,DC=mydomain,DC=com) 을 입력합니다.
b. 사용자 > 그룹 DN에서 IAM Identity Center에 프로비저닝하려는 모든 사용자가 포함된 단일 그룹을 

지정합니다. 이러한 단일 그룹이 없는 경우 AD에서 해당 그룹을 만들고 이 설정으로 돌아간 다음 해
당 DN을 입력합니다.

c. 하위 그룹 (중첩 검색) 을 검색할지 여부와 필요한 LDAP 필터를 지정합니다.
d. 그룹 > 그룹 DN에서 IAM Identity Center에 프로비저닝하려는 모든 그룹이 포함된 단일 그룹을 지

정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DN은 사용자 섹션에서 지정한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중
첩 검색 및 필터 값을 입력합니다.

13. 속성 매핑 페이지에서 다음을 확인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a. userName 필드는 이메일 (user@domain.com) 형식의 속성에 매핑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Ping에 로그인할 때 사용할 값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 값은 연동 인증 중에 SAMLnameId 클레임에 
입력되고 IAM Identity Center에서 사용자와 매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Active Directory를 
사용하는 경우 를 userName 지정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UserPrincipalName

b. * 접미사가 붙은 다른 필드는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null이 아닌 속성에 매핑해야 합니다.
14. 활성화 및 요약 페이지에서 채널 상태를 활성으로 설정하면 컨피그레이션을 저장한 후 즉시 동기화가 시

작됩니다.
15. 페이지의 모든 구성 값이 올바른지 확인하고 완료를 클릭합니다.
16. 채널 관리 페이지에서 저장을 클릭합니다.
17. 이제 프로비저닝이 시작됩니다. 활동을 확인하려면 기본적으로 <version> PingFederate 서버의

pingfederate- /pingfederate/log 디렉터리에 있는 provisioner.log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18. 사용자 및 그룹이 IAM Identity Center와 성공적으로 동기화되었는지 확인하려면 IAM Identity Center 콘

솔로 돌아가서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의 동기화된 사용자가 사용자 페이지에 PingFederate 표시됩니다.
그룹 페이지에서 동기화된 그룹을 볼 수도 있습니다.

(선택 사항) 3단계: IAM Identity Center에서 액세스 제어에 PingFederate 대한 사용자 속성 구성

이는 IAM Identity Center에서AWS 리소스에 대한 PingFederate 액세스를 관리하는 데 사용할 속성을 구성하
기로 선택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절차입니다. 에서 정의한 속성은 SAML 어설션을 통해 IAM 아이
덴티티 센터에 PingFederate 전달됩니다. 그런 다음 IAM Identity Center에서 권한 세트를 생성하여 전달한 
속성에 따라 액세스를 관리할 수 PingFederate 있습니다.

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액세스 제어를 위한 속성 (p. 104)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
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액세스 제어에 속성 사용 및 구성 (p. 106)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IAM Identity Center에서 액세스 제어를 PingFederate 위해 사용자 속성을 구성하려면

1. PingFederate 관리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2. 페이지 상단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한 다음 SP 접속을 클릭하십시오.
3. 이전에 생성한 애플리케이션을 찾아 IAM Identity Center와 SAML 연결을 구성한 다음 연결 이름을 클릭

합니다.
4. 페이지 상단 근처의 어두운 탐색 제목에서 Browser SSO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브라우저 SSO 구성

을 클릭합니다.
5. 브라우저 SSO 구성 페이지에서 어설션 생성을 선택한 다음 어설션 생성 구성을 클릭합니다.
6. 어설션 생성 구성 페이지에서 속성 계약을 선택합니다.
7. 속성 계약 페이지의 계약 확장 섹션에서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새 속성을 추가합니다.

a. 텍스트 상자에 IAM Identity Center에서 예상하는 속성의 이름으로AttributeName 바꾸기를 입력
합니다https://aws.amazon.com/SAML/Attributes/AccessControl:AttributeName. 
예: https://aws.amazon.com/SAML/Attributes/AccessControl: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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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속성 이름 형식에서 URN:오아시스:이름:TC:SAML:2.0:속성 이름-형식:URI를 선택합니다.
c. 추가를 선택한 후 다음을 선택합니다.

8. 인증 소스 매핑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에 구성된 어댑터 인스턴스를 선택합니다.
9. 속성 계약 이행 페이지에서 속성 계약의 소스 (데이터 저장소) 및 값 (데이터 저장소 속성) 을 선택합니

다https://aws.amazon.com/SAML/Attributes/AccessControl:Department.

Note

데이터 원본을 아직 구성하지 않았다면 지금 구성해야 합니다. 에서 데이터 소스를 선택하고 구
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ing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PingFederate.

10. 활성화 및 요약 페이지가 나타날 때까지 다음을 반복해서 클릭한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선택 사항) 액세스 제어에 속성 전달 (선택 사항)

선택적으로 IAM Identity Center의액세스 제어를 위한 속성 (p. 104) 기능을 사용하여Name 속성
이 로 설정된Attribute 요소를 전달할 수https://aws.amazon.com/SAML/Attributes/
AccessControl:{TagKey} 있습니다. 이 요소를 사용하면 속성을 SAML 어설션에 세션 태그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세션 태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AWS STS에서 세션 태그 전달을 참조하십시
오.

속성을 세션 태그로 전달하려면 태그 값을 지정하는 AttributeValue 요소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태그 
키-값 페어CostCenter = blue 를 전달하려면 다음 속성을 사용합니다.

<saml:AttributeStatement>
<saml:Attribute Name="https://aws.amazon.com/SAML/Attributes/AccessControl:CostCenter">
<saml:AttributeValue>blue
</saml:AttributeValue>
</saml:Attribute>
</saml:AttributeStatement>

여러 속성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 각 태그에 별도의Attribute 요소를 포함시키십시오.

PingOne

IAM 아이덴티티 센터는 핑 아이덴티티 (이하 “핑”) 를 통해 PingOne 제품의 사용자 정보를 IAM 아이덴티
티 센터로 자동 프로비저닝 (동기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프로비저닝은 도메인 간 ID 관리 시스템 
(SCIM) v2.0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IAM ID 센터 SCIM 엔드포인트 및 액세스 토큰을 PingOne 사용하여 이 
연결을 구성합니다. SCIM 동기화를 구성할 때 IAM Identity Center의 명명된 속성에 PingOne 대한 사용자 속
성 매핑을 생성합니다. 이로 인해 예상 속성이 IAM ID 센터와 간에 일치하게 PingOne 됩니다.

이 가이드는 2020년 10월 시점을 PingOne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버전의 단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버전의 IAM Identity Center에 대한 프로비저닝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ing에 문의하십
시오 PingOne. 이 가이드에는 SAML을 통한 사용자 인증 구성과 관련된 몇 가지 참고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
니다.

다음 단계는 SCIM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IAM Identity PingOne Center로 사용자를 자동으로 프로비저닝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Note

SCIM 배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자동 프로비저닝을 사용할 시 고려 사
항 (p. 47). 그런 다음 다음 섹션에서 추가 고려 사항을 계속 검토하십시오.

주제
• 사전 조건 (p. 72)
• 추가 고려 사항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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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Identity Center에서 프로비저닝을 활성화 (p. 72)
• 2단계: 에서 프로비저닝을 구성 PingOne (p. 73)
• (선택 사항) 3단계: IAM Identity Center에서 액세스 제어에 PingOne 대한 사용자 속성 구성 (p. 73)
• (선택 사항) 액세스 제어에 속성 전달 (선택 사항) (p. 74)

사전 조건

시작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 페더레이션 인증 및 프로비저닝 기능이 모두 포함된 PingOne 구독 또는 무료 평가판입니다. 무료 평가판 
을 받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ing Identity 웹사이트의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세요.

• IAM 아이덴티티 센터 지원 계정 (무료). 자세한 정보는 IAM Identity Center 활성화 를 참조하세요.
• PingOne IAM ID 센터 애플리케이션이 PingOne 관리 포털에 추가되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카탈로그에서 

PingOne IAM Identity Center 애플리케이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PingOne 일반 정보는 Ping Identity 웹 사
이트의 애플리케이션 카탈로그에서 애플리케이션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 PingOne 인스턴스에서 IAM Identity Center로 SAML 연결. PingOne 관리 포털에 PingOne IAM Identity 
Center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한 후에는 이를 사용하여 PingOne 인스턴스에서 IAM IAM Identity Center로
의 SAML 연결을 구성해야 합니다. 양쪽 끝에 있는 “다운로드” 및 “가져오기” 메타데이터 기능을 사용하여 
IAM Identity Center 간에 PingOne SAML 메타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 연결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PingOne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추가 고려 사항

다음은 IAM Identity Center를 통한 프로비저닝 구현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PingOne 있는 중요한 고려 사항
입니다.

• 2020년 10월부터는 SCIM을 통한 그룹 프로비저닝을 PingOne 지원하지 않습니다. SCIM의 그룹 지원에 
대한 최신 정보는 Ping에 문의하십시오 PingOne.

• 사용자는 PingOne 관리 포털에서 프로비저닝을 비활성화한 PingOne 이후에도 계속 프로비전될 수 있습
니다. 프로비저닝을 즉시 종료해야 하는 경우 관련 SCIM 베어러 토큰을 삭제하거나 IAM Identity자동 프로
비저닝 (p. 47) Center에서 비활성화하십시오.

• 에 구성된 데이터 스토어에서 사용자의 속성을 제거해도 해당 속성은 IAM Identity Center의 해당 사용자에
게서 제거되지 않습니다. PingOne 이는 PingOne 의 프로비저닝 구현에서 알려진 제한 사항입니다. 속성
이 수정되면 변경 내용이 IAM ID 센터에 동기화됩니다.

• 다음은 의 SAML 구성과 관련된 중요한 참고 사항입니다 PingOne.
• IAM ID 센터는emailaddressNameId 형식으로만 지원합니다. 즉 PingOne, SAML_SUBJECT 매핑을 

위해 디렉터리 내에서 고유하고 null이 아니며 이메일/UPN 형식 (예: user@domain.com) 으로 지정된 
사용자 특성을 선택해야 PingOne 합니다. 이메일 (Work) 은 PingOne 내장 디렉터리를 사용하여 테스트 
구성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값입니다.

• + 문자가 포함된 이메일 주소로 로그인한 사용자는'SAML_215' 또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여 IAM 
Identity Center에 로그인하지 못할 수'Invalid input' 있습니다. PingOne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에
서 PingOne 속성 매핑의 SAML_SUBJECT 매핑에 대한 고급 옵션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드롭다운 메
뉴에서 SP: 로 보낼 이름 ID 형식을 설정하여 URN:OASIS:이름:TC:SAML:1.1:NameID-Format:이메일 
주소로 보냅니다.

1단계: Identity Center에서 프로비저닝을 활성화

첫 번째 단계에서는 IAM Identity Center 콘솔을 사용하여 자동 프로비저닝을 활성화합니다.

Identity Center에서 자동 프로비저닝을 활성화하는 방법

1. 사전 요구 사항을 완료한 후 IAM Identity Center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Seting (설정)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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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정 페이지에서 자동 프로비저닝 정보 상자를 찾은 다음 활성화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IAM Identity 
Center에서 자동 프로비저닝이 즉시 활성화되고 필요한 SCIM 엔드포인트 및 액세스 토큰 정보가 표시
됩니다.

4. 인바운드 자동 공급 대화 상자에서 다음 옵션의 각 값을 복사합니다. 나중에 IdP에서 프로비저닝을 구성
할 때 이를 붙여넣어야 합니다.

a. SCIM 엔드포인트
b. 액세스 토큰

5. 닫기를 선택합니다.

이제 IAM Identity Center 콘솔에서 프로비저닝을 설정했으므로 PingOne IAM Identity Center 애플리케이션
을 사용하여 나머지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단계는 다음 절차의 설명에 따라 설명되어 있습니다.

2단계: 에서 프로비저닝을 구성 PingOne

PingOne IAM ID 센터 애플리케이션에서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IAM Identity Center를 통한 프로비저닝을 활
성화하십시오. 이 절차에서는 PingOne 관리 포털에 PingOne IAM Identity Center 애플리케이션을 이미 추가
했다고 가정합니다. 아직 구성하지 않은 경우 을사전 조건 (p. 72) 참조한 다음 이 절차를 완료하여 SCIM 
프로비저닝을 구성하십시오.

에서 프로비저닝을 구성하려면 PingOne

1. SAML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설치한 PingOne IAM Identity Center 애플리케이션을 엽니다 PingOne (애
플리케이션 > 내 애플리케이션). 사전 조건 (p. 72)를 참조하세요.

2. 페이지의 하단으로 스크롤합니다. 사용자 프로비저닝에서 전체 링크를 선택하여 연결의 사용자 프로비
저닝 구성으로 이동합니다.

3. 프로비전 지침 페이지에서 [다음 단계로 계속] 을 선택합니다.
4. 이전 절차에서는 IAM ID 센터의 SCIM 엔드포인트 값을 복사했습니다. 해당 값을 PingOne IAM ID 센터 

애플리케이션의 SCIM URL 필드에 붙여넣습니다. URL 끝에 있는 후행 슬래시를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 절차에서는 IAM ID 센터의 액세스 토큰 값을 복사했습니다. 해당 값을 PingOne IAM ID 센터 애플
리케이션의 ACCESS_TOKEN 필드에 붙여넣습니다.

5. REMOVE_ACTION의 경우 사용 안 함 또는 삭제됨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의 설명 텍스트 
참조).

6. 속성 매핑 페이지에서 이 페이지추가 고려 사항 (p. 72) 앞부분의 지침에 따라 SAML_SUBJECT
(NameId) 어설션에 사용할 값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다음 단계로 계속을 선택합니다.

7. PingOne 앱 사용자 지정 - IAM Identity Center 페이지에서 원하는 사용자 지정을 변경하고 (선택 사항)
다음 단계로 계속을 클릭합니다.

8. 그룹 액세스 페이지에서 IAM Identity Center에 대한 프로비저닝 및 싱글 사인온을 활성화하려는 사용자
가 포함된 그룹을 선택합니다. 다음 단계로 계속을 선택합니다.

9. 페이지 하단으로 스크롤하고 Finish (마침) 를 선택하여 프로비저닝을 시작합니다.
10. 사용자가 IAM Identity Center에 성공적으로 동기화되었는지 확인하려면 IAM Identity Center 콘솔로 돌

아가서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의 동기화된 사용자가 사용자 페이지에 PingOne 표시됩니다. 이제 이러한 
사용자를 IAM Identity Center 내의 계정 및 애플리케이션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SCIM을 통한 그룹 또는 그룹 멤버십 PingOne 제공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자세한 정
보는 Ping에 문의하세요.

(선택 사항) 3단계: IAM Identity Center에서 액세스 제어에 PingOne 대한 사용자 속성 구성

이는AWS 리소스에 대한 PingOne 액세스를 관리하도록 IAM Identity Center의 속성을 구성하려는 경우에 사
용할 수 있는 선택적 절차입니다. 에서 정의한 속성은 SAML 어설션을 통해 IAM 아이덴티티 센터에 PingOne 
전달됩니다. 그런 다음 IAM Identity Center에서 권한 세트를 생성하여 전달한 속성에 따라 액세스를 관리합
니다 Ping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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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액세스 제어를 위한 속성 (p. 104)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
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액세스 제어에 속성 사용 및 구성 (p. 106)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IAM Identity Center에서 액세스 제어를 PingOne 위해 사용자 속성을 구성하려면

1. SAML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설치한 PingOne IAM Identity Center 애플리케이션을 엽니다 PingOne (애
플리케이션 > 내 애플리케이션).

2. 편집을 선택한 다음 속성 매핑 페이지가 표시될 때까지 다음 단계로 계속을 선택합니다.
3. 속성 매핑 페이지에서 새 속성 추가를 선택한 후 다음을 수행합니다. 액세스 제어를 위해 IAM Identity 

Center에서 사용하기 위해 추가할 각 속성에 대해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a. 응용 프로그램 속성 필드에 를 입력합니다https://aws.amazon.com/SAML/Attributes/
AccessControl:AttributeName. IAM ID 센터에서 예상하는 속성의 이름으로
AttributeName바꾸십시오. 예: https://aws.amazon.com/SAML/Attributes/
AccessControl:Email.

b. Identity Bridge 속성 또는 리터럴 값 필드에서 PingOne 디렉터리의 사용자 특성을 선택합니다. 예:
이메일 (회사).

4. [다음] 을 몇 번 선택한 다음 [마침] 을 선택합니다.

(선택 사항) 액세스 제어에 속성 전달 (선택 사항)

선택적으로 IAM Identity Center의액세스 제어를 위한 속성 (p. 104) 기능을 사용하여Name 속성
이 로 설정된Attribute 요소를 전달할 수https://aws.amazon.com/SAML/Attributes/
AccessControl:{TagKey} 있습니다. 이 요소를 사용하면 속성을 SAML 어설션에 세션 태그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세션 태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AWS STS에서 세션 태그 전달을 참조하십시
오.

속성을 세션 태그로 전달하려면 태그 값을 지정하는 AttributeValue 요소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태그 
키-값 페어CostCenter = blue 를 전달하려면 다음 속성을 사용합니다.

<saml:AttributeStatement>
<saml:Attribute Name="https://aws.amazon.com/SAML/Attributes/AccessControl:CostCenter">
<saml:AttributeValue>blue
</saml:AttributeValue>
</saml:Attribute>
</saml:AttributeStatement>

여러 속성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 각 태그에 별도의Attribute 요소를 포함시키십시오.

기타 자격 증명 공급자
IAM Identity Center는 ID 페더레이션을 위해 다음과 같은 표준 기반 프로토콜을 구현합니다.

• 사용자 인증에 SAML 2.0
• 프로비저닝을 위한 SCIM

이러한 표준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모든 ID 공급자 (IdP) 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고려 사항을 고려하여 IAM 
Identity Center와 성공적으로 상호 운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SAML
• IAM 아이덴티티 센터에는 SAML NameID 형식의 이메일 주소 

(즉,urn:oasis:names:tc:SAML:1.1:nameid-format:emailAddress) 가 필요합니다.
• 어설션의 NameID 필드 값은 RFC 2822 (https://tools.ietf.org/html/rfc2822) 추가 사양 준수 

(“name@domain.com”) 문자열 (https://tools.ietf.org/html/rfc2822#section-3.4.1) 이어야 합니다.
• 메타데이터 파일은 75,000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74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id_session-tags.html
https://tools.ietf.org/html/rfc2822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사용 설명서

AWS액세스 포털 사용

• 메타데이터에는 EntityID, X509 인증서 및 SingleSignOnService 로그인 URL의 일부가 포함되어야 합니
다.

• 암호화 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SCIM
• IAM 아이덴티티 센터 SCIM 구현은 SCIM RFC 764 (https://tools.ietf.org/html/rfc7642), 7643 (https:// 

tools.ietf.org/html/rfc7643) 및 7644 (https://tools.ietf.org/html/rfc7644) 및 FastFed 기본 SCIM 프로파일 
1.0 (https://openid.net/specs/fastfed-scim-1_0-02.html#rfc.section.4) 의 2020년 3월 초안에 명시된 상호 
운용성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합니다. https://openid.net/specs/fastfed-scim-1_0-02.html#rfc.section.4 
이러한 문서와 IAM ID 센터의 현재 구현 간의 차이는 IAM Identity Center SCIM 구현 개발자 가이드의
지원되는 API 운영 섹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IdPs 위에서 언급한 표준 및 고려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콘텐츠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해당 제품이 이러한 표
준 및 고려 사항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나 설명이 필요하면 해당 IdP에 문의하십시오.

IdP를 IAM ID 센터에 연결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AWS CloudTrail이벤트 이름 ExternalIdP를 기준으로 필터링하여 기록합니다.DirectoryLogin
• IdP별 로그 및/또는 디버그 로그
• Identity Center Center Center Center Center (p. 183)

Note

목록을 IdPs 포함한 일부는 IAM Identity Center용으로 특별히 구축된 “애플리케이션” 또는 “커넥
터”의 형태로 IAM Identity Center에 대한 간소화된 구성 환경을 제공합니다.지원되는 자격 증명 공
급자 (p. 52) IdP에서 이 옵션을 제공하는 경우 IAM Identity Center용으로 특별히 빌드된 항목을 
신중하게 선택하면서 이 옵션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AWS”, “AWS페더레이션” 또는 이와 유사
한 일반 "AWS" 이름이라는 기타 항목은 다른 페더레이션 접근 방식 및/또는 엔드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IAM Identity Center에서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WS액세스 포털 사용
AWS액세스 포털을 통해 Office 365, Concur, Salesforce 등과 같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모든 클라우드 애플
리케이션에 싱글 사인온 액세스를 제공합니다.AWS 계정 여기에서 포털에서AWS 계정 또는 애플리케이션 
아이콘을 선택하기만 하면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 아이콘이 있으면 관리자
나 회사의 지정된 헬프 데스크 직원이 해당AWS 계정이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추가 로그인 프롬프트 없이 포털에서 이러한 모든 계정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
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관리자 또는 헬프 데스크에 문의하여 추가 액세스를 요청하십시오.

• 액세스해야 하는AWS 계정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 특정 계정이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예상과 다릅니다.

주제
• 포털 사용 팁 (p. 76)
• IAM ID 센터 가입 초대 수락 (p. 76)
• AWS액세스 포털에 가입하기 (p. 76)
• AWS액세스 포털에 로그인 (p. 77)
• AWS액세스 포털에서 로그아웃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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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계정또는 애플리케이션 검색 (p. 78)
• 비밀번호 재설정 (p. 78)
• AWS CLI또는AWS SDK에 대한 IAM ID 센터 사용자 자격 증명 가져오기 (p. 78)
• IAM 역할 북마크 (p. 81)
• MFA용 디바이스 등록 (p. 81)
• AWS액세스 포털 URL 사용자 지정 (p. 82)

포털 사용 팁
매일 사용하는 다른 비즈니스 도구 또는 애플리케이션과 마찬가지로AWS 액세스 포털도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 팁을 시도해 보세요.

• 경우에 따라AWS 액세스 포털에서 로그아웃했다가 다시 로그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리자가 최근
에 할당한 새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는 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새 애플리케이션은 1시간마
다 새로 고쳐지므로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 AWS접근 포털에 로그인하면 애플리케이션 아이콘을 선택하여 포털에 나열된 애플리케이션을 열 수 있습
니다.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완료한 후 애플리케이션을 닫거나AWS 액세스 포털에서 로그아웃할 수 있습니
다. 애플리케이션을 닫으면 해당 애플리케이션에서만 로그아웃됩니다. AWS액세스 포털에서 연 다른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열려 있고 실행 중인 상태로 유지됩니다.

• 다른 사용자로 로그인하려면 먼저AWS 액세스 포털에서 로그아웃해야 합니다. 포털에서 로그아웃하면 브
라우저 세션에서 자격 증명이 완전히 제거됩니다.

• AWS액세스 포털에 로그인한 후 역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기의 사용자 권한은 잠시 무효화되
고 역할에게 할당된 권한이 부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할(콘솔) 전환을 참조하십시오.

IAM ID 센터 가입 초대 수락
AWS액세스 포털에 처음 로그인하는 경우 이메일에서 계정 활성화 방법에 대한 지침을 확인하세요.

계정을 활성화하려면

1. 회사에서 받은 이메일에 따라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정을 활성화하면AWS 액세스 포털 사용
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a. SingleAWS Sign-On 가입 초대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은 경우 해당 이메일을 열고 초대 수락을 선
택하십시오. 새 사용자 가입 페이지에서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한 다음 새 암호 설정을 선택합니다. 
포털에 로그인할 때마다 해당 비밀번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b. 회사의 IT 지원 또는 IT 관리자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경우 제공된 지침에 따라 계정을 활성화하십시
오.

2. 새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계정을 활성화하면AWS 액세스 포털에서 자동으로 로그인합니다. 문제가 해결
되지 않으면 다음 섹션에 제공된 지침에 따라AWS 액세스 포털에 수동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AWS액세스 포털에 가입하기
에 가입하면 개인 또는 비즈니스 계정을 생성합니다.AWS 계정 이렇게 하면 가입 시 수집해야 하는 정보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WS에 가입하려면

1. 루트 사용자 이메일 주소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보안 모범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etting 
Started: AWS 리소스 구성 시 보안 모범 사례 따르기를 참조하십시오.

2. AWS 계정이름은 이메일 도메인으로 자동 채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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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erify email address(이메일 주소 확인)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사용자 이메일 주소로 인증 코드를 보
냅니다.

Note

IAM ID 센터 서비스의 이메일은 해당 주소에서no-reply@signin.aws 발송됩니다. 이 주소
에서 오는 이메일을 수락하고 정크 또는 스팸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메일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
이 좋습니다.
계정을 만드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당사로부터 다른 이메일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이메일
을 검토하고 지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4. 인증 코드 아래에 받은 코드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확인을 선택합니다.
5. 루트 사용자 암호에서 8~20자, 숫자, 대문자와 소문자가 모두 포함된 암호를 입력합니다. 루트 사용자 

암호 확인에서 암호를 다시 입력합니다. Continue(계속)를 선택합니다.
6. 아래에서 AWS를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 계정 요구 사항에 따라 업무용 (직장, 학교 또는 조직용) 

또는 개인 프로젝트를 위해 개인용 (Personal) 을 선택하십시오.
7. 연락처 정보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AWS고객 계약 약관을 읽고 동의함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Continue]를 선택합니다.
8. 청구 정보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Verify]를 선택합니다.
9. 신원 확인에서 전화 통화 또는 SMS를 선택하고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a. 전화 통화를 선택한 경우 화면에 인증 코드가 표시되고 전화가 옵니다. 휴대폰 키패드에 이 코드를 
입력합니다.

b. SMS를 선택한 경우 인증 코드가 포함된 문자를 받게 됩니다. 제공된 필드에 이 코드를 입력합니다.
10. 지원 계획 선택에서 개인 또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가장 적합한 지원 계획을 선택합니다. 등록 완료를

선택합니다. 계정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Let's Go를 선택하세요!

AWS액세스 포털에 로그인
이때쯤이면 관리자 또는 헬프 데스크 직원이AWS 액세스 포털에 대한 특정 로그인 URL을 제공받았을 것입
니다. 이 기능이 있으면 포털에 로그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액세스 포털에 로그인을
참조하십시오.

Note

로그인한 후에는AWS 액세스 포털 세션이 8시간 동안 유효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디바이스
로그인 페이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옵션을 선택하면 IAM Identity Center는 해당 장치에서 future 
모든 로그인을 승인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신뢰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한 IAM Identity Center는 
MFA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새 브라
우저에서 로그인하거나 기기에 알 수 없는 IP 주소가 발급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AWS액세스 포털에서 로그아웃
포털에서 로그아웃하면 브라우저 세션에서 자격 증명이 완전히 제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액세스 포털
에서 로그아웃을 참조하십시오.

Note

다른 사용자로 로그인하려면 먼저AWS 액세스 포털에서 로그아웃해야 합니다.

AWS액세스 포털에서 로그아웃하려면

• AWS액세스 포털의 오른쪽 상단에서 로그아웃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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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계정또는 애플리케이션 검색
애플리케이션 목록이 너무 많거나AWS 계정 너무 커서 필요한 항목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검색 상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액세스 포털에서AWS 계정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하려면

1. 포털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검색 상자를 선택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Enter를 누릅니다.

비밀번호 재설정
회사 정책에 따라 때때로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려면

1. 브라우저를 열고AWS 액세스 포털의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로그인 버튼에서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를 선택합니다. .
3.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고 제공된 이미지의 문자를 입력하여 로봇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암호 

복구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AWS Directory Service 재설정 암호 요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발송됩니
다.

4. 이메일을 받으면 비밀번호 재설정을 선택합니다.
5. Single Sign-On 페이지에서 포털의 새 비밀번호를 지정해야 합니다.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한 후 암호 재

설정을 선택합니다.

AWS CLI또는AWS SDK에 대한 IAM ID 센터 사용자 자
격 증명 가져오기
IAM Identity Center의AWS Command Line Interface 사용자 자격 증명이 포함된AWS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SDK) 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 방식으로AWS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에서는 IAM Identity 
Center에서 사용자의 임시 자격 증명을 가져오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AWS액세스 포털은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에게 자체 애플리케이션AWS 계정 및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에 대한 싱글 사인온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로AWS 액세스 포털에 로그인한 후 임
시 자격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AWS CLI 또는AWS SDK의 자격 증명 (IAM Identity Center 사용
자 자격 증명이라고도 함) 을 사용하여 의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AWS 계정 있습니다.

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 방식으로AWS 서비스에AWS CLI 액세스하는 경우 이 항목의 절차를 사용하여 에 
대한 액세스를 시작할 수AWS CLI 있습니다. 에AWS CLI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ommand Line Interface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AWSSDK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 방식으로AWS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경우 이 항목의 절차를 따르면AWS 
SDK에 대한 인증도 직접 설정됩니다. AWSSDK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SDK 및 도구 참조 안내서를 참
조하십시오.

Note

IAM ID 센터의 사용자는 IAM 사용자와 다릅니다. IAM 사용자에게는AWS 리소스에 대한 장기 보안 
인증이 부여됩니다. IAM ID 센터의 사용자에게는 임시 자격 증명이 부여됩니다. 임시 자격 증명은 
로그인할 때마다AWS 계정 생성되므로 임시 자격 증명을 액세스에 대한 보안 모범 사례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78

https://docs.aws.amazon.com/cli/latest/userguide/gcli-chap-welcome.html
https://docs.aws.amazon.com/cli/latest/userguide/gcli-chap-welcome.html
https://docs.aws.amazon.com/sdkref/latest/guide/overview.html
https://docs.aws.amazon.com/cli/latest/userguide/id_users.html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사용 설명서

AWS CLI및AWS SDK 액세스

사전 조건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의 임시 자격 증명을 받으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 — 이 사용자로AWS 액세스 포털에 로그인합니다.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이 사
용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IAM Identity Center를 활성화하고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를 생성하는 방법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시작하기 (p. 4).

• 사용자 액세스 권한AWS 계정 —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에게 임시 자격 증명을 검색할 권한을 부여하
려면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에게 권한 세트를 (p. 17) 할당해야 합니다. 권한 집
합은 IAM ID 센터에 저장되며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의 AWS 계정 액세스 수준을 정의합니다. 관리자
가 대신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를 생성한 경우 관리자가 대신 이 액세스 권한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
세요. 자세한 정보는 사용자 액세스 권한 할당AWS 계정 (p. 95)을 참조하세요.

• AWS CLI설치 - 임시 자격 증명을 사용하려면 를 설치해야 합니다AWS CLI. 자세한 지침은 사용 AWS CLI
설명서의 최신 버전 설치 또는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AWS CLI

고려 사항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의 임시 보안 인증 획득 단계를 완료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세요.

• IAM Identity Center는 IAM 역할을 생성합니다. — IAM Identity Center에서 사용자에게 권한 집합을 할당
하면 IAM Identity Center는 권한 집합에서 해당 IAM 역할을 생성합니다. 권한 집합으로 생성된 IAM 역할
은 다음과 같은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점에서 생성된 IAM 역할과 다릅니다.
• IAM Identity Center는 권한 집합으로 생성된 역할을 소유하고 보호합니다. IAM ID 센터만 이러한 역할

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IAM Identity Center의 사용자만 할당된 권한 집합에 해당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IAM 사용자, 

IAM 페더레이션 사용자 또는 서비스 계정에는 권한 집합 액세스 권한을 할당할 수 없습니다.
• IAM Identity Center 외부에서 보안 주체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도록 이러한 역할에 대한 역할 신뢰 정

책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IAM에서 생성한 역할에 대한 임시 자격 증명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설명서의AWS CLI 임시 보안 자격 증명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 권한 집합의 세션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AWS 액세스 포털에 로그인하면 IAM Identity Center 사용
자에게 할당된 권한 집합이 사용 가능한 역할로 표시됩니다. IAM ID 센터는 이 역할을 위한 별도의 세션을 
생성합니다. 이 세션은 권한 집합에 구성된 세션 기간에 따라 1시간에서 12시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기
본 세션 지속 시간은 1시간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세션 기간 설정 (p. 100)을 참조하세요.

임시 자격 증명 가져오기 및 새로 고치기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의 임시 자격 증명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가져오고 새로 고칠 수 있습니다.

주제
• 자동 자격 증명 새로 고침 (권장) (p. 79)
• 수동 자격 증명 새로 고침 (p. 79)

자동 자격 증명 새로 고침 (권장)
자동 자격 증명 새로 고침은 OpenID Connect (OpenID Connect) 표준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의aws configure sso 명령을 사용하여 직접 액세스를 시작할 수AWS CLI 있습니다. 이 명령을 사용하면 
자신에게 할당된 권한 집합과 연결된 모든 역할에 자동으로 액세스할 수AWS 계정 있습니다.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용으로 생성된 역할에 액세스하려면aws configure sso 명령을 실행한 다음 
브라우저 창에서 권한을 부여합니다.AWS CLI 활성AWS 액세스 포털 세션이 있는 한 는AWS CLI 자동으로 
임시 자격 증명을 검색하고 자격 증명을 자동으로 새로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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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AWS Command Line Interface사용 설명서의aws configure sso wizard 를 사용하여 프
로파일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자동으로 새로 고쳐지는 임시 자격 증명을 받으려면

1. 관리자가 제공한 특정 로그인 URL을 사용하여AWS 액세스 포털에 로그인합니다.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를 생성한 경우 로그인 URL이 포함된 이메일 초대를AWS 보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로그인 
사용 설명서의AWS 액세스 포털에 로그인을 참조하십시오.

2. AWS접근 포털 페이지에서 AWS계정 아이콘을  선택하여 계정 목록을 확장합니다. 계정이 표시되지 않
으면 계정에 액세스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3. 어떤 임시 보안 인증이 있는지 선택합니다.AWS 계정 계정을 선택하면 해당 계정과 연결된 계정 이름, 
계정 ID 및 이메일 주소가 나타납니다.

4. 계정 이름 아래에는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에게 할당된 권한 집합이 사용 가능한 역할로 표시됩니
다. 예를 들어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에게 해당 계정의 PowerUserAccess권한 집합이 할당된 경우 
역할은AWS 액세스 포털에 로 표시됩니다PowerUserAccess.

5. 역할 이름 오른쪽에서 명령줄 또는 프로그래밍 방식 액세스를 선택합니다.
6. 자격 증명 가져오기 대화 상자에서 macOS 및 Linux, Windows 또는 PowerShell을 (를) 설치한 운영 체

제에 따라 선택합니다AWS CLI.
7. AWSIAM ID 센터 자격 증명 (권장) 아래에 사용자의SSO Start URL 및SSO Region ID가 표시됩

니다. 이 값은 IAM Identity Center 지원 프로파일과 사용자 프로파일을 구성하는sso-session 데 필
요합니다AWS CLI. 이 구성을 완료하려면 사용 AWS Command Line Interface설명서의 프로필aws 
configure sso wizard 구성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수동 자격 증명 새로 고침

수동 자격 증명 새로 고침 방법을 사용하여 특정 권한의 특정 권한 집합과 연결된 역할에 대한 임시 자격 증
명을 가져올 수AWS 계정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임시 자격 증명에 필요한 명령을 복사하여 붙여넣으면 됩
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임시 자격 증명을 수동으로 새로 고쳐야 합니다.

임시 자격 증명이 만료될 때까지AWS CLI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새로 고친 자격 증명을 가져오려면

1. 관리자가 제공한 특정 로그인 URL을 사용하여AWS 액세스 포털에 로그인합니다.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를 생성한 경우 로그인 URL이 포함된 이메일 초대를AWS 보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로그인 
사용 설명서의AWS 액세스 포털에 로그인을 참조하십시오.

2. AWS접근 포털 페이지에서 AWS계정 아이콘을  선택하여 계정 목록을 확장합니다. 계정이 표시되지 않
으면 계정에 액세스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3. 어떤 임시 보안 인증이 있는지 선택합니다.AWS 계정 계정을 선택하면 해당 계정과 연결된 계정 이름, 
계정 ID 및 이메일 주소가 나타납니다.

4. 계정 이름 아래에는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에게 할당된 권한 집합이 사용 가능한 역할로 표시됩니
다. 예를 들어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에게 해당 계정의 PowerUserAccess권한 집합이 할당된 경우 
역할은AWS 액세스 포털에 로 표시됩니다PowerUserAccess.

5. 역할 이름 오른쪽에서 명령줄 또는 프로그래밍 방식 액세스를 선택합니다.
6. 자격 증명 가져오기 대화 상자에서 macOS 및 Linux, Windows 또는 PowerShell을 (를) 설치한 운영 체

제에 따라 선택합니다AWS CLI.
7.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옵션 1:AWS 환경 변수 설정

credentials파일 및config  파일의 설정을 비롯한 모든 자격 증명 설정을 재정의하려면 이 옵션
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I사용자AWS CLI 안내서에서 구성할 환경 변수를 참조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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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 역할 북마크

이 옵션을 사용하려면 명령을 클립보드에 복사하고AWS CLI 터미널 창에 명령을 붙여넣은 다음 Enter
키를 눌러 필요한 환경 변수를 설정합니다.

• 옵션 2:AWS 자격 증명 파일에 프로필을 수동으로 추가

다른 자격 증명 세트로 명령을 실행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려면 명령을 클립보드에 복사한 다음 공유AWScredentials 파일에 명령을 붙여
넣어 이름이 지정된 새 프로필을 설정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AWSSDK 및 도구 참조 가이드 의 공유 
구성 및 자격 증명 파일 을 참조하세요. 이 자격 증명을 사용하려면AWS CLI 명령에서--profile 옵
션을 지정하십시오. 이는 동일한 자격 증명 파일을 사용하는 모든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 옵션 3:AWS 서비스 클라이언트의 개별 값 사용

AWS서비스 클라이언트에서AWS 리소스에 액세스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기반의 도구를 참조하십시오.

이 옵션을 사용하려면 값을 클립보드에 복사하고 값을 코드에 붙여넣은 다음 SDK에 적합한 변수에 
할당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특정 SDK API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IAM 역할 북마크
액세스 포털에서 자주 사용하는 IAM 역할에 더 쉽게AWS 액세스할 수 있도록 특정 역할과 연결된 특정 역할
에 대한 북마크를 생성할 수AWS 계정 있습니다.

특정 IAM 역할을 북마크하려면AWS 계정

1. 포털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AWS계정 아이콘을  선택하여 계정 목록을 확장합니다.
Note

AWS계정 아이콘이 보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정에 대한 권한 집합이 아직 할당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자에게 문의해 이 액세스 권한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자세한 정
보는 사용자 액세스 권한 할당AWS 계정 (p. 95)을 참조하세요.

2. 북마크를 생성할AWS 계정 위치를 선택합니다.
3. 관리 콘솔 링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링크 주소를 복사한 다음 해당 URL을 사용하여 북

마크를 생성합니다.

MFA용 디바이스 등록
AWS액세스 포털 내에서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멀티 팩터 인증 (MFA) 에 대해 새 디바이스를 등록합니다.

Note

이 절차의 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적절한 Authenticator 앱을 기기에 다운로드하는 것이 좋습니
다. MFA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 목록은 을 참조하십시오인증 앱 (p. 85).

MFA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디바이스를 등록하려면

1. AWS액세스 포털에 로그인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AWS액세스 포털에 로그인 (p. 77)을 참조하세요.
2.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서 MFA 디바이스를 선택합니다.
3. 멀티 팩터 인증 (MFA) 디바이스 페이지에서 디바이스 등록을 선택합니다.

Note

MFA 디바이스 등록 옵션이 회색으로 표시된 경우 관리자에게 디바이스 등록에 대한 지원을 요
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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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FA 디바이스 등록 페이지에서 다음 MFA 디바이스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고 지침을 따르십시오.

• 인증 앱
1. 인증 앱 설정 페이지에서 QR 코드 그래픽을 포함하여 새 MFA 디바이스의 구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은 QR 코드를 지원하지 않는 디바이스 상에서 수동 입력할 수 있는 보안 키를 표
시한 것입니다.

2. 물리적 MFA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a. 호환되는 MFA 인증 앱을 엽니다. MFA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테스트 앱 목록은 을 참조

하십시오인증 앱 (p. 85). MFA 앱이 다수의 계정 (다수의 MFA 디바이스) 을 지원하는 경우 옵
션을 선택하여 새로운 계정 (새로운 MFA 디바이스) 을 생성합니다.

b. MFA 앱의 QR 코드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인증 앱 설정 페이지에서 다음 중 한 가지를 실행합니
다.
i. [QR 코드 표시] 를 선택한 다음 앱을 사용하여 QR 코드를 스캔합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 아이

콘을 선택하거나 스캔 코드와 비슷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장치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코드를 스캔합니다.

ii. Show Secret key (비밀 키 표시) 를 선택한 다음 MFA 앱에 해당 비밀 키를 입력합니다.
Important

IAM Identity Center용 MFA 디바이스를 구성할 때는 QR 코드 또는 비밀 키 사본을 
안전한 장소에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MFA 인증 앱을 다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동일한 MFA 
구성을 사용하도록 앱을 신속하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3. 인증 앱 설정 페이지의 인증 코드 아래에서 현재 물리적 MFA 디바이스에 표시된 일회용 암호를 입
력합니다.

Important

코드를 생성한 후 즉시 요청을 제출하세요. 코드를 생성한 후 너무 오래 기다렸다 요청을 
제출할 경우 MFA 디바이스가 사용자와 연결은 되지만 MFA 디바이스가 동기화되지 않습
니다. 이는 시간 기반 일회용 암호(TOTP)가 잠시 후에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디바
이스를 다시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4. Assign MFA(MFA 할당)을 선택합니다. 이제 MFA 디바이스에서 일회용 암호 생성을 시작할 수 있
으며 이제 에서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AWS.

• 보안 키 또는 내장 인증자
1. 사용자의 보안 키 등록 페이지에서 브라우저 또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지침을 따르십시오.

Note

환경은 브라우저 또는 플랫폼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치가 성공적으로 등록되면 친숙한 표
시 이름을 새로 등록한 장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변경하려면 [이름 바꾸기] 를 선
택하고 새 이름을 입력한 다음 [Save] 를 선택합니다.

AWS액세스 포털 URL 사용자 지정
기본적으로 다음 형식을 따르는 URL을 사용하여AWS 액세스 포털에 액세스할 수 있
습니다d-xxxxxxxxxx.awsapps.com/start. 다음과 같이 URL을 사용자 지정할 
수your_subdomain.awsapps.com/start 있습니다. AWS액세스 포털을 변경하면 나중에 편집할 수 없
습니다.

URL을 사용자 지정하려면

1. AWS액세스 포털에 로그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AWS액세스 포털에 로그인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2. IAM Identity Center 콘솔의 대시보드에서 페이지 하단의 AWS액세스 포털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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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팩터 인증

3. 사용자 지정을 선택합니다.
4. 원하는 도메인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을 선택합니다.

이제 사용자 지정된awsapps.com/start URL을 사용하여AWS 액세스AWS 포털을 통해 콘솔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멀티 팩터 인증
멀티 팩터 인증 (MFA) 을 활성화하면 사용자는 사용자 이름 및 암호로AWS 액세스 포털에 로그인해야 합니
다. 이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첫 번째 요인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코드나 보안 키를 사용하여 로그인해야 합
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요소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또는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모바일 장치에
서 생성된 인증 코드이거나 컴퓨터에 연결된 보안 키를 탭하여 생성된 인증 코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소를 종합하면 유효한 MFA 챌린지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지 않는 한AWS 리소스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방
지하여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각 사용자는 최대 8개의 MFA 디바이스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Important

최상의 보안을 위해 멀티 팩터 인증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MFA는 사용자 이름 및 암호의 기
본 인증 메커니즘 위에 추가 보호 계층을 추가할 수 있는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주제
• 시작하기 (p. 83)
• MFA 유형 (p. 85)
• IAM Identity Center의 MFA 관리 방법 (p. 86)

시작하기
멀티 팩터 인증 (MFA) 을 활성화하여AWS 액세스 포털, IAM Identity Center 통합 앱 및 AWS CLI에 대한 보
안 액세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려면 다음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주제
• IAM Identity Center에서 MFA를 사용하기 전 고려 사항 (p. 83)
• MFA 활성화 (p. 84)

IAM Identity Center에서 MFA를 사용하기 전 고려 사항
MFA를 활성화하기 전에 다음 정보를 고려하세요.

• 사용자는 활성화된 모든 MFA 유형에 대해 여러 백업 인증자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MFA 
디바이스가 고장나거나 잘못 배치된 경우에도 사용자의 액세스 권한이 손실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전자 메일에 액세스하려면 사용자 포털에 로그인해야 하는 경우 이메일로 보낸 일회용 암호 입력 
요구 옵션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사용자가AWS 액세스 포털에서 Microsoft 365를 사용하여 전
자 메일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인증 코드를 검색할 수 없으며AWS 액세스 포털에 로그인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MFA 디바이스 적용 구성 (p. 87)을 참조하세요.

• 구성한 RADIUS MFA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면 IAM ID 센터 내에서 MFA를 활성화하지 않아도 됩니
다.AWS Directory Service IAM ID 센터의 MFA는 IAM ID 센터의 Microsoft Active Directory 사용자를 위한 
RADIUS MFA의 대안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반경 MFA (p. 86)을 참조하세요.

• 자격 증명 소스가 IAM Identity Center의 자격 증명 스토어 또는 AD Connector와 함께 구성되면 IAM 
Identity Center의 멀티 팩터 인증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AWS Managed Microsoft AD IAM ID 센터의 
MFA는 현재 외부 ID 공급자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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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MFA 활성화
IAM Identity Center 콘솔을 사용하여 MFA를 활성화하려면 다음 단계를 사용하십시오. MFA를 활성화하기 
전에 먼저 에 대한 세부 정보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MFA 유형 (p. 85).

Note

외부 IdP 사용하는 경우 다단계 인증 섹션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IAM ID 센터가 MFA 설정을 관리하
는 대신 외부 IdP가 MFA 설정을 관리합니다.

MFA를 활성화하려면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설정을 선택합니다.
3. 설정 페이지에서 인증 탭을 선택합니다.
4. 다단계 인증 섹션에서 구성을 선택합니다.
5. 다단계 인증 구성 페이지에서 비즈니스에 필요한 보안 수준에 따라 다음 인증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합니

다.

• 로그인 컨텍스트가 변경될 때만 (컨텍스트 인식)

이 모드 (기본값) 에서 IAM Identity Center는 사용자에게 로그인 시 디바이스를 신뢰할 수 있는 옵션
을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디바이스를 신뢰하겠다고 표시하면 IAM Identity Center는 사용자에게 MFA
를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한 번 표시하고 사용자의 후속 로그인에 대한 로그인 컨텍스트 (예: 디바이
스, 브라우저, 위치) 를 분석합니다. 후속 로그인의 경우 IAM Identity Center는 사용자가 이전에 신뢰
할 수 있는 컨텍스트로 로그인하는지 확인합니다. 사용자의 로그인 컨텍스트가 변경되면 IAM Identity 
Center는 사용자에게 이메일 주소 및 암호 자격 증명과 함께 MFA를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
다.

이 모드를 사용하면 직장에서 자주 로그인하는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로그인할 때마다 
MFA를 완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그인 컨텍스트가 변경될 경우에만 MFA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
시됩니다.

• 로그인할 때마다 (항상 켜짐)

이 모드에서 IAM Identity Center에서는 등록된 MFA 디바이스를 가진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마다 메시
지를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사용자가AWS 액세스 포털에 로그인할 때마다 MFA를 완료하도록 요구
하는 조직 또는 규정 준수 정책이 있는 경우 이 모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PCI DSS는 로그
인할 때마다 MFA를 사용하여 고위험 결제 거래를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것을 강력히 권
장합니다.

• 사용 안 함 (비활성화)

이 모드에서는 모든 사용자가 표준 사용자 이름과 암호만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IAM ID 센터 MFA가 비활성화됩니다.

Note

RADIUS MFA를 이미 사용 중이고 이를 기본 MFA 유형으로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인증 모
드를 비활성화된 상태로 두어 IAM Identity Center MFA의 기능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AWS 
Directory Service 비활성화 모드에서 컨텍스트 인식 또는 상시 켜짐 모드로 변경하면 기존 
RADIUS MFA 설정이 재정의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반경 MFA (p. 86)을 참조하세요.

6. 변경 사항 저장(Save changes)을 선택합니다.

관련 주제

• MFA 유형 구성 (p. 86)
• MFA 디바이스 적용 구성 (p. 87)
• 사용자가 자신의 MFA 디바이스를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 (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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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A 유형
MFA 유형은 사용자가 등록할 수 있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나타내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ID를 확인하는 보조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MFA 유형은 브라우저 기반 콘솔 액세스와 IAM ID 센터를 통한 AWS CLI 
v2 사용 모두에서 지원됩니다.

IAM Identity Center MFA는 다음 유형의 클라이언트측 인증 유형 중 하나 또는 모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
원합니다. 사용자는 한 계정에 최대 8개의 MFA 디바이스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인증 앱
• 보안 키 및 내장 인증자

또는 를 통해 연결된 자체 RADIUS 구현을 사용할 수AWS Managed Microsoft AD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반경 MFA (p. 86)을 참조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MFA 유형 구성 (p. 86)을 참조하세요.

주제
• 인증 앱 (p. 85)
• 보안 키 및 내장 인증자 (p. 85)
• 반경 MFA (p. 86)

인증 앱
인증 앱은 기본적으로 일회용 암호 (OTP) 기반 타사 인증자입니다. 사용자는 모바일 디바이스 또는 태블릿에 
설치된 인증 애플리케이션을 인증된 MFA 디바이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사 인증 애플리케이션은 6자리 
인증 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표준 기반 TOTP (시간 기반 일회용 암호) 알고리즘인 RFC 6238과 호환되어야 
합니다.

MFA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사용자는 제공된 입력 상자에 인증 앱의 유효한 코드를 입력해야 합
니다. 사용자에게 할당된 각 MFA 디바이스는 고유해야 합니다. 특정 사용자에 대해 두 개의 인증 앱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거친 인증 앱

모든 TOTP 준수 애플리케이션은 IAM Identity Center MFA와 함께 작동하지만, 다음 표에는 선택할 수 있는 
잘 알려진 타사 인증 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운영 체제 테스트를 거친 인증 앱

Android Authy, 듀오 모바일, LastPass 인증기, 마이크로소
프트 인증기, 구글 인증기

iOS Authy, 듀오 모바일, LastPass 인증기, 마이크로소
프트 인증기, 구글 인증기

보안 키 및 내장 인증자
웹 인증 (WebAuthn) 을 사용하면 상호 운용 가능한 다양한 인증자를 사용하여 강력한 암호화 인증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WebAuthn FIDO 얼라이언스의 FIDO2 사양 세트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WebAuthn 모든 
FIDO2 호환 장치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U2F 장치에 대한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을 지원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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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키 — 사용자는 Fetian 장치와 같은 YubiKey 외부 USB/BLE/NFC 연결 보안 키를 사용하여 인증할 수 
있습니다. 인증은 MFA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키 센서를 탭하기만 하면 됩니다.

• 내장 인증기 — 일부 FIDO2 지원 인증기는 장치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TouchID를 MacBook 켜거나 
Windows Hello 호환 카메라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장 인증기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지문이나 안
면 인식을 적절한 보조 요소로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장치에서 생성된 암호화 데이터는 사이트 간에 고유하며 생체 인식 데이터는 사용 시 장치를 떠나지 않으므
로 FIDO2 및 개인 정보 보호가 WebAuthn 보장됩니다. FIDO 디바이스는 강력한 검증 및 피싱 방지 기능을 
제공하므로 기존 형태의 MFA보다 더 안전합니다. WebAuthn 및 FIDO2 관련 자세한 내용은 FIDO2: 웹 인증 
(WebAuthn) 을 참조하십시오.

모든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 버전이 지원하는 것은 WebAuthn 아니므로 일부 U2F 장치와의 호환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U2F 기기 제공업체에 문의하여 지원되지 않는 브라우저를 
사용 중인지 확인하세요.

반경 MFA
RADIUS (원격 인증 다이얼인 사용자 서비스) 는 사용자가 네트워크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도록 인증, 권한 
부여 및 계정 관리를 제공하는 업계 표준 클라이언트-서버 프로토콜입니다. AWS Directory ServiceMFA 솔
루션을 구현한 RADIUS 서버에 연결하는 RADIUS 클라이언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 멀티 
팩터 인증 활성화 을 참조하세요AWS Managed Microsoft AD.

사용자 포털에 대한 사용자 로그인에 IAM ID 센터의 RADIUS MFA 또는 MFA를 사용할 수 있지만 둘 다 사용
할 수는 없습니다. IAM ID 센터의 MFA는 포털 액세스를 위한AWS 기본 2단계 인증을 원하는 경우 RADIUS 
MFA의 대안입니다.

IAM Identity Center에서 MFA를 활성화하면 사용자가AWS 액세스 포털에 로그인하려면 MFA 디바이스가 필
요합니다. 이전에 RADIUS MFA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경우, IAM ID 센터에서 MFA를 활성화하면AWS 액세스 
포털에 로그인하는 사용자의 RADIUS MFA가 효과적으로 재정의됩니다. 그러나 RADIUS MFA는 사용자가 
Amazon과AWS Directory Service 같이 작동하는 다른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할 때 계속해서 문제를 
WorkDocs 야기합니다.

IAM ID 센터 콘솔에서 MFA가 비활성화되어 있고 RADIUS MFA를 로AWS Directory Service 구성한 경
우 RADIUS MFA가AWS 액세스 포털 로그인을 제어합니다. 즉, MFA가 비활성화된 경우 IAM ID 센터가 
RADIUS MFA 구성으로 폴백됩니다.

IAM Identity Center의 MFA 관리 방법
다음 항목에서는 IAM ID 센터에서 MFA를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주제
• MFA 유형 구성 (p. 86)
• MFA 디바이스 적용 구성 (p. 87)
• MFA 디바이스 등록 (p. 88)
• 사용자의 MFA 디바이스 관리 (p. 89)
• 사용자가 자신의 MFA 디바이스를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 (p. 89)
• MFA 비활성화 (p. 90)

MFA 유형 구성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AWS 액세스 포털에서 MFA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때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
는 디바이스 유형을 구성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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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를 위한 MFA 유형을 구성하려면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설정을 선택합니다.
3. 설정 페이지에서 인증 탭을 선택합니다.
4. 다단계 인증 섹션에서 구성을 선택합니다.
5. 다단계 인증 구성 페이지의 사용자가 이러한 MFA 유형을 통한 인증 가능에서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

라 다음 MFA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MFA 유형 (p. 85)을 참조하세요.

• 보안 키 및 내장 인증자
• 인증 앱

6. 변경 사항 저장(Save changes)을 선택합니다.

MFA 디바이스 적용 구성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사용자가AWS 액세스 포털에 로그인할 때 등록된 MFA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하
는지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사용자를 위한 MFA 디바이스 적용을 구성하려면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설정을 선택합니다.
3. 설정 페이지에서 인증 탭을 선택합니다.
4. 다단계 인증 섹션에서 구성을 선택합니다.
5. 다단계 인증 구성 페이지의 사용자에게 아직 등록된 MFA 디바이스가 없는 경우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라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 로그인 시 MFA 디바이스를 등록하도록 요구

아직 등록된 MFA 디바이스가 없는 사용자에게 비밀번호 인증에 성공한 후 로그인할 때 디바이스를 
자가 등록하도록 요구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이를 통해 인증 디바이스를 개별적으로 등록하
고 사용자에게 배포하지 않고도 MFA를 통해 조직의 AWS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셀프 등록 시 
사용자는 이전에 활성화한 사용 가능한 장치 중에서MFA 유형 (p. 85) 원하는 장치를 등록할 수 있
습니다. 등록을 완료한 후 사용자는 새로 등록한 MFA 디바이스에 친숙한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IAM Identity Center가 사용자를 원래 목적지로 리디렉션합니다. 사용자의 디바이스를 분실하
거나 도난당한 경우 해당 디바이스를 계정에서 제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IAM Identity Center에
서 사용자가 다음 번 로그인할 때 새 디바이스를 직접 등록하도록 요구합니다.

• 로그인하려면 이메일로 전송된 일회용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요청하세요.

사용자에게 이메일로 인증 코드를 보내려면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이메일은 특정 장치에 바인딩되
지 않기 때문에 이 옵션은 업계 표준 다단계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만 사용
하는 것보다 보안이 향상됩니다. 이메일 인증은 사용자가 MFA 디바이스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만 
요청됩니다. 컨텍스트 인식 인증 방법이 활성화된 경우 사용자는 이메일을 받는 장치를 신뢰할 수 있
는 것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해당 장치, 브라우저 및 IP 주소 조합에서 future 로그인할 때 
이메일 코드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Note

Active Directory를 IAM ID 센터 지원 ID 소스로 사용하는 경우 이메일 주소는 항상 Active 
Directoryemail 속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사용자 지정 Active Directory 특성 매핑은 이 동작
을 재정의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 로그인 차단

모든 사용자가 로그인하기 전에 MFA를 사용하도록 하려면 로그인 차단 옵션을 사용하십시오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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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인증 방법이 컨텍스트 인식으로 설정된 경우 사용자는 로그인 페이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장
치입니다. 확인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로그인 차단 설정을 활성화했더라도 해당 
사용자에게 MFA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표시하려면 인증 방법을 Always On으로 변경하세요.

• 사용자 로그인 허용

IAM ID 센터 MFA를 처음 구성할 때의 기본 설정입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사용자가AWS 액세스 포
털에 로그인하는 데 MFA 디바이스가 필요하지 않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MFA 디바이스를 등록하
기로 선택한 사용자에게는 여전히 MFA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6. 변경 사항 저장(Save changes)을 선택합니다.

MFA 디바이스 등록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IAM Identity Center 콘솔에서 특정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도록 새 MFA 디바이스를 
설정하십시오. 사용자의 MFA 디바이스에 대한 물리적 액세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서 MFA 
디바이스를 실행하는 사용자에게 MFA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마법사를 완료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용자가 자신의 MFA 디바이스를 직접 구성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사용자가 자신의 MFA 디바
이스를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 (p. 89).

MFA 디바이스를 등록하려면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Users(사용자)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목록에서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용자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3. 사용자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MFA 디바이스 탭을 선택한 다음 MFA 디바이스 등록을 선택합니다.
4. MFA 디바이스 등록 페이지에서 다음 MFA 디바이스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고 지침을 따르십시오.

• 인증 앱
1. 인증 앱 설정 페이지에서 IAM Identity Center는 QR 코드 그래픽을 포함하여 새 MFA 디바이스의 

구성 정보를 표시합니다. 그래픽은 QR 코드를 지원하지 않는 디바이스 상에서 수동 입력할 수 있는 
보안 키를 표시한 것입니다.

2. 물리적 MFA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a. 호환되는 MFA 인증 앱을 엽니다. MFA 디바이스의 테스트를 거친 앱 목록은 단원을 참조하십시

오인증 앱 (p. 85). MFA 앱이 멀티 계정 (멀티 MFA 디바이스) 을 지원하는 경우 옵션을 선택
하여 새로운 계정 (새로운 MFA 디바이스) 을 생성합니다.

b. MFA 앱의 QR 코드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인증 앱 설정 페이지에서 다음 중 한 가지를 실행합니
다.
i. [QR 코드 표시] 를 선택한 다음 앱을 사용하여 QR 코드를 스캔합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 아이

콘을 선택하거나 스캔 코드와 비슷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장치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코드를 스캔합니다.

ii. Show Secret key (비밀 키 표시) 를 선택한 다음 MFA 앱에 해당 비밀 키를 입력합니다.

Important

IAM Identity Center용 MFA 디바이스를 구성할 때는 QR 코드 또는 비밀 키 사본을 
안전한 장소에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할당된 사용자가 휴대폰을 분
실하거나 MFA 인증 앱을 다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동일한 MFA 구성을 사용하도록 앱을 신속하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
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를 위해 IAM Identity Center에서 새 MFA 디바이스를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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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 앱 설정 페이지의 인증 코드 아래에 현재 물리적 MFA 디바이스에 표시된 일회용 암호를 입력
합니다.

Important

코드를 생성한 후 즉시 요청을 제출하세요. 코드를 생성하고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난 후 요
청을 제출하면 MFA 디바이스가 사용자와 연결은 되지만 MFA 디바이스가 동기화되지 않
습니다. 이는 시간 기반 일회용 암호(TOTP)가 잠시 후에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디
바이스를 재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4. Assign MFA(MFA 할당)을 선택합니다. 이제 MFA 디바이스에서 일회용 암호 생성을 시작할 수 있
으며 이제 에서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AWS.

• 보안 키
1. 사용자의 보안 키 등록 페이지에서 브라우저 또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지침을 따르십시오.

Note

사용 환경은 운영 체제 및 브라우저에 따라 다르므로 사용 중인 브라우저 또는 플랫폼에 
표시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사용자의 장치가 성공적으로 등록되면 사용자가 새로 등록한 
장치에 친숙한 표시 이름을 연결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이름 바
꾸기] 를 선택하고 새 이름을 입력한 다음 [Save] 를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장치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을 활성화한 경우 사용자는AWS 액세스 포털에서 이 친숙한 
이름을 보게 됩니다.

사용자의 MFA 디바이스 관리
사용자의 MFA 디바이스의 이름을 바꾸거나 삭제해야 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사용하십시오.

MFA 디바이스 이름 변경하기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Users(사용자)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목록에서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사용자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3. 사용자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MFA 디바이스 탭을 선택하고 디바이스를 선택한 다음 이름 변경을 선택

합니다.
4. 메시지가 표시되면 새 이름을 입력한 다음 이름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MFA 디바이스를 삭제하려면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Users(사용자)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목록에서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3. 사용자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MFA 디바이스 탭을 선택하고 디바이스를 선택한 다음 삭제를 선택합니

다.
4. 확인하려면 [DELETE] 를 입력한 다음 [Delete] 를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MFA 디바이스를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MFA 디바이스를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사용자가 자신의 MFA 디바이스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면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설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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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정 페이지에서 인증 탭을 선택합니다.
4. 다단계 인증 섹션에서 구성을 선택합니다.
5. 다단계 인증 구성 페이지의 MFA 디바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사용자 아래에서 사용자가 자신의 MFA 디

바이스를 추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를 선택합니다.
6. 변경 사항 저장(Save changes)을 선택합니다.

Note

사용자에 대한 자체 등록을 설정한 후에는 해당 사용자에게 절차 링크를 보내야 할 수MFA용 디바
이스 등록 (p. 81)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자체 MFA 디바이스의 설정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
합니다.

MFA 비활성화
다음 절차에 따라 IAM Identity Center 콘솔에서 MFA를 비활성화합니다.

MFA를 비활성화하려면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설정을 선택합니다.
3. 설정 페이지에서 인증 탭을 선택합니다.
4. 다단계 인증 섹션에서 구성을 선택합니다.
5. 다단계 인증 구성 페이지에서 사용 안 함 (비활성화) 라디오 버튼을 선택합니다.
6. 변경 사항 저장(Save changes)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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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계정 권한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와 통합되어AWS Organizations 있으므로 
SSO (Single Sign-On) 액세스가 필요한 여러AWS 계정 사용자를 선택할 수AWS Management Console 있습
니다. 이러한 계정은 의AWS Organizations 관리 계정이거나 멤버 계정일AWS 계정 수 있습니다. 관리 계정
은AWS 계정 조직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계정입니다. 조직에 속한 나머지 계정은 멤버 계정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계정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Organizations사용 설명서의 AWS Organizations용어 및 개념
을 참조하십시오.

IAM Identity Center 콘솔에서 액세스 권한을 할당한 후에는 권한 세트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AWS Management Console. 권한 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
을 참조하십시오권한 집합 생성 및 관리 (p. 97).

사용자는 간단한 로그인 절차를 따릅니다.

1. 사용자는 디렉터리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AWS 액세스 포털에 로그인합니다.
2. 그런 다음 사용자는 해당 계정에AWS Management Console 대한 페더레이션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AWS 

계정 이름을 선택합니다.
3. 여러 권한 집합이 할당된 사용자는 사용할 IAM 역할을 선택합니다.

권한 집합은 IAM Identity Center에서 중앙에서 권한을 정의하여 모든 권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AWS 계정. 이러한 권한 집합은 각각에 IAMAWS 계정 역할로 프로비저닝됩니다. AWS액세스 포털을 통해 
사용자는 지정된AWS 계정 IAM 역할에 대한 임시 자격 증명을 검색하여 해당 자격 증명을 단기 액세스에 사
용할 수AWS CLI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CLI또는AWS SDK에 대한 IAM ID 센터 사용자 자격 증명 가
져오기 (p. 78)을 참조하세요.

IAM Identity Center를 와 함께AWS Organizations 사용하려면 먼저 IAM ID 센터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러
면 IAM Identity Center가 조직의 각 계정에서 계정을 생성할서비스 연결 역할 (p. 109)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해당 계정에사용자 액세스 권한 할당AWS 계정 (p. 95) 대해 사용자가 생성되기 전까지는 생성되
지 않습니다.

IAM Identity Center에서 사용자 지정 SAML 2.0 애플리케이션으로 계정을 설정하여 조직에 속하지 않은 사
용자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AWS 계정 이 시나리오에서는 SSO 액세스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IAM 역할과 
신뢰 관계를 프로비저닝하고 관리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지정 SAML 
2.0 애플리케이션 추가 및 구성 (p. 115)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주제
• 위임된 관리 (p. 91)
• 에 대한 Single Sign-On 액세스AWS 계정 (p. 94)
• 권한 집합 생성 및 관리 (p. 97)
• 속성 기반 액세스 제어 (p. 102)
• IAM 자격 증명 공급자 (p. 108)
• 서비스 연결 역할 (p. 109)

위임된 관리
위임된 관리는 등록된 멤버 계정의 지정된 사용자가 대부분의 IAM Identity Center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IAM ID 센터를 활성화하면AWS Organizations 기본적으로 의 관리 계정에 
IAM ID 센터 인스턴스가 생성됩니다. 이는 원래 IAM Identity Center가 조직의 모든 구성원 계정에서 역할을 
프로비저닝, 디프로비전 및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IAM Identity Center 인
스턴스는 항상 관리 계정에 있어야 하지만 IAM Identity Center 관리를 의 멤버 계정에 위임하여 관리 계정 외
부에서 IAM Identity Center를 관리하는 기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AWS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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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된 관리를 활성화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관리 계정에 대한 액세스가 필요한 사용자 수를 최소화하여 보안 문제를 완화합니다.
• 일부 관리자가 사용자 및 그룹을 애플리케이션 및 조직의 구성원 계정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IAM Identity Center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다중 계정 권
한 (p. 91).AWS Organizations 추가 정보를 보거나 위임된 관리를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예제 회사 시
나리오를 검토하려면 AWS보안 블로그에서 IAM Identity Center 위임 관리 시작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위임된 관리자 계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
위임된 관리를 구성하려면 먼저AWS 조직의 구성원 계정을 위임된 관리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해당 구성원 
계정에서 충분한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IAM Identity Center에 대한 관리자 액세스 권한을 갖게 됩니다. 위임
된 관리를 위해 구성원 계정을 성공적으로 등록한 후에는 해당 계정을 위임된 관리자 계정이라고 할 수 있습
니다.

다음 표에서는 관리 계정과 비교하여 위임된 관리자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리 작업을 설명합니다.

IAM Identity Center 관리 작업 위임된 관리자 계정 관리 계정

사용자 또는 그룹 추가, 편집 또는 
삭제

X X

사용자 액세스 활성화 또는 비활
성화

X X

수신 속성 활성화, 비활성화 또는 
관리

X X

ID 소스 변경 또는 관리 X X

애플리케이션 생성, 편집 또는 삭
제

X X

MFA 구성 X X

관리 계정에 프로비저닝되지 않은 
권한 세트를 관리합니다.

X X

관리 계정에 프로비저닝된 권한 
세트를 관리합니다.

  X

IAM Identity Center 활성화   X

IAM Identity Center 구성 삭제   X

관리 계정에서 사용자 액세스 활
성화 또는 비활성화

  X

위임된 관리자로 멤버 계정 등록 
또는 해지

  X

모범 사례
위임된 관리를 구성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모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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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조건

• 관리 계정에 최소 권한 부여 — 관리 계정은 권한이 높은 계정이므로 최소 권한이라는 원칙을 준수하려면 
관리 계정에 대한 액세스를 가능한 한 적은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된 관리자 기능은 관리 
계정에 액세스해야 하는 사용자 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관리 계정에서만 사용할 권한 집합 생성 — 이렇게 하면 관리 계정에 액세스하는 사용자에게만 맞춤화된 
권한 집합을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으며 위임된 관리자 계정에서 관리하는 권한 집합과 구분할 수 있습니
다.

• Active Directory 위치 고려 — Active Directory를 IAM ID 센터 ID 소스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구성원 계정에
서 IAM Identity Center 위임 관리자 기능을 활성화한 디렉터리를 찾으십시오. IAM Identity Center ID 소스
를 다른 소스에서 Active Directory로 변경하거나 Active Directory에서 다른 소스로 변경하려는 경우 디렉
터리는 IAM Identity Center에서 위임한 관리자 구성원 계정 (있는 경우) 에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관
리 계정에 있어야 합니다.

사전 조건
계정을 위임된 관리자로 등록하려면 먼저 다음 환경을 배포해야 합니다.

• AWS Organizations기본 관리 계정 외에 하나 이상의 구성원 계정을 사용하여 활성화하고 구성해야 합니
다.

• ID 소스가 Active Directory로 설정된 경우 이IAM Identity Center 구성 가능 (p. 39)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
다.

Note

2019년 11월 이전에 IAM Identity Center 구성이 활성화되었고 에서AWS Organizations 다른 계
정에 대한 액세스를 아직 활성화하지 않은 경우 콘솔에 조직 내 구성원 계정에 대해 IAM Identity 
Center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알림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위임된 관리자에게 사
용자 및 그룹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고 권한을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해야AWS계정에서 
Identity Center 지원 애플리케이션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p. 15) 합니다. 2019년 11월 이후에 IAM 
Identity Center 구성을 활성화했다면 조직 내 계정에 대한 액세스가 에서 자동으로 활성화되었으므
로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AWS.

멤버 계정 등록
IAM Identity Center는 한 번에 하나의 구성원 계정만 위임된 관리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관리 계정의 자격 
증명으로 로그인한 상태에서만 회원 계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AWS 조직의 특정 구성원 계정을 위임된 관리자로 등록하여 IAM Identity Center에 대
한 관리자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십시오.

Important

이 작업은 IAM Identity Center 관리자 액세스를 이 멤버 계정의 관리자 사용자에게 위임합니다. 이 
위임된 관리자 계정에 충분한 권한이 있는 모든 사용자는 계정에서 모든 IAM Identity Center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 IAM Identity Center 활성화, IAM Identity Center 구성 삭제, 관리 계
정에 제공된 권한 세트 관리, 다른 구성원 계정을 위임된 관리자로 등록 또는 등록 취소, 관리 계정
에서 사용자 액세스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는 예외입니다.

회원 계정을 등록하려면

1. 관리 계정의 자격 증명을AWS Management Console 사용하여AWS Organizations 로그인합니다.
RegisterDelegatedAdministratorAPI를 실행하려면 관리 계정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

2. IAM ID 센터가 활성화된 지역을 선택한 다음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3. 설정을 선택한 다음 관리 탭을 선택합니다.
4. 위임된 관리자 섹션에서 계정 등록을 선택합니다.
5. 위임된 관리자 등록 페이지에서AWS 계정 등록하려는 관리자를 선택한 다음 계정 등록을 선택합니다.

93

https://docs.aws.amazon.com/organizations/latest/APIReference/API_RegisterDelegatedAdministrator.html
https://console.aws.amazon.com/singlesignon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사용 설명서

멤버 계정 등록 해지

멤버 계정 등록 해지
관리 계정의 자격 증명으로 로그인한 상태에서만 멤버 계정을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이전에 위임된 관리자로 지정된AWS 조직 구성원 계정을 등록 취소하여 IAM Identity 
Center에서 관리자 액세스를 제거하십시오.

Important

계정을 등록 취소하면 해당 계정에서 모든 관리자 사용자가 IAM Identity Center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사실상 제거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이 계정에서 IAM Identity Center ID, 액세스 관리, 인증 
또는 애플리케이션 액세스를 관리할 수 없습니다. 이 작업은 IAM Identity Center에 구성된 권한 또
는 할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최종 사용자는 액세스 포털 내에서 자신의 앱에 계속 액세스할 
수 있으므로 최종 사용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AWS 계정AWS

회원 계정 등록을 취소하려면

1. 관리 계정의 자격 증명을AWS Management Console 사용하여AWS Organizations 로그인합니다.
DeregisterDelegatedAdministratorAPI를 실행하려면 관리 계정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

2. IAM ID 센터가 활성화된 지역을 선택한 다음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3. 설정을 선택한 다음 관리 탭을 선택합니다.
4. 위임된 관리자 섹션에서 계정 등록 취소를 선택합니다.
5. 계정 등록 취소 대화 상자에서 보안 영향을 검토한 다음 구성원 계정의 이름을 입력하여 이해했는지 확

인합니다.
6. 계정 등록 취소를 선택합니다.

위임된 관리자로 등록된 구성원 계정 보기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IAM Identity Center의 위임된 관리자로 구성된 구성원 계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AWS 
Organizations

등록된 멤버 계정을 보려면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설정(Settings)을 선택합니다.
3. 세부 정보 섹션의 위임된 관리자에서 등록된 계정 이름을 찾으십시오. 관리 탭을 선택하고 위임된 관리

자 섹션에서 이 정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에 대한 Single Sign-On 액세스AWS 계정
일반적인 직무를 기반으로 연결된 디렉터리의 사용자에게AWS Organizations 조직의 관리 계정 또는 구성원 
계정에 권한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용자 지정 권한을 사용하여 특정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
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에게 개발 계정에서는 Amazon RDS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지만 
프로덕션 계정에서는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IAM Identity Center는 필요한 모든 사용자 권한을AWS 계
정 자동으로 구성합니다.

Note

AWS Organizations관리 계정에서 작업하려면 사용자 또는 그룹에 권한을 부여해야 할 수 있습니
다. 이 계정은 권한이 매우 높은 계정이므로 추가 보안 제한을 적용하려면 먼저 IAMFullAccess 정책 
또는 이에 상응하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AWS조직의 구성원 계정에는 이러한 추가 보안 제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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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액세스 권한 할당AWS 계정

사용자 액세스 권한 할당AWS 계정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연결된 디렉터리의 사용자 및 그룹에 Single Sign-On 액세스 권한을 할당하고 권한 집
합을 사용하여 액세스 수준을 결정하십시오.

Note

액세스 권한 관리를 단순화하려면 개별 사용자가 아닌 그룹에 직접 액세스 권한을 할당하는 것이 좋
습니다. 그룹을 사용하면 각 개인에게 권한을 적용할 필요 없이 사용자 그룹에 권한을 부여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다른 조직으로 이동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를 다른 그룹으로 이동하면 
새 조직에 필요한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사용자 또는 그룹 액세스 권한을 할당하려면AWS 계정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Note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 전에 IAM Identity Center 콘솔이AWS Managed Microsoft AD 디렉터리
가 위치한 지역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탐색 창의 다중 계정 권한에서 을 선택합니다 AWS 계정.
3. 이 AWS 계정페이지에는 조직의 트리 뷰 목록이 나타납니다. SSO 액세스를 할당할 하나 이상의 결과

AWS 계정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Note

사용자 및 그룹에 Single Sign-On 액세스 권한을 할당할 때 권한 집합당 한 번에 최대AWS 계정 
10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용자 및 그룹AWS 계정 집합에 10명 이상을 할당하려
면 추가 계정에 대해 필요에 따라 이 절차를 반복합니다. 메시지가 표시되면 동일한 사용자, 그
룹 및 권한 집합을 선택합니다.

4. 사용자 또는 그룹 할당을 선택합니다.
5. 1단계: 사용자 및 그룹 선택의 경우 “AWS-account-name “에 사용자 및 그룹 지정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사용자 탭에서 Single Sign-On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사용자를 한 명 이상 선택합니다.

결과를 필터링하려면 검색 상자에 원하는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2. 그룹 탭에서 Single Sign-On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그룹을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결과를 필터링하려면 검색 상자에 원하는 그룹 이름을 입력합니다.
3. 선택한 사용자 및 그룹을 표시하려면 선택한 사용자 및 그룹 옆에 있는 옆의 삼각형을 선택합니다.
4. 올바른 사용자 및 그룹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한 후 [Next] 를 선택합니다.

6. 2단계: 권한 집합 선택의 경우 “AWS-account-name “에 권한 집합 지정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하십시
오.

1. 하나 이상의 권한 세트를 선택합니다. 필요한 경우 새 권한 집합을 만들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사용 권한 집합을 하나 이상 선택하려면 사용 권한 집합에서 이전 단계에서 선택한 사용자 및 

그룹에 적용할 사용 권한 집합을 선택합니다.
• 하나 이상의 새 권한 집합을 만들려면 권한 집합 만들기를 선택하고 의 단계를 따르십시오권한 세

트를 생성합니다. (p. 97). 적용하려는 권한 집합을 생성한 후 IAM Identity Center 콘솔로 AWS 
계정돌아가서 2단계: 권한 집합 선택에 도달할 때까지 지침을 따르십시오. 이 단계에 도달하면 생
성한 새 권한 집합을 선택하고 이 절차의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2. 올바른 권한 집합을 선택했는지 확인한 후 [Next] 를 선택합니다.
7. 3단계: 검토 및 제출의 경우 “AWS-account-name “에 과제 검토 및 제출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하십

시오.

1. 선택한 사용자, 그룹 및 권한 세트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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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및 그룹 액세스 제거

2. 올바른 사용자, 그룹 및 권한 집합을 선택했는지 확인한 후 제출을 선택합니다.

Important

사용자 및 그룹 할당 프로세스를 완료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성공
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이 페이지를 열어 두십시오.

Note

AWS Organizations관리 계정에서 작업하려면 사용자 또는 그룹에 권한을 부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정은 권한이 매우 높은 계정이므로 추가 보안 제한을 적용하려면 먼저
IAMFullAccess 정책 또는 이에 상응하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AWS조직의 구성원 계정에
는 이러한 추가 보안 제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및 그룹 액세스 제거
이 절차를 사용하여 연결된 디렉터리에 있는 한 명 이상의 사용자 및 그룹에AWS 계정 대한 Single Sign-On 
액세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에 대한 사용자 및 그룹 액세스를 제거하려면AWS 계정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탐색 창의 다중 계정 권한에서 을 선택합니다 AWS 계정.
3. 이 AWS 계정페이지에는 조직의 트리 뷰 목록이 나타납니다. Single Sign-On 액세스를 제거하려는 사용

자 및 그룹이AWS 계정 포함된 이름을 선택합니다.
4. 개요 페이지의 할당된 사용자 및 그룹에서 하나 이상의 사용자 또는 그룹 이름을 선택하고 액세스 제거

를 선택합니다.AWS 계정
5. 액세스 제거 대화 상자에서 사용자 또는 그룹 이름이 올바른지 확인하고 액세스 제거를 선택합니다.

관리 계정의 사용자 및 그룹에 대한 Single Sign-On 액
세스 권한을 할당할 수 있는 사람 위임합니다.
IAM Identity Center 콘솔을 사용하여 관리 계정에 싱글 사인온 액세스를 할당하는 것은 권한이 있는 작업입
니다. 기본적으로 AWSSSOMasterAccountAdministrator 및 IAMFullAccessAWS 관리형 정책이 연결된 사
용자 한 명AWS 계정 루트 사용자 또는 한 명만 관리 계정에 Single Sign-On 액세스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AWSSSOMasterAccountAdministrator 및 IAMFullAccess 정책은AWS Organizations 조직 내 관리 계정에 대
한 싱글 사인온 액세스를 관리합니다.

다음 단계를 사용하여 디렉터리의 사용자 및 그룹에 Single Sign-On 액세스를 관리할 권한을 위임하세요.

디렉터리의 사용자 및 그룹에 Single Sign-On 액세스를 관리할 권한을 부여하려면

1. 관리 계정의 루트 사용자로 또는 관리 계정에 관리자 권한이 있는 다른 사용자로 IAM Identity Center 콘
솔에 로그인합니다.

2. 의 단계에 따라 권한권한 세트를 생성합니다. (p. 97) 집합을 만든 후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새 사용 권한 집합 만들기 페이지에서 사용자 지정 사용 권한 집합 만들기 확인란을 선택한 후 다음: 
세부 정보를 선택합니다.

2. 새 사용 권한 집합 만들기 페이지에서 사용자 지정 사용 권한 집합의 이름과 선택적으로 설명을 지정
합니다. 필요한 경우 세션 기간을 수정하고 릴레이 상태 URL을 지정합니다.

Note

릴레이 상태 URL의 경우 에 있는 URL을 지정해야 합니다AWS Management Console.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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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nsole.aws.amazon.com/ec2/
자세한 정보는 릴레이 상태 설정 (p. 101)을 참조하세요.

3. 아래에서 권한 집합에 어떤 정책을 포함하시겠습니까? 에서 AWS관리형 정책 연결 확인란을 선택합
니다.

4. IAM 정책 목록에서 IAM 관리형 AWSSSOMasterAccountAdministrator정책과 IAMFullAccessAWS 관
리형 정책을 모두 선택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future 이 권한 집합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할당되는 모
든 사용자 및 그룹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5. Next: Tags(다음: 태그)를 선택합니다.
6. 태그 추가 (선택 사항) 에서 키 및 값 (선택 사항) 의 값을 지정하고 다음: 검토를 선택합니다. 태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리소스에 태그 지
정 (p. 173) 단원을 참조하세요.

7. 선택한 내용을 검토한 다음 [Create] 를 선택합니다.
3. 아래 단계에 따라 방금 만든 사용 권한 집합에 적절한 사용자 및 그룹을 할당합니다.사용자 액세스 권한 

할당AWS 계정 (p. 95)
4. 할당된 사용자에게 다음 사항을 전달하십시오. 사용자가AWS 액세스 포털에 로그인하고 AWS계정 아이

콘을 선택하면 방금 위임한 권한으로 인증될 적절한 역할 이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권한 집합 생성 및 관리
권한 집합은 사용자 및 그룹에 부여되는 액세스 수준을 정의합니다AWS 계정. 권한 세트는 IAM Identity 
Center에 저장되며 하나 이상에 프로비저닝할 수AWS 계정 있습니다. 한 사용자에게 둘 이상의 사용 권한 집
합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권한 세트 (p. 17)을 참조하세요.

권한 세트를 생성합니다.
이 절차를 사용하여 단일AWS 관리형 정책을 사용하는 사전 정의된 권한 집합을 만들거나 최대 10개의 관리
형 또는 고객AWS 관리형 정책과 인라인 정책을 사용하는 사용자 지정 권한 집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IAM용
Service Quotas 콘솔에서 최대 10개의 정책으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에서 권한 집합을 만들 수AWS Management Console 있습니다.

이 절차를 사용하여 단일AWS 관리형 정책을 사용하는 사전 정의된 권한 집합을 만들거나 최대 10개의 관리
형 또는 고객AWS 관리형 정책과 인라인 정책을 사용하는 사용자 지정 권한 집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권한 세트를 만들려면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다중 계정 권한에서 권한 집합을 선택합니다.
3. 권한 집합 생성을 선택합니다.
4. 사용 권한 집합 유형 선택 페이지의 사용 권한 집합 유형에서 사용 권한 집합 유형을 선택합니다.
5. 권한 집합 유형에 따라 사용 권한 집합에 사용할 정책을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 사전 정의된 권한 집합
1.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2. 사전 정의된 정책에서 목록의 IAM Job 함수 정책 또는 일반 권한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사용 설명서의 직무AWS 관리
형 정책 및 AWS관리형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3. 검토 및 만들기 화면에서 선택한 내용을 검토한 다음 [Create] 를 선택합니다.
• 사용자 지정 권한 세트

1.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2. 정책 지정 페이지에서 새 권한 집합에 적용할 IAM 정책 유형을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최대 10개

의 AWS관리형 정책과 고객 관리형 정책을 원하는 대로 조합하여 권한 집합에 추가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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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할당량은 IAM에서 설정합니다. 이를 높이려면 권한 세트를 할당하려는 각AWS 계정 Service 
Quotas 콘솔의 IAM 역할에 연결된 IAM 할당량 관리형 정책의 증가를 요청하십시오.
• AWS관리형 정책을 확장하여AWS 구축 및 유지 관리하는 IAM의 정책을 추가하세요. 자세한 정

보는 AWS 관리형 정책 (p. 18)을 참조하세요.
a. 권한 집합에서 사용자에게 적용할 AWS관리형 정책을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b. 다른 유형의 정책을 추가하려면 해당 컨테이너를 선택하고 선택하십시오. 적용할 정책을 모두 

선택했으면 [Next] 를 선택합니다.
• 고객 관리형 정책을 확장하여 구축 및 유지 관리하는 IAM의 정책을 추가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고객 관리형 정책 (p. 19)을 참조하세요.
a. 정책 연결을 선택하고 권한 집합에 추가할 정책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권한 집합을 할당하려

는 각 계정에서 입력한 이름으로 정책을 생성합니다. 각 계정의 정책에 동일한 권한을 할당하
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b. 다른 정책을 추가하려면 [Attach more] 를 선택합니다.
c. 다른 유형의 정책을 추가하려면 해당 컨테이너를 선택하고 선택하십시오. 적용할 정책을 모두 

선택했으면 [Next] 를 선택합니다.
• 사용자 지정 인라인 정책을 확장하여 사용자 지정 JSON 형식의 정책 텍스트를 추가합니다. 인라

인 정책은 기존 IAM 리소스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인라인 정책을 만들려면 제공된 양식에 사용자 
지정 정책 언어를 입력합니다. IAM Identity Center는 구성원 계정에서 생성하는 IAM 리소스에 정
책을 추가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인라인 정책 (p. 18)을 참조하세요.
a. 대화형 편집기를 사용하여 인라인 정책에 포함할 권한을 선택하려면 디자인을 선택합니다. 코

드를 선택하여 미리 서식이 지정된 정책 JSON에 붙여넣습니다.
b. 다른 유형의 정책을 추가하려면 해당 컨테이너를 선택하고 선택하십시오. 적용할 정책을 모두 

선택했으면 [Next] 를 선택합니다.
• 권한 범위를 확장하여 권한 집합의 다른 정책이 할당할 수 있는 최대 권한으로 관리형 또는 고객 

관리형 IAM 정책을 추가합니다.AWS 자세한 정보는 권한 경계 (p. 19)을 참조하세요.
a. 최대 권한을 제어하려면 권한 경계 사용을 선택합니다.
b. AWS관리형 정책을 선택하여 권한 경계로 AWS구축 및 유지 관리하는 IAM에서 정책을 설정

합니다. 고객 관리형 정책을 선택하여 IAM에서 빌드하고 유지 관리하는 정책을 권한 경계로 
설정합니다.

c. 다른 유형의 정책을 추가하려면 해당 컨테이너를 선택하고 선택하십시오. 적용할 정책을 모두 
선택했으면 [Next] 를 선택합니다.

6. 권한 세트 세부 정보 지정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1. 권한 집합 이름에 IAM Identity Center에서 이 권한 집합을 식별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권한 집합
에 지정한 이름은AWS 접근 포털에 사용 가능한 역할로 표시됩니다. 사용자는AWS 액세스 포털에 로
그인하여 하나를 선택한 다음 역할을 선택합니다.AWS 계정

2. (선택 사항) 설명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은 IAM Identity Center 콘솔에만 표시되며AWS 액세
스 포털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3. (선택 사항) 세션 기간 값을 지정합니다. 이 값은 콘솔이 사용자를 세션에서 로그아웃하기 전에 사용
자가 로그온할 수 있는 시간을 결정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세션 기간 설정 (p. 100)을 참조하세요.

4. (선택 사항) 릴레이 상태의 값을 지정합니다. 이 값은 연동 프로세스에서 계정 내에서 사용자를 리디
렉션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릴레이 상태 설정 (p. 101)을 참조하세요.

Note

릴레이 상태 URL은 내에 있어야 합니다AWS Management Console. 예시:
https://console.aws.amazon.com/ec2/

5. 태그 (선택 사항) 를 확장하고 태그 추가를 선택한 다음 키 및 값 (선택 사항) 에 값을 지정합니다.

태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리소스에 
태그 지정 (p. 173) 섹션을 참조하세요.

6. Next(다음)를 선택합니다.
7. 검토 및 생성 페이지에서 선택한 내용을 검토한 다음 생성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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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본적으로 권한 집합을 만들 때 사용 권한 집합은 프로비전되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도AWS 계정 사용
됨). 에서 권한 세트를 프로비저닝하려면 계정의 사용자 및 그룹에 IAM Identity Center 액세스 권한을 할
당한 다음 해당 사용자 및 그룹에 권한 세트를 적용해야 합니다.AWS 계정 자세한 정보는 에 대한 Single 
Sign-On 액세스AWS 계정 (p. 94)을 참조하세요.

권한 집합 관리 위임
IAM Identity Center를 사용하면 IAM Identity Center 리소스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을 참조하는 IAM 
정책을 생성하여 계정의 권한 집합 및 할당 관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관리자가 특정 태그
가 있는 권한 집합에 대해 지정된 계정에서 할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이러한 유형의 정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권장) IAM Identity Center에서 각각 다른 정책을 사용하는 권한 세트를 생성하고 권한 세트를 다른 사용자 
또는 그룹에 할당합니다. 이렇게 하면 선택한 IAM Identity Center ID 소스를 사용하여 로그인하는 사용자
의 관리자 권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IAM에서 사용자 지정 정책을 생성한 다음 관리자가 맡는 IAM 역할에 연결합니다.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할당된 IAM Identity Center 관리 권한을 얻기 위한 IAM 역할을 참조하십시오.

Important

IAM Identity Center 리소스 ARN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다음은 IAM Identity Center 권한 설정 및 계정 리소스 유형을 참조하는 적절한 경우를 보여줍니다.

리소스 유형 ARN 컨텍스트 키

PermissionSet arn: $ {파티션} :sso: :권한 집합/$ 
{InstanceId} /$ {PermissionSetId}

AWS:ResourceTag /$ {TagKey}

계정 arn: $ {파티션} :sso: :계정/$ 
{AccountId}

해당 사항 없음

권한 집합에서 IAM 정책 사용
권한 세트를 생성합니다. (p. 97)에서는 고객 관리형 정책 및 권한 경계를 비롯한 정책을 권한 집합에 추가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권한 집합에 고객 관리형 정책 및 권한을 추가하면 IAM Identity Center는 어떤 정책
에도 정책을 생성하지 않습니다AWS 계정. 대신 권한 집합을 할당하려는 각 계정에서 해당 정책을 미리 만든 
다음 권한 집합의 이름 및 경로 사양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조직 내AWS 계정 권한에 권한 세트를 할당하면 
IAM Identity Center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역할을 생성하고 해당 역할에 IAM 정책
을 연결합니다.

Note

IAM 정책으로 권한 세트를 할당하기 전에 먼저 멤버 계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멤버 계정의 IAM 정
책 이름은 관리 계정의 정책 이름과 대소문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정책이 구성원 계정에 없는 경우 
IAM Identity Center에서 권한 세트를 할당하지 못합니다.
정책에서 부여하는 권한이 계정 간에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권한 세트에 IAM 정책을 할당하려면

1. 권한 세트를 할당하려는 각AWS 계정 위치에 IAM 정책을 생성합니다.
2. IAM 정책에 권한을 할당합니다. 계정마다 다른 권한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일관된 경험을 위해 각 정책

에서 동일한 권한을 구성하고 유지 관리하세요. 자동화 리소스를 사용하여 각 멤버 계정에서 동일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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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과 권한을 가진 IAM 정책의 복사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AWS CloudFormation StackSets 에 대한 
CloudFormation StackSets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Formation사용자 안내서의AWS CloudFormation 
StackSets 작업하기를 참조하십시오.

3. 관리 계정에서 권한 세트를 생성하고 고객 관리형 정책 또는 권한 경계 아래에 IAM 정책을 추가합
니다. 사용 권한 집합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권한 세트를 생성합니
다. (p. 97).

4. 준비한 인라인 정책,AWS 관리형 정책 또는 추가 IAM 정책을 추가합니다.
5. 권한 세트를 생성하고 할당합니다.

권한 집합 속성 구성
IAM Identity Center에서는 다음과 같은 권한 집합 속성을 구성하여 사용자 경험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
다.

주제
• 세션 기간 설정 (p. 100)
• 릴레이 상태 설정 (p. 101)

세션 기간 설정
각 권한 집합에 대해 세션 기간을 지정하여 사용자가 로그인할 수 있는 시간을 제어할 수AWS 계정 있습니
다. 지정된 시간이 경과하면 사용자를 세션에서 로그아웃합니다.AWS

새 권한 집합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세션 지속 시간이 1시간 (초) 으로 설정됩니다. 최소 세션 시간은 1시간이
며 최대 12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IAM Identity Center는 각 권한 집합에 대해 할당된 각 계정에서 IAM 
역할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최대 12시간의 세션 기간으로 이러한 역할을 구성합니다.

사용자가AWS 계정 콘솔로 페더레이션하거나AWS Command Line Interface (AWS CLI) 를 사용할 때 
IAM Identity Center는 권한 세트의 세션 기간 설정을 사용하여 세션 기간을 제어합니다. 기본적으로 IAM 
Identity Center에서 권한 집합에 대해 생성한 IAM 역할은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만 맡을 수 있으므로 
IAM Identity Center 권한 세트에 지정된 세션 기간이 적용됩니다.

Important

보안의 모범 사례로 역할 수행에 필요한 것보다 세션 기간을 더 길게 설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
니다.

권한 집합을 생성한 후 이를 업데이트하여 새 세션 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권한 세트의 세션 기간 길이
를 수정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세션 기간을 설정하려면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다중 계정 권한에서 권한 집합을 선택합니다.
3. 세션 기간을 변경할 권한 세트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4. 권한 집합의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일반 설정 섹션 제목 오른쪽에 있는 편집을 선택합니다.
5. 일반 사용 권한 집합 설정 편집 페이지에서 세션 기간에 대한 새 값을 선택합니다.
6. 권한 집합이 어느AWS 계정 곳에서든 프로비전된 경우 계정 이름이 재프로비저닝 아래에AWS 계정 자

동으로 표시됩니다. 사용 권한 집합의 세션 기간 값이 업데이트되면AWS 계정 해당 사용 권한 집합을 사
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다시 프로비저닝됩니다. 즉, 이 설정의 새 값은AWS 계정 해당 권한 집합을 사용
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7. 변경 사항 저장(Save changes)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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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WS 계정페이지 상단에 알림이 표시됩니다.

• 권한 집합이 하나AWS 계정 이상에서 프로비전된 경우 알림을 통해 해당 권한 집합이 성공적으로
AWS 계정 재프로비전되었으며 업데이트된 사용 권한 집합이 계정에 적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사용 권한 집합이 에서 프로비전되지 않은 경우 알림을 통해 권한 집합의 설정이 업데이트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습니다.AWS 계정

릴레이 상태 설정
기본적으로 사용자가AWS 액세스 포털에 로그인하고 계정을 선택한 다음 할당된 권한 집합에서AWS 생성
한 역할을 선택하면 IAM Identity Center는 사용자의 브라우저를 로AWS Management Console 리디렉션합
니다. 릴레이 상태를 다른 콘솔 URL로 설정하여 이 동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릴레이 상태를 설정하면 사
용자가 자신의 역할에 가장 적합한 콘솔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Amazon EC2 관리자 역할을 선택할 때 해당 콘솔로 리디렉션하도록 릴레이 상태를 Amazon EC2 콘솔 URL 
(https://console.aws.amazon.com/ec2/) 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URL 또는 릴레이 상태 URL
로 리디렉션하는 동안 IAM Identity Center는 사용자의 브라우저를 사용자가 마지막으로AWS 리전 사용한 콘
솔 엔드포인트로 라우팅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유럽 (스톡홀름) 지역 (eu-north-1) 에서 마지막 콘솔 세
션을 종료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지역의 Amazon EC2 콘솔로 리디렉션됩니다.

사용자를 특정AWS 리전 콘솔로 리디렉션하도록 IAM Identity Center를 구성하려면 URL의 일부로 지
역 사양을 포함시키십시오. 예를 들어 미국 동부 (오하이오) 리전 (us-east-2) 에서 Amazon EC2 콘솔로 
사용자를 리디렉션하려면 해당 리전 () 에서 Amazon EC2 콘솔의 URL을 지정합니다 (https://us-
east-2.console.aws.amazon.com/ec2/). 미국 서부 (오레곤) 리전 (us-west-2) 리전 (us-west-2) 리전 
(us-west-2) 리전 (us-west-2) 리전 (us-west-2) 리전 (us-west-2) 리전 (us-west-2) 에서 IAM Identity Center 
를https://us-west-2.console.aws.amazon.com

권한 세트에 대한 릴레이 상태 URL을 구성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릴레이 상태를 구성하려면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다중 계정 권한에서 권한 집합을 선택합니다.
3. 새 릴레이 상태 URL을 설정할 권한 세트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4. 권한 집합의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일반 설정 섹션 제목 오른쪽에 있는 편집을 선택합니다.
5. 일반 권한 집합 설정 편집 페이지의 릴레이 상태에서 모든AWS 서비스의 콘솔 URL을 입력합니다. 예시:

https://console.aws.amazon.com/ec2/

Note

릴레이 상태 URL은 내에 있어야 합니다AWS Management Console.
6. 권한 집합이 어느AWS 계정 곳에서든 프로비전된 경우 계정 이름이 재프로비저닝 아래에AWS 계정 자

동으로 표시됩니다. 권한 집합의 릴레이 상태 URL이 업데이트되면AWS 계정 해당 권한 집합을 사용하
는 모든 사용자가 다시 프로비저닝됩니다. 즉, 이 설정의 새 값은AWS 계정 해당 권한 집합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7. 변경 사항 저장(Save changes)을 선택합니다.
8. AWS조직 페이지 상단에 알림이 표시됩니다.

• 권한 집합이 하나AWS 계정 이상에서 프로비전된 경우 알림을 통해 해당 권한 집합이 성공적으로
AWS 계정 재프로비전되었으며 업데이트된 사용 권한 집합이 계정에 적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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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권한 집합이 에서 프로비전되지 않은 경우 알림을 통해 권한 집합의 설정이 업데이트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습니다.AWS 계정

Note

AWSAPI,AWS SDK 또는AWS Command Line Interface (AWS CLI) 를 사용하여 이 프로세스를 자
동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IAM ID 센터 API 참조의CreatePermissionSet 또는UpdatePermissionSet 작업
• update-permission-set명령 참조의 sso-admin 섹션에 있는create-permission-set

orAWS CLI 명령입니다.

권한 세트를 삭제합니다.
IAM Identity Center에서 권한 집합을 삭제하려면 먼저 해당 권한 집합을 사용하는 모든AWS 계정 권한 집합
에서 권한 집합을 제거해야 합니다.

에서 사용 권한 집합을 제거하려면AWS 계정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다중 계정 권한에서 을 선택합니다 AWS 계정.
3. 이 AWS 계정페이지에는 조직의 트리 뷰 목록이 나타납니다. 사용 권한 세트를 제거할 이름을 선택합니

다.AWS 계정
4. 의 개요 페이지에서 권한 집합 탭을 선택합니다.AWS 계정
5. 제거하려는 권한 집합 옆의 확인란을 선택하고 Remove 를 선택합니다.
6. 사용 권한 집합 제거 대화 상자에서 올바른 사용 권한 집합을 선택했는지 확인하고 입력하여Delete 제

거를 확인한 다음 액세스 제거를 선택합니다.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조직 내 어느AWS 계정 누구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하나 이상의 권한 집합을 삭
제하십시오.

Note

이 권한 집합이 할당된 모든 사용자 및 그룹은 이 사용 권한 집합을 사용하는 대상에AWS 계정 관계
없이 더 이상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의 권한 세트를 삭제하려면AWS 계정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다중 계정 권한에서 권한 집합을 선택합니다.
3. 삭제하려는 권한 세트를 선택한 다음, 삭제를 선택합니다.
4. 사용 권한 집합 삭제 대화 상자에서 삭제를 확인할 사용 권한 집합의 이름을 입력한 다음 삭제를 선택합

니다.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속성 기반 액세스 제어
ABAC(속성 기반 액세스 제어)는 속성을 기반으로 권한을 정의하는 권한 부여 전략입니다. IAM Identity 
Center를 사용하면 모든 IAM Identity Center ID 소스에서 제공되는 여러 사용자 속성을AWS 계정 사용하여
AWS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AWS에서는 이러한 속성을 태그라고 합니다. 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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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

자 특성을 태그로AWS 사용하면 에서 세분화된 권한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직원이 일치하는 태그
가 있는AWS 리소스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AWS

예를 들어 서로 다른 두 팀의 개발자인 Bob과 Sally에게 IAM Identity Center의 동일한 권한 세트를 할당한 다
음 액세스 제어를 위한 팀 이름 속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Bob과 Sally가 로그인하면 IAM Identity Center가
AWS 세션에서 팀 이름 속성을 전송하므로 팀 이름 속성이AWS 프로젝트 리소스의 팀 이름 태그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Bob과 Sally가 프로젝트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AWS 계정 Bob이 future Sally의 팀으로 옮
길 경우 회사 디렉터리에서 팀 이름 속성을 업데이트하기만 하면 Bob의 액세스 권한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번에 Bob이 로그인하면 권한을 업데이트하지 않고도 새 팀의 프로젝트 리소스에 자동으로 액세스할 수
AWS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동일한 권한 세트에 연결된 사용자가 이제 해당 속성에 따라 고유한 권한을 가질 수 있으므
로 IAM Identity Center에서 생성하고 관리해야 하는 고유한 권한의 수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IAM 
Identity Center 권한 세트 및 리소스 기반 정책에서 이러한 사용자 특성을 사용하여AWS 리소스에 ABAC를 
구현하고 대규모 권한 관리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점
다음은 IAM ID 센터에서 ABAC를 사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추가 이점입니다.

• ABAC에는 필요한 권한 집합이 더 적습니다. — 각 직무에 대해 서로 다른 정책을 생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생성 권한이 더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 권한 관리 복잡성이 줄어듭니다.

• ABAC를 사용하면 팀이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를 만들 때 적절한 태그를 지정하면 
특성에 따라 새 리소스에 대한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회사 디렉터리의 직원 속성을 ABAC로 사용 — IAM Identity Center에 구성된 모든 ID 소스의 기존 직원 속
성을 사용하여 에서 액세스 제어 결정을 내릴 수AWS 있습니다.

•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사용자 추적 — 보안 관리자는 에서 사용자 속성을 검토하여 사용자 활동을AWS 
CloudTrail 추적하여 세션의 ID를 쉽게 확인할 수AWS 있습니다.

IAM Identity Center 콘솔을 사용하여 ABAC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
조하십시오액세스 제어를 위한 속성 (p. 104). IAM ID 센터 API를 사용하여 ABAC를 활성
화하고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ID 센터 API 참조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CreateInstanceAccessControlAttributeConfiguration.

주제
• 체크리스트: IAM ID 센터를AWS 사용하여 ABAC 구성 (p. 103)
• 액세스 제어를 위한 속성 (p. 104)

체크리스트: IAM ID 센터를AWS 사용하여 ABAC 구성
이 체크리스트에는AWS 리소스를 준비하고 ABAC 액세스를 위한 IAM Identity Center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구성 작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에 작업을 순서대로 완료합니다. 참조 링크를 통해 특정 항목
으로 이동하면 이 항목으로 돌아가서 이 체크리스트의 나머지 작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계 태스크 Reference

1 모든AWS 리소스에 태그를 추가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IAM Identity Center에서 ABAC를 구현하려면 먼저 ABAC를 
구현하려는 모든AWS 리소스에 태그를 추가해야 합니다.

• AWS리소스 태깅

2 ID 스토어의 관련 사용자 ID 및 속성을 사용하여 IAM Identity 
Center에서 ID 소스를 구성하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IAM 
ID 센터를 사용하면 지원되는 모든 IAM ID 센터 ID 소스의 사
용자 특성을 에서 ABAC에 사용할 수AWS 있습니다.

• ID 소스 관리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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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태스크 Reference

다음 기준에 따라 액세스 제어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할 속성
을AWS 결정하고 이를 IAM Identity Center로 전송하십시오.

• 시작하기 (p. 105)

• 외부 ID 공급자 (IdP) 를 사용하는 경우 IdP에서 전달된 속
성을 사용할지 아니면 IAM Identity Center 내에서 속성을 
선택할지 결정하십시오.

• 외부 ID 공급자를 ID 소스로 사
용할 때 속성 선택 (p. 105)

• IdP에서 속성을 전송하도록 선택한 경우 SAML 어설션에
서 속성을 전송하도록 IdP 구성하십시오. 특정 IdP에 대한 
절차의Optional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지원되는 자격 증명 공급
자 (p. 52)

• IdP를 ID 소스로 사용하고 IAM Identity Center에서 속성
을 선택하기로 선택한 경우 속성 값이 IdP에서 제공되도록 
SCIM을 구성하는 방법을 살펴보십시오. IdP에서 SCIM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IAM Identity Center 콘솔 사용자 페이
지를 사용하여 사용자와 해당 속성을 추가하십시오.

• 자동 프로비저닝 (p. 47)
• 지원되는 외부 ID 제공자 속

성 (p. 37)

3

• Active Directory 또는 IAM Identity Center를 ID 소스로 사
용하거나 IdP를 사용하고 IAM ID 센터에서 특성을 선택하
기로 선택한 경우 구성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속성을 검토
하십시오. 그런 다음 바로 4단계로 이동하여 IAM Identity 
Center 콘솔을 사용하여 ABAC 속성 구성을 시작하십시오.

• IAM ID 센터를 ID 소스로 사용
할 때 속성 선택 (p. 105)

• IDAWS Managed Microsoft 
AD 소스로 사용할 때 속성 선
택 (p. 105)

• 기본 매핑 (p. 38)

4 IAM Identity Center 콘솔의 액세스 제어용 속성 페이지를 사
용하여 ABAC에 사용할 속성을 선택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2단계에서 구성한 ID 소스의 액세스 제어 속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ID와 해당 속성을 IAM Identity Center에 가져온 후
에는 키-값 쌍 (매핑) 을 생성해야 합니다. 키-값 쌍 (매핑) 은 
액세스 제어 결정에 사용할 수AWS 계정 있도록 사용자에게 
전달됩니다.

• 액세스 제어에 속성 사용 및 구
성 (p. 106)

5 권한 집합 내에서 사용자 지정 권한 정책을 만들고 액세스 제
어 특성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일치하는 태그가 있는 리소스
에만 액세스할 수 있도록 ABAC 규칙을 생성합니다. 4단계에
서 구성한 사용자 특성은 액세스 제어 결정을AWS 위한 태그
로 사용됩니다. aws:PrincipalTag/key조건을 사용하여 
권한 정책에서 액세스 제어 특성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 IAM Identity Center에서 
ABAC에 대한 권한 정책 생
성 (p. 107)

6 다양한AWS 계정 도구에서 5단계에서 생성한 권한 집합에 
사용자를 할당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자신의 계정으
로 페더레이션하여AWS 리소스에 액세스할 때 일치하는 태
그에 기반한 액세스 권한만 얻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액세스 권한 할당AWS 
계정 (p. 95)

이 단계를 완료하면 SSO (Single Sign-On)AWS 계정 를 사용하도록 페더레이션한 사용자는 일치하는 속성
에 따라AWS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제어를 위한 속성
액세스 제어 속성은 IAM Identity Center 콘솔에서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는 정책에서 사용할 사용자 
속성을 선택하는 페이지 이름입니다. 사용자 ID 소스의 기존 특성을AWS 기반으로 사용자를 워크로드에 할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서 이름을 기반으로 S3 버킷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할당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액세
스 제어를 위한 속성 페이지에서 속성 기반 액세스 제어 (ABAC) 에 사용할 부서 사용자 속성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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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다음 IAM Identity Center 권한 세트에서 부서 속성이 S3 버킷에 할당한 부서 태그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사용자에게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을 작성합니다. IAM Identity Center는 사용자의 부서 속성을 액세스 
중인 계정에 전달합니다. 그런 다음 속성을 사용하여 정책에 따라 액세스를 결정합니다. ABAC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속성 기반 액세스 제어 (p. 102).

시작하기
액세스 제어를 위한 속성 구성을 시작하는 방법은 사용 중인 ID 소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택한 ID 소스에 
관계없이 속성을 선택한 후에는 권한 집합 정책을 만들거나 편집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사용자 ID에
AWS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IAM ID 센터를 ID 소스로 사용할 때 속성 선택

IAM Identity Center를 ID 소스로 구성할 때는 먼저 사용자를 추가하고 해당 속성을 구성합니다. 그런 다음 액
세스 제어를 위한 속성 페이지로 이동하여 정책에 사용할 속성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AWS 계정페이지
로 이동하여 ABAC의 속성을 사용하기 위한 권한 집합을 만들거나 편집합니다.

IDAWS Managed Microsoft AD 소스로 사용할 때 속성 선택

를 ID 소스로 사용하여 IAM ID 센터를 구성할 때는 먼저 Active Directory의 속성 집합을 IAM ID 센터의 사용
자 속성에 매핑합니다.AWS Managed Microsoft AD 그런 다음 액세스 제어를 위한 속성 페이지로 이동합니
다. 그런 다음 Active Directory에서 매핑된 기존 SSO 특성 집합을 기반으로 ABAC 구성에서 사용할 특성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권한 집합의 액세스 제어 특성을 사용하여 ABAC 규칙을 작성하여AWS 리소스에 대
한 사용자 ID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IAM Identity Center의 사용자 속성과AWS Managed Microsoft AD 
디렉터리의 사용자 속성에 대한 기본 매핑 목록은 을 참조하십시오기본 매핑 (p. 38).

외부 ID 공급자를 ID 소스로 사용할 때 속성 선택

외부 ID 공급자 (IdP) 를 ID 소스로 사용하여 IAM Identity Center를 구성하는 경우 ABAC의 속성을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SAML 어설션을 통해 속성을 전송하도록 IdP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IAM Identity Center는 정책 평
가를 위해 IdP의 속성 이름과 값을 전달합니다.

Note

SAML 어설션의 속성은 액세스 제어를 위한 특성 페이지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미
리 알고 정책을 작성할 때 액세스 제어 규칙에 추가해야 합니다. 속성에 IdPs 대해 외부 사용자를 
신뢰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러한 속성은 사용자가 페더레이션할 때 항상 전달됩니다AWS 계정. 동
일한 속성이 SAML 및 SCIM을 통해 IAM 아이덴티티 센터에 들어오는 시나리오에서는 SAML 속
성 값이 액세스 제어 결정에 우선합니다.

• IAM Identity Center 콘솔의 액세스 제어를 위한 속성 페이지에서 사용할 속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서 선택한 속성 값은 어설션을 통해 IdP에서 가져온 모든 일치하는 속성의 값을 대체합니다. SCIM 사용 여
부에 따라 다음 사항을 고려하세요.
• SCIM을 사용하는 경우 IdP는 속성 값을 IAM 아이덴티티 센터와 자동으로 동기화합니다. 액세스 제어

에 필요한 추가 특성은 SCIM 속성 목록에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IdP의 IT 관리자와 협력하여 필요
한https://aws.amazon.com/SAML/Attributes/AccessControl: 접두사를 사용하여 SAML 
어설션을 통해 이러한 속성을 IAM Identity Center로 전송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SAML 어설션을 통
해 전송하도록 IdP 액세스 제어를 위한 사용자 특성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
시오지원되는 자격 증명 공급자 (p. 52).

• SCIM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IAM Identity Center를 ID 소스로 사용하는 것처럼 수동으로 사용자를 추가
하고 속성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액세스 제어를 위한 속성 페이지로 이동하여 정책에 사용할 속
성을 선택합니다.

IAM Identity Center의 사용자 속성에 대해 지원되는 외부 IdPs 사용자 속성의 전체 목록은 을 참조하십시
오지원되는 외부 ID 제공자 속성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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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 Identity Center에서 ABAC를 시작하려면 다음 주제를 참조하세요.

주제
• 액세스 제어에 속성 사용 및 구성 (p. 106)
• IAM Identity Center에서 ABAC에 대한 권한 정책 생성 (p. 107)

액세스 제어에 속성 사용 및 구성
모든 경우에 ABAC를 사용하려면 먼저 IAM ID 센터 콘솔 또는 IAM ID 센터 API를 사용하여 ABAC를 활성
화해야 합니다. IAM Identity Center를 사용하여 속성을 선택하기로 선택한 경우 IAM ID 센터 콘솔 또는 IAM 
Identity Center API의 액세스 제어를 위한 속성 페이지를 사용합니다. 외부 자격 증명 공급자 (IdP) 를 자격 
증명 소스로 사용하고 SAML 어설션을 통해 속성을 전송하도록 IdP 구성합니다. SAML 어설션으로 이 속성
을 전달하는 경우 IAM Identity Center는 속성 값을 IAM Identity Center 아이덴티티 스토어의 값으로 바꿉니
다. 사용자가 자신의 계정으로 페더레이션할 때 IAM Identity Center에 구성된 속성만 액세스 제어 결정을 내
리기 위해 전송됩니다.

Note

IAM Identity Center 콘솔의 액세스 제어를 위한 속성 페이지에서는 외부 IdP가 구성하고 전송한 속
성을 볼 수 없습니다. 외부 IdP SAML 어설션에 액세스 제어 특성을 전달하는 경우 사용자가AWS 계
정 페더레이션할 때 해당 속성이 로 직접 전송됩니다. 속성은 IAM ID 센터에서 매핑에 사용할 수 없
습니다.

액세스 제어에 속성 사용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IAM Identity Center 콘솔을 사용하여 액세스 속성 (ABAC) 제어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
습니다.

Note

기존 권한 세트가 있고 IAM Identity Center 인스턴스에서 ABAC를 활성화하려는 경우 추가 보안 제
한을 적용하려면 먼저iam:UpdateAssumeRolePolicy 정책을 설정해야 합니다. 계정에 권한 집
합을 생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추가 보안 제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액세스 제어에 속성을 사용 중지하려면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설정 선택
3. 설정 페이지에서 액세스 제어 정보 속성 상자를 찾은 다음 활성화를 선택합니다. 다음 절차를 계속 진행

하여 구성하십시오.

속성을 선택합니다.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ABAC 구성의 속성을 설정합니다.

IAM ID 센터 콘솔을 사용하여 속성을 선택하려면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설정 선택
3. 설정 페이지에서 액세스 제어용 속성 탭을 선택한 다음 속성 관리를 선택합니다.
4. 액세스 제어용 속성 페이지에서 속성 추가를 선택하고 키 및 값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ID 소스

에서 오는 속성을 IAM Identity Center가 세션 태그로 전달하는 속성에 매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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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제어를 위한 속성

키는 정책에서 사용하기 위해 속성에 지정하는 이름을 나타냅니다. 임의의 이름일 수 있지만 액세스 제
어를 위해 작성하는 정책에 정확한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Okta (외부 IdP) 를 ID 소스로 
사용하고 있으며 조직의 비용 센터 데이터를 세션 태그로 전달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키에는 
키 이름과 비슷하게 일치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CostCenter 여기서 어떤 이름을 선택하든 반드시 여
러분의 이름과 정확히 같은 이름aws:PrincipalTag ## # (p. 108) (즉,"ec2:ResourceTag/
CostCenter": "${aws:PrincipalTag/CostCenter}") 이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Note

키에는 단일 값 속성을 사용하십시오 (예:)Manager. 예를 들어, IAM ID 센터는 ABAC에 대한 
다중 값 속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Manager, IT Systems.

값은 구성된 ID 소스에서 오는 속성의 내용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나열된 해당 ID 소스 테이블의 값을 입
력할 수 있습니다속성 매핑 (p. 35).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예제에 제공된 컨텍스트를 사용하여 지원
되는 IdP 특성 목록을 검토하고 지원되는 속성과 가장 일치하는 속성을 확인한 다음 값 필드에 해당 속
성을 입력합니다. ${path:enterprise.costCenter} 참조를 위해 위에 제공된 스크린샷을 참조하
십시오. 참고로 SAML 어설션을 통해 속성을 전달하는 옵션을 사용하지 않는 한 ABAC에 대해 이 목록 
이외의 외부 IdP 속성 값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변경 사항 저장(Save changes)을 선택합니다.

이제 액세스 제어 속성 매핑을 구성했으므로 ABAC 구성 프로세스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ABAC 
규칙을 생성하여 권한 집합 및/또는 리소스 기반 정책에 추가하십시오. 이는 사용자 ID에AWS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IAM Identity Center에서 ABAC에 대한 권한 정책 
생성 (p. 107)을 참조하세요.

액세스 제어에 속성 사용 중지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ABAC 기능을 비활성화하고 구성된 모든 속성 매핑을 삭제합니다.

액세스 제어에 속성을 사용 중지하려면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설정 선택
3. 설정 페이지에서 액세스 제어 속성 탭을 선택한 다음 비활성화를 선택합니다.
4. 액세스 제어를 위한 속성 비활성화 대화 상자에서 정보를 검토하고 준비가 되면 DELETE를 입력한 다음

확인을 선택합니다.

Important

이 단계는 구성된 모든 속성을 삭제합니다. 삭제한 후에는 ID 소스에서 받은 모든 속성과 이전
에 구성한 사용자 지정 특성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IAM Identity Center에서 ABAC에 대한 권한 정책 생성
구성된 속성 값을 기반으로AWS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를 결정하는 권한 정책을 생성할 수 있습
니다. ABAC를 활성화하고 속성을 지정하면 IAM Identity Center가 정책 평가에 사용할 인증된 사용자의 속성 
값을 IAM으로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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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 자격 증명 공급자

aws:PrincipalTag 조건 키

aws:PrincipalTag조건 키를 사용하여 액세스 제어 규칙을 만들면 권한 집합의 액세스 제어 특성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신뢰 정책에서는 조직의 모든 리소스에 해당 비용 센터를 태그할 수 있습니
다. 개발자에게 비용 센터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단일 권한 집합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개발자는 Single Sign-On과 비용 센터 속성을 사용하여 계정에 연동할 때마다 해당 비용 센터의 리소스
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팀이 프로젝트에 더 많은 개발자와 리소스를 추가함에 따라 리소스에 올바른 비
용 센터를 태그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개발자가 페더레이션할 때AWS 세션에 비용 센터 정보를AWS 
계정 전달합니다. 따라서 조직에서 비용 센터에 새로운 리소스와 개발자를 추가함에 따라 개발자는 권한을 
업데이트하지 않고도 비용 센터에 맞게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ec2:DescribeInstances" 
            ], 
            "Resource": "*" 
        }, 
        { 
            "Effect": "Allow", 
            "Action": [ 
                "ec2:StartInstances", 
                "ec2:StopInstances" 
            ], 
            "Resource": "*", 
            "Condition": { 
                "StringEquals": { 
                    "ec2:ResourceTag/CostCenter": "${aws:PrincipalTag/CostCenter}" 
                } 
            } 
        } 
    ]
}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aws:PrincipalTag 및 EC2: 일치하는 주 태그와 리소스 태그를 기반으로 인
스턴스 시작 또는 중지를 참조하십시오.

정책의 조건에 잘못된 속성이 포함된 경우 정책 조건이 실패하고 액세스가 거부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오류: 
사용자가 외부 ID 공급자를 사용하여 로그인하려고 할 때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p. 186)을 참
조하세요.

IAM 자격 증명 공급자
싱글 사인온 액세스를 추가하면 IAM Identity Center는 각각에 IAM ID 공급자를 생성합니다AWS 계정.AWS 
계정 IAM 자격 증명 공급자를 사용하면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 액세스 키 같은 장기 보안 인증을 배포하
거나 포함할 필요가 없으므로 을AWS 계정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IAM ID 공급자 복구
실수로 ID 공급자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 사용자 및 그룹 할당을 수동으로 다시 적용해야 합니다. 사용자 
및 그룹 할당을 다시 적용하면 ID 공급자가 다시 생성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다중 계정 권한 (p. 91)
• 애플리케이션 할당 (p.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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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연결 역할
서비스 연결 역할은 사전 정의된 IAM 권한으로, 이를 통해 IAM IdentityAWS 계정 Center에서 조직 내 특정 
사용자에게 싱글 사인온 액세스 권한을 위임하고 적용할 수AWS Organizations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조직
AWS 계정 내 모든 사용자에게 서비스 연결 역할을 제공하여 이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그러면 이AWS 서비
스를 통해 IAM Identity Center와 같은 다른 서비스가 이러한 역할을 활용하여 서비스 관련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Organizations서비스 연결 역할을 참조하십시오.

IAM ID 센터를 활성화하면 IAM Identity Center는 의 조직 내 모든 계정에 서비스 연결 역할을 생성합니다
AWS Organizations. 또한 IAM Identity Center는 이후에 조직에 추가되는 모든 계정에 동일한 서비스 연결 역
할을 생성합니다. 이 역할을 통해 IAM Identity Center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각 계정의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중 계정 권한 (p. 91)을 참조하세요.

각 역할에서 생성되는 서비스 연결 역할에는 이름이AWS 계정 지정됩니다AWSServiceRoleForSSO. 자세
한 정보는 IAM Identity Center에 대한 서비스 연결 역할 사용 (p. 147) 단원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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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Center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할당
을 통해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 Single 
Single Sign-On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을 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디렉터리 자격 증
명을 사용하여 액세스 포털에 로그인한 후 클릭 한 번으로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에AWS 액세스할 수 있습니
다.

IAM Identity Center는 IAM Identity Center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공급자 간의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통해 
이러한 애플리케이션과 안전하게 통신합니다. 이 신뢰는 IAM Identity Center 콘솔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추가
하고 IAM Identity Center와 서비스 공급자 모두에 적합한 메타데이터로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할 때 생성됩니
다.

애플리케이션이 IAM Identity Center 콘솔에 성공적으로 추가된 후에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권한이 필요한 
사용자 또는 그룹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하면 애플리케이션에 사용자가 할
당되지 않습니다. 즉, IAM Identity Center 콘솔에 새로 추가된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를 할당할 때까지 액세
스할 수 없습니다. IAM Identity Center는 다음과 같은 애플리케이션 유형을 지원합니다.

• IdentiCenter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 SAML 2.0 (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 2.0) 애플리케이션

직원에게 조직 내 특정AWS Management Console 용도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AWS 계정 부여할 수도 있습
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중 계정 권한 (p. 91)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섹션에서는AWS 애플리케이션 및 타사 SaaS (Software as a Service)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자 액
세스를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SAML 2.0을 통한 아이덴더레이션을 지원하는 사용자 지정 애플리케이
션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주제
• IdentiCenter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p. 110)
•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p. 112)
• 맞춤형 SAML 2.0 애플리케이션 (p. 115)
• IAM IdentiCenter 인증서 관리 (p. 116)
• 애플리케이션 속성 (p. 118)
• 애플리케이션에 사용자 액세스 권한 할당 (p. 120)
• 사용자 액세스 제거 (p. 120)
• 애플리케이션의 속성을 IAM ID 센터 속성에 매핑합니다. (p. 121)

IdentiCenter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를 사용하면Identity Center (p. 15) Amazon SageMaker 또는AWS IoT SiteWise 과 같은AWS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이 조직의 자녀 계정에 존재하면서도 여전히 IAM Identity Center I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렇게 하면 애플리케이션 최종 사용자에게 간편한 로그인 환경을 제공하고 애플리케이션 관리자를 자녀 계정
의 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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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Identity Center 지원 응용 프로그램 사용을 제한하
는 중AWS 계정
Identity Center 지원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AWS Organizations 계정을 제한하려면 SCP (서비스 제
어 정책) 를 사용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SCP를 사용하여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 및 그룹 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하고 지정된 계정을 제외하고 애플리케이션이 시작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IdentiCenter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추가 및 구성
Identity Center 지원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려면 먼저 IAM Identity Center를 활성화하여 액세스를 허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Identity Center (p. 15)을 참조하세요.

활성화된 후에는 Identity Center 지원 애플리케이션이 IAM Identity Center에서 직접 사용자 및 그룹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AM Identity Center에서 액세스를 관리한 다음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다시 액
세스를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IAM Identity Center는 애플리케이션 관리자에게 애플리케이션 액세스
를 위임합니다. Identity Center 지원 애플리케이션에 사용자를 추가하려면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한 애플리케
이션의 콘솔을 사용하십시오.

애플리케이션 추가 및 구성하기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Applications]를 선택합니다.
3. 애플리케이션 추가를 선택합니다.
4. 응용 프로그램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검색하고 목록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다음(Next)을 선

택합니다.
5. 애플리케이션 구성에서 디스플레이 이름 및 설명이 선택한 애플리케이션으로 미리 채워집니다. 이러한 

내용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IAM Identity Center 메타데이터에서 필요한 인증서를 다운로드하거나 복사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속성 (App) 에서 필드를 입력합니다 (선택 사항). 애플리케이션 메타데이터에서
모든 필드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제출을 선택합니다. 방금 추가한 애플리케이션의 세부 정보 페이지
로 이동합니다.

아이덴티티 센터 지원 애플리케이션 제거
아이덴티티 센터 지원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려면 IAM Identity Center 콘솔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면 
됩니다. 이 작업은 되돌릴 수 없으며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복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Warning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면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든 사용자 권한이 삭제되고 애플리케이션과 
IAM Identity Center의 연결이 끊어지며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됩니다.

AWS응용 프로그램을 제거하려면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Applications]를 선택합니다.
3.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의 구성된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거하려는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4.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한 상태에서 Actions를 선택하고 드롭다운에서 제거를 선택합니다.
5. 애플리케이션 제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프롬프트에 따라 제거하려는 애플리케이션을 입력하고 확

인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제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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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IAM Identity Center 애플리케이션 구성 마법사를 사용하여 널리 사용되는 여러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 내
장된 SAML 통합 기능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세일즈포스, 박스, 오피스 365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마법사
에서 추가할 수 있는 전체 응용 프로그램 목록은 을 참조하십시오지원되는 애플리케이션 (p. 112).

대부분의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는 IAM Identity Center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공급자 간에 신뢰를 설정
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함께 제공됩니다. 설정 프로세스 중 및 애플리케이션 설정 후에 클라우드 애
플리케이션 구성 페이지에서 이러한 지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한 후에는 액세스가 필요
한 그룹이나 사용자에게 액세스 권한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애플리케이션
IAM Identity Center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다음과 같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지원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Note

AWS 지원 엔지니어는 타사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몇 가지 통합 작업을 수행하여 비즈니스 및 엔
터프라이즈 지원 플랜이 있는 고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의 최신 
목록은 AWS Support기능 페이지의 타사 소프트웨어 Support 참조하십시오.

10,000피트 사이보즈 메일와이
즈

더미 피보탈 트래커 스쿼드캐스트

4me 사이보즈 오피스 HelloSign PlanMyLeave 스태키파이

7기러기 사이보즈닷컴 HelpDocs.io 정책 IQ Status Her

요약 대쉬레인 HelpScout ProcessPlan StatusCast

믿을 수 있는 데이터브릭 HighGear ProdPad StatusDashboard

Adobe Connect Datadog 하이테일 프로토.io StatusHub

Adobe Creative 
Cloud

선언문 허니 프록시클릭 상태 페이지

Adobe Sign 대리인 허니콤.io 퓨어LYHR StoriesOnBoard

아하 DeskPro HostedGraphite 경구 스톰보드

에어브레이크 데스크 레이더 HubSpot 래피드7 인사이트 
제품

슈가 CRM

AlertOps 탐지 인류 인정하다 SumoLogic

AlertSite 디지서트 IdeaScale 레드애쉬.io SurveyGizmo

Amazon Business Dmarcian 이글루 Redlock SurveyMonkey

아마존 WorkLink 도체보 ImageRelay RescueAssist 싱크리시티

그리고 솔직히 DocuSign 아이스프링 RingCentral 극적 장면

AnswerHub 돔 9 IT Glue 로드멍크 타블로 서버

AppDynamics 도모 JamaSoftware 로빈 탤런트 LMS

AppFollow 드리프트 잼프 롤바 Target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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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리어 1 드롭박스 Jenkins 방 예약 시스템 TeamSupport

아사나 DruvaInSync 제이프로그 아티팩
토리

Salesforce Tenable.io

어셈블라 2인조 지라 세일즈포스 서비스 
클라우드

TextMagic

Atlassian Dynatrace 짓빗 사마나게 ThousandEyes

오토목스 EduBrite 자이브 스파 보우 TinfoilSecurity

대나무 에그나이트 Join.me SAP 클라우드 플랫
폼

TitanFile

BenSelect 도약 칸바니즈 비누 크림 비누 탑데스크 오퍼레이
터

비타비즈 참여하게 키퍼 시큐리티 SAP CRM Java 탑데스크 셀프 서비
스 데스크

비트글라스 사절 켄틱 SAP 엔터프라이즈 
포털 자바

트랙 데스크

BlueJeans 에버노트 긴토네 비누 & 비누 트렐로

BMC 레메디 포스 ExpenseIn 클립폴리오 스파 엠 바밥 Trend Micro Deep 
Security

보너스로 비싸게 KnowledgeOwl SAP 피오리 ABap 업타임닷컴

Box(상자) 만료 알림 명성 SAP GRC 액세스 
제어 ABAP

상승 추세

브랜드 폴더 외부AWS 계정 LiquidFiles 비누 잼 UserEcho

브리지 HR EZOfficeInventory LiquidPlanner SAP Net위버 ABap UserVoice

버디 펀치 EZRentOut 리트모스 SAP Net위버 Java 벨픽

벅시 빠르게 LiveChat 비누 4개입 베라코드

BugSnag 연합 
Direcrecrecrectory

LogMeInRescue SAP 솔루션 매니저 
ABAP

VictorOps

빌드카이트 FileCloud 루시드 차트 SAP 솔루션 매니저 
자바

호랑이

바인더 FireHydrant ManageEngine 비누 스럼 바밥 WayWeDo

CakeHR Fivetran MangoApps SAP XMii Java WeekDone

캔버스 플록 Marketo 스케일 FT WhosOnLocation

차르티오 FogBugz 메트리클리 스케일러 워드비

채팅방 폼스택 미로 ScreenSteps 실행 가능

키르코누스 포사 MockFlow 확인해 보세요 워크프론트

시스코 웹엑스 프리드캠프 모드 분석 센트리.io Face로 만든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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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Meraki 프레시데스크 MongoDB ServiceNow 워크스타

CiscoUmbrella FreshService 무들 심플 MDM 라이크

CitrixShareFile Front MuleSoft 애니포인
트

스케들리 매터즈

클라리 G Suite MyWebTimeSheets 스킬병 익스피리언스 HR

클라리젠 제네시스 클라우드 N2F 비용 보고서 Slack 요덱

ClickTime GitBook NewRelic 슬렘마 Zendesk

클라우드 CMS 깃허브 뉴클리노 슬립도 제퍼

클라우드 적합성 GitLab 오피스365 작은 개선 지플로우

클라우드QP 유리 큐브 온드마크 스마트시트 질러블

CloudCheckr GlassFrog OpenVoice SnapEngage 조호

CloudEndure GorillaStack OpsGenie Snowflake Zoho On

CloudHealth GoToAssist 태평양 작업표 SonarQube 확대/축소

CloudPassage GoToMeeting PagerDuty SparkPost  

CNTY GoToTraining 파놉타 삼각형 돛  

CoderPad GoToWebinar 파노라마 9 스플리트.io  

Confluence 그로보 ParkMyCloud 스플렁크 클라우드  

대화 HackerOne 피콘 Splunk Enterprise  

코랄로직스 HackerRank PhraseApp 스팟인스트  

사이보즈 가룬 HappyFox PipeDrive SproutVideo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추가 및 구성
IAM Identity Center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 공급자 간에 SAML 신뢰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경우 
이 절차를 사용하십시오. 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트러스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공
급자의 메타데이터 교환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파일이 없는 경우에도 이 절차를 사용하여 수동으
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하고 구성하려면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Applications]를 선택합니다.
3. 애플리케이션 추가를 선택합니다.
4. 응용 프로그램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검색하고 목록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다음(Next)을 선

택합니다.
5. 애플리케이션 구성에서 디스플레이 이름 및 설명이 선택한 애플리케이션으로 미리 채워집니다. 이러한 

내용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6. IAM IdentiCenter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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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AM Identity Center SAML 메타데이터 파일에서 다운로드를 선택하여 ID 제공자 메타데이터를 다
운로드합니다.

b. IAM Identity Center 인증서에서 인증서 다운로드를 선택하여 ID 제공자 인증서를 다운로드합니다.

Note

이러한 파일은 나중에 서비스 제공자의 웹 사이트에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설정할 때 필
요합니다. 해당 공급자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7. (선택 사항) 애플리케이션 속성에서 애플리케이션 시작 URL, 릴레이 상태 및 세션 기간에 대한 추가 속
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애플리케이션 속성 (p. 118)을 참조하세요.

8. 애플리케이션 메타데이터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a. 애플리케이션 SAML 메타데이터 파일 업로드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찾을 파일 선택을 선택하고 
메타데이터 파일을 선택합니다.

b. 메타데이터 파일이 없는 경우 메타데이터 값 수동 입력을 선택한 다음 애플리케이션 ACS URL 및 
애플리케이션 SAML 잠재고객 값을 입력합니다.

9. 제출(Submit)을 선택합니다. 방금 추가한 애플리케이션의 세부 정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맞춤형 SAML 2.0 애플리케이션
IAM Identity Center 애플리케이션 구성 마법사를 사용하여 SAML (보안 어설션 마크업 언어) 2.0을 사용하는 
ID 페더레이션을 허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지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콘솔의 애플리케이션 선택기에
서 Custom SAML 2.0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여 이를 설정합니다. 사용자 지정 SAML 애플리케이션을 구성
하는 대부분의 단계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단계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사용자 지정 SAML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추가 SAML 특성 매핑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매핑은 
IAM Identity Center에 애플리케이션에 맞게 SAML 어설션을 올바르게 채우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애플리케
이션을 처음 설정할 때 이 추가 SAML 속성 매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IAM Identity Center 콘솔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세부 정보 페이지에 SAML 속성 매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SAML 2.0 애플리케이션 추가 및 구성
IAM Identity Center와 사용자 지정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 공급자 간에 SAML 신뢰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경
우 이 절차를 사용하십시오. 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트러스트 설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공급자의 인
증서 및 메타데이터 교환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사용자 지정 SAML 애플리케이션 추가 및 구성하기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Applications]를 선택합니다.
3. 애플리케이션 추가를 선택합니다.
4. 애플리케이션 선택 페이지에서 사용자 지정 SAML 2.0 애플리케이션 추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음

(Next)을 선택합니다.
5. 애플리케이션 구성 페이지의 애플리케이션 구성에서 애플리케이션의 디스플레이 이름 (예:) 을 입력합

니다MyApp. 그런 다음 설명을 입력합니다.
6. IAM IdentiCenter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a. IAM Identity Center SAML 메타데이터 파일에서 다운로드를 선택하여 ID 제공자 메타데이터를 다
운로드합니다.

b. IAM Identity Center 인증서에서 인증서 다운로드를 선택하여 ID 제공자 인증서를 다운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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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관리

Note

이러한 파일은 나중에 서비스 제공자의 웹 사이트에서 사용자 지정 애플리케이션을 설정할 때 
필요합니다.

7. (선택 사항) 응용 프로그램 속성에서 응용 프로그램 시작 URL, 릴레이 상태 및 세션 기간에 대한 추가 속
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애플리케이션 속성 (p. 118)을 참조하세요.

8. 애플리케이션 메타데이터에서 메타데이터 값 수동 입력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애플리케이션 ACS 
URL 및 애플리케이션 SAML 잠재고객 값을 입력합니다.

9. 제출(Submit)을 선택합니다. 방금 추가한 애플리케이션의 세부 정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IAM IdentiCenter 인증서 관리
IAM Identity Center는 인증서를 사용하여 IAM Identity Center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 공급자 간
에 SAML 신뢰 관계를 설정합니다. IAM Identity Center에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하면 설치 프로세스 중에 해당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사용할 IAM Identity Center 인증서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자동 생성된 
IAM ID 센터 인증서는 5년 동안 유효합니다.

IAM Identity Center 관리자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오래된 인증서를 새 인증서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증서 만료 날짜가 다가올 경우 인증서를 교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인증서를 새 
인증서로 교체하는 프로세스를 인증서 교체라고 합니다.

주제
• 인증서 교체 전 고려 사항 (p. 116)
• IAM IdentiCenter 인증서 교체 (p. 116)
• 인증서 만료 상태 표시기 (p. 118)

인증서 교체 전 고려 사항
IAM Identity Center에서 인증서를 교체하는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 인증 교체 프로세스를 진행하려면 IAM Identity Center와 서비스 공급자 간의 신뢰를 다시 설정해야 합니
다. 신뢰를 다시 설정하려면 에 제공된 절차를 사용하십시오IAM IdentiCenter 인증서 교체 (p. 116).

• 서비스 공급자와 인증서를 업데이트하면 신뢰가 성공적으로 재설정될 때까지 사용자에게 일시적인 서비
스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이 작업을 신중하게 계획하십시오.

IAM IdentiCenter 인증서 교체
IAM Identity Center 인증서 교체는 다음을 포함하는 다단계 프로세스입니다.

• 새 인증서 생성
• 서비스 제공자의 웹 사이트에 새 인증서 추가
• 새 인증서를 활성으로 설정
• 비활성 인증서 삭제

다음 절차를 모두 다음 순서대로 사용하여 지정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서 순환 프로세스를 완료하십시
오.

1단계: 새 인증서를 생성합니다.

생성한 새 IAM Identity Center 인증서는 다음 속성을 사용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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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 IdentiCenter 인증서 교체

• 유효 기간 — 새 IAM Identity Center 인증서가 만료되기 전에 할당된 시간 (개월) 을 지정합니다.
• 키 크기 — 키가 암호화 알고리즘과 함께 사용해야 하는 비트 수를 결정합니다. 이 값을 1024비트 RSA 또

는 2048비트 RSA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에서 키 크기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키 
크기를 참조하십시오.

• 알고리즘 — IAM Identity Center가 SAML 어설션/응답에 서명할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지정합니다. 이 
값을 SHA-1 또는 SHA-256 중 하나를 사용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AWS서비스 공급업체에서 SHA-1 요
구하지 않는 한 가능하면 SHA-256 사용을 권장합니다. 암호화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정
보는 공개 키 암호화를 참조하십시오.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Applications]를 선택합니다.
3. 애플리케이션 목록에서 새 인증서를 생성할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4. 애플리케이션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Configuration (구성) 탭을 선택합니다. IAM ID 센터 메타데이터에

서 인증서 관리를 선택합니다. 구성 탭이 없거나 구성 설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 애플리케이션의 인
증서를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5. IAM ID 센터 인증서 페이지에서 새 인증서 생성을 선택합니다.
6. 새 IAM Identity Center 인증서 생성 대화 상자에서 유효 기간, 알고리즘 및 키 크기에 적합한 값을 지정

합니다. 그런 다음 생성을 선택합니다.

2단계: 서비스 공급자의 웹 사이트를 업데이트합니다.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 공급자와의 신뢰를 다시 설정하십시오.

Important

새 인증서를 서비스 공급자에 업로드하면 사용자가 인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려
면 다음 단계의 설명에 따라 새 인증서를 활성으로 설정합니다.

1. IAM Identity Center 콘솔에서 방금 새 인증서를 생성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구성 편집을 선택합니다.
3. 지침 보기를 선택한 다음 특정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공급자의 웹 사이트에 대한 지침에 따라 새로 생성

된 인증서를 추가합니다.

3단계: 새 인증서를 활성으로 설정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는 최대 2개의 인증서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증서가 활성으로 설정되었든 IAM 
Identity Center는 이를 사용하여 모든 SAML 어설션에 서명합니다.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Applications]를 선택합니다.
3. 애플리케이션 목록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4. 애플리케이션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Configuration (구성) 탭을 선택합니다. IAM ID 센터 메타데이터에

서 인증서 관리를 선택합니다.
5. IAM Identity Center 인증서 페이지에서 활성으로 설정하려는 인증서를 선택하고 동작을 선택한 다음 활

성으로 설정을 선택합니다.
6. 선택한 인증서를 활성으로 설정 대화 상자에서 인증서를 활성으로 설정하면 신뢰를 다시 설정해야 할 수

도 있다는 점을 이해했는지 확인한 다음 Make Active를 선택합니다.

4단계: 이전 인증서를 삭제합니다.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의 인증서 교체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비활성 상태인 인증서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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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만료 상태 표시기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Applications]를 선택합니다.
3. 애플리케이션 목록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4. 애플리케이션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구성 탭을 선택합니다. IAM ID 센터 메타데이터에서 인증서 관리를

선택합니다.
5. IAM ID 센터 인증서 페이지에서 삭제하려는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Actions를 선택하고 Delete를 선택합

니다.
6. 인증서 삭제 대화 상자에서 삭제를 선택합니다.

인증서 만료 상태 표시기
애플리케이션 속성의 애플리케이션 페이지에서 컬러 상태 표시기 아이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콘
은 목록의 각 인증서 옆에 있는 만료 날짜 열에 나타납니다. 다음은 IAM Identity Center가 각 인증서에 표시
할 아이콘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 빨간색 — 인증서가 현재 만료되었음을 나타냅니다.
• 노란색 — 인증서가 90일 이내에 만료됨을 나타냅니다.
• 녹색 — 인증서가 현재 유효하며 최소 90일 이상 유효함을 나타냅니다.

인증서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려면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Applications]를 선택합니다.
3. 신청 목록에서 Expires on 열에 표시된 대로 목록에 있는 인증서의 상태를 검토하십시오.

애플리케이션 속성
IAM Identity Center에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 애플리케이션 속성을 구성하여 사용자 경험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시작 URL
애플리케이션 시작 URL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과의 페더레이션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SP 
(서비스 공급자) 시작 바인딩만 지원하는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다음 단계와 다이어그램은 사용자가AWS 액세스 포털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할 때 애플리케이션 시작 
URL 인증 워크플로를 보여줍니다.

1. 사용자의 브라우저는 애플리케이션 시작 URL 값 (이 경우 https://example.com) 을 사용하여 인증 요청을 
리디렉션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은 IAM IDHTMLPOSTSAMLRequest 센터로 를 전송합니다.
3. 그러면 IAM Identity Center에서 를HTMLPOST 애플리케이션으로SAMLResponse 다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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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상태

릴레이 상태
연동 인증 프로세스 중에 릴레이 상태는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사용자를 리디렉션합니다. SAML 2.0의 경
우 이 값은 수정되지 않은 상태로 애플리케이션에 전달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속성이 구성되면 IAM Identity 
Center는 SAML 응답과 함께 릴레이 상태 값을 애플리케이션에 보냅니다.

세션 기간
세션 기간은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세션이 유효한 기간입니다. SAML 2.0
의 경우 SAML 어설션 요소의NotOnOrAfter 날짜를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
다saml2:Conditions.saml2:SubjectConfirmationData

세션 기간은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애플리케이션은 이를 사용하여 SAML 어설션의 유효 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
에게 허용되는 시간을 결정할 때 세션 기간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애플리케이션은 이를 사용하여 사용자 세션에 허용되는 최대 시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지속 시간이 더 짧은 사용자 세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애플리케이션이 구성된 세션 길이보다 짧은 
지속 시간을 가진 사용자 세션만 지원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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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에 사용자 액세스 권한 할당

• 애플리케이션은 이 기간을 정확한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관리자가 값을 구성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
니다. 이러한 문제는 애플리케이션이 특정 세션 길이만 지원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션 지속 시간이 사용되는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애플리케이션에 사용자 액세스 권한 할당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또는 사용자 지정 SAML 2.0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SSO 액세스 권한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Note

• 액세스 권한 관리를 단순화하려면 개별 사용자가 아닌 그룹에 직접 액세스 권한을 할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룹은 개별 사용자에게 권한을 적용할 필요 없이 사용자 그룹에 권한을 부여하거나 거
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다른 조직으로 이동하면 해당 사용자를 다른 그룹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에게 새 조직에 필요한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애플리케이션에 사용자 액세스 권한을 할당할 때 IAM Identity Center는 현재 중첩 그룹에 사용자
를 추가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중첩된 그룹에 추가된 경우 로그인 중에 “애플리
케이션이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속해 있는 직계 그룹을 대상으
로 할당해야 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자 또는 그룹 액세스 권한을 할당하려면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Note

다음 단계를 진행하기 전에 IAM Identity Center 콘솔이AWS Managed Microsoft AD 디렉터리
가 위치한 지역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Applications]를 선택합니다.
3. 애플리케이션 목록에서 액세스 권한을 할당하려는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4. 애플리케이션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할당된 사용자 탭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사용자 할당을 선택합니

다.
5. 사용자 지정 대화 상자에 사용자 또는 그룹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연결된 디렉터리 검색을 선택

합니다. 검색 결과에 나타나는 해당 계정을 선택하여 여러 사용자 또는 그룹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6. Assign users(사용자 배정)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액세스 제거
이 절차를 사용하여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또는 사용자 지정 SAML 2.0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자 액세
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 액세스를 제거하려면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Applications]를 선택합니다.
3. 애플리케이션 목록에서 액세스 권한을 제거할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4. 애플리케이션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할당된 사용자 탭을 선택합니다. 제거할 사용자 또는 그룹을 선택한 

다음 Remove (제거) 를 선택합니다.
5. 액세스 제거 대화 상자에서 사용자 또는 그룹 이름을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액세스 제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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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의 속성을 IAM ID 센터 속성에 매핑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속성을 IAM ID 센터 속성에 매핑합
니다.

일부 서비스 공급업체는 사용자 로그인에 대한 추가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자 지정 SAML 어설션을 요
구합니다. 이 경우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속성이 IAM Identity Center의 해당 속성에 매
핑되는 방식을 지정하십시오.

애플리케이션 속성을 IAM ID 센터의 속성에 매핑하려면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Applications]를 선택합니다.
3. 애플리케이션 목록에서 속성을 매핑하려는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4. 애플리케이션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속성 매핑 탭을 선택합니다.
5. 새 속성 매핑 추가를 선택합니다.
6. 첫 번째 텍스트 상자에 애플리케이션 속성을 입력합니다.
7. 두 번째 텍스트 상자에 애플리케이션 속성에 매핑하려는 IAM Identity Center의 속성을 입력합니다. 예

를 들어 애플리케이션 속성을Username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 속성에 매핑하고 싶을 수email
있습니다. IAM Identity Center에서 허용되는 사용자 속성 목록을 보려면 의 표를 참조하십시오속성 매
핑 (p. 35).

8. 테이블의 세 번째 열에서 메뉴에서 해당 속성 형식을 선택합니다.
9. 변경 사항 저장(Save changes)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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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액세스를 설정합니다.AWS Management Console

레질리언스 설계 및 지역별 행동
IAM ID 센터 서비스는 완벽하게 관리되며 Amazon S3 및 Amazon EC2와 같은 가용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AWS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가용 영역 장애 발생 시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IAM Identity Center는 여러 가
용 영역에서 운영됩니다.

AWS Organizations관리 계정에서 IAM ID 센터를 활성화합니다. 이는 IAM Identity Center가 사용자 전체의 
역할을 프로비저닝, 디프로비전 및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합니다AWS 계정. IAM ID 센터를 활
성화하면 현재 선택한 IAM IdentityAWS 리전 Center에 배포됩니다. 특정AWS 리전 지역에 배포하려면 IAM 
Identity Center를 활성화하기 전에 지역 선택을 변경하십시오.

Note

IAM Identity Center는 기본 지역에서만 권한 집합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합니다. 
IAM Identity Center가 단일 지역에서 운영되는 경우 액세스 제어와 관련된 위험을 고려하는 것이 좋
습니다.

IAM Identity Center는 사용자가 서비스를 활성화한 지역에서의 액세스를 결정하지만 글로벌 액세스AWS 계
정 권한은 다양합니다. 즉, 사용자는 IAM Identity Center에 로그인한 후 IAM Identity Center를AWS 계정 통
해 액세스하면 어느 지역에서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ageMaker Amazon과 같은 대부분의 
Identity Center 지원 애플리케이션을 IAM Identity Center와 동일한 지역에 설치해야 사용자가 이러한 애플리
케이션을 인증하고 액세스 권한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IAM Identity Center와 함께 사용할 
때의 지역적 제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애플리케이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애플리케이션이 구축된 플랫폼 또는 클라우드와 관계없이 IAM Identity Center를 사용하여 퍼블릭 URL
을 통해 연결할 수 있는 SAML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인증하고 액세스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 액세스를 설정합니다.AWS Management 
Console

IAM Identity Center는 고가용성AWS 인프라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가용 영역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단
일 장애 지점을 제거합니다. 예상치 못한 IAM Identity Center 또는AWS 지역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
여 추가 보호 계층을 확보하려면 임시 액세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구성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AWS Management Console.

목차
• 개요 (p. 122)
• 긴급 액세스 구성 요약 (p. 123)
• 중요한 운영 역할을 설계하는 방법 (p. 123)
• 액세스 모델을 계획하는 방법  (p. 124)
• 긴급 역할, 계정 및 그룹 매핑을 설계하는 방법 (p. 124)
• 긴급 액세스 구성을 만드는 방법 (p. 125)
• 비상 사태 대비 작업 (p. 126)
• 긴급 장애 조치 프로세스 (p.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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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정상 운영으로 복귀 (p. 126)
• Okta에서 직접 IAM 페더레이션 애플리케이션을 한 번 설정 (p. 126)

개요
AWS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타사 IdP를 IAM ID 센터에 Connect.
• SAML 2.0 기반 페더레이션을AWS 계정 사용하여 타사 IdP 개인과 Connect.

IAM Identity Center를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여 다음 섹션에 설명된 긴급 액세스 구성을 생성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성을 통해 IAM Identity Center를AWS 계정 액세스 메커니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AM Identity Center가 중단되면 비상 운영 사용자는 계정에 액세스할 때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직접 페더레이션을AWS Management Console 통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성은 IAM Identity 
Center를 사용할 수 없지만 IAM 데이터 플레인 및 외부 ID 공급자 (IdP) 는 사용할 수 있을 때 작동합니다.

Important

필요한 IAM 역할을 생성하기 위한 액세스 권한도 중단되면 구성을 생성할 수 없으므로 중단이 발생
하기 전에 이 구성을 배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구성을 정기적으로 테스트하여 IAM Identity 
Center가 중단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팀이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긴급 액세스 구성 요약
긴급 액세스를 구성하려면 다음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1. 에서 조직의 비상 운영 계정을 생성하십시오AWS Organizations.
2. SAML 2.0 기반 기반 기반 기반 기반 기반 연합을 사용하여 IdP 비상 운영 계정에 연결하세요.
3. 긴급 운영 계정에서 서드 파티 자격 증명 공급자 공급자 공급자 공급자 공급자 공급자 연동에 대하여를 생

성합니다. 또한 필요한 권한을 사용하여 각 워크로드 계정에서 비상 운영 역할을 생성하세요.
4. 긴급 운영 계정에서 생성한 IAM 역할에 워크로드 계정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위임합니다. 비상 운영 계정

에 대한 액세스를 승인하려면 IdP에 구성원 없이 비상 운영 그룹을 생성하세요.
5. IdP에 SAML 2.0 페더레이션 액세스를 허용하는 규칙을 생성하여 IdP 긴급 운영 그룹이 긴급 운영 역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AWS Management Console.

IdP 비상 운영 그룹에 구성원이 없기 때문에 정상 운영 중에는 아무도 비상 운영 계정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
다. IAM Identity Center가 중단되는 경우 IdP를 사용하여 IdP의 비상 운영 그룹에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를 
추가하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사용자는 IdP에 로그인하여 해당 IdP로 이동하여 비상 운영 계정에서 긴급 운
영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AWS Management Console 여기에서 이러한 사용자는 운영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워크로드 계정에서 긴급 액세스 역할로 역할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운영 역할을 설계하는 방법
이AWS 계정 설계에서는 사용자가 중요한 운영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IAM을 통해 페더레이션하는 단일 시
스템을 구성합니다. 중요한 운영 역할에는 사용자가 워크로드 계정에서 해당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신
뢰 정책이 있습니다. 워크로드 계정의 역할은 사용자가 필수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제공합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설계 개요를 제공합니다.

123

https://docs.aws.amazon.com/singlesignon/latest/userguide/manage-your-identity-source-idp.html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id_roles_providers_saml.html
https://docs.aws.amazon.com/organizations/latest/userguide/orgs_manage_accounts_create.html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id_roles_providers_saml.html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id_roles_create_for-idp.html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id_roles_create_for-idp.html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tutorial_cross-account-with-roles.html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tutorial_cross-account-with-roles.html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tutorial_cross-account-with-roles.html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id_roles_use_switch-role-console.html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사용 설명서

액세스 모델을 계획하는 방법 

액세스 모델을 계획하는 방법
긴급 액세스를 구성하기 전에 액세스 모델의 작동 방식에 대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다음 프로세스를 사용하
여 이 계획을 생성합니다.

1. IAM Identity Center가AWS 계정 중단되는 동안 긴급 운영자 액세스가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세요. 예를 들
어 프로덕션 계정은 필수일 수 있지만 개발 및 테스트 계정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계정 컬렉션에 대해 계정에서 필요한 특정 중요 역할을 식별하세요. 이러한 계정에서 역할이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일관되게 정의하세요. 이렇게 하면 긴급 액세스 계정에서 교차 계정 역할을 생성하는 작업
이 간소화됩니다. 이러한 계정에서는 읽기 전용 (RO) 과 운영 (Ops) 이라는 두 가지 별개의 역할로 시작하
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더 많은 역할을 생성하고 설정에서 이러한 역할을 보다 구분된 긴급 액세
스 사용자 그룹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3. IdP에서 긴급 액세스 그룹을 식별하고 생성하세요. 그룹 구성원은 긴급 액세스 역할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위임하는 사용자입니다.

4. 긴급 액세스 계정에서 이러한 그룹이 맡을 수 있는 역할을 정의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그룹이 액세스할 수 
있는 역할을 나열하는 클레임을 생성하는 규칙을 IdP에 정의하세요. 그러면 이러한 그룹이 긴급 액세스 계
정에서 읽기 전용 또는 운영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사용자는 워크로드 계정에서 
해당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긴급 역할, 계정 및 그룹 매핑을 설계하는 방법
다음 다이어그램은 긴급 액세스 그룹을 긴급 액세스 계정의 역할에 매핑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다이어그램
에는 긴급 액세스 계정 역할이 워크로드 계정의 해당 역할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계정 간 역할 신뢰 관
계도 나와 있습니다. 비상 계획을 설계할 때는 이러한 매핑을 출발점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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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액세스 구성을 만드는 방법

긴급 액세스 구성을 만드는 방법
다음 매핑 테이블을 사용하여 긴급 액세스 구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워크로드 계정에서 읽기 전용 
(RO) 및 운영 (Ops) 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해당 신뢰 정책 및 권한 정책과 함께 포함하는 계획을 반영합니
다. 신뢰 정책을 사용하면 긴급 액세스 계정 역할이 개별 워크로드 계정 역할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개별 
워크로드 계정 역할에는 역할이 계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권한 정책도 있습니다. 권한 정책은 관
리형 정책 또는 고객AWS 관리형 정책일 수 있습니다.

계정 생성할 역할 신뢰 정책 권한 정책

계정 1 EmergencyAccess_RO EmergencyAccess_Role1_ROarn:aws:iam::aws:policy/
ReadOnlyAccess

계정 1 EmergencyAccess_Ops EmergencyAccess_Role1_Opsarn:aws:iam::aws:policy/
job-function/
SystemAdministrator

계정 2 EmergencyAccess_RO EmergencyAccess_Role2_ROarn:aws:s::aws:::am:: :am:: :am: :aws:am: :aws:ReadOnlyAccess

계정 2 EmergencyAccess_Ops EmergencyAccess_Role2_Opsarn:aws:iam::aws:policy/
job-function/
SystemAdministrator

긴급 액세스 계정 EmergencyAccess_Role1_RO

EmergencyAccess_Role1_Ops

EmergencyAccess_Role2_RO

EmergencyAccess_Role2_Ops

IdP AssumeRole 계정의 역
할 리소스용

이 매핑 계획에서 긴급 액세스 계정에는 읽기 전용 역할 2개와 운영 역할 2개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역할은 
IdP 신뢰하여 어설션에 역할 이름을 전달하여 선택한 그룹이 역할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인증하고 권한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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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사태 대비 작업

여합니다. 워크로드 계정 1과 계정 2에는 해당하는 읽기 전용 및 운영 역할이 있습니다. 워크로드 계정 1의 
경우EmergencyAccess_RO 역할은 긴급 액세스 계정에 있는EmergencyAccess_Role1_RO 역할을 신뢰
합니다. 이 표에는 워크로드 계정 읽기 전용 및 운영 역할과 해당 긴급 액세스 역할 간의 유사한 신뢰 패턴이 
나와 있습니다.

비상 사태 대비 작업
긴급 액세스 구성을 준비하려면 긴급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다음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IdP에 다이렉트 IAM 페더레이션 애플리케이션을 설정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Okta에서 직접 IAM 페더레
이션 애플리케이션을 한 번 설정 (p. 126)을 참조하세요.

2. 이벤트 중에 액세스할 수 있는 긴급 액세스 계정에 IdP 연결을 생성합니다.
3. 위의 매핑 표에 설명된 대로 긴급 액세스 계정에서 긴급 액세스 역할을 생성합니다.
4. 각 워크로드 계정에서 신뢰 및 권한 정책을 사용하여 임시 운영 역할을 생성합니다.
5. IdP에 임시 작업 그룹을 생성합니다. 그룹 이름은 임시 운영 역할의 이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6. 직접 IAM 페더레이션을 테스트하십시오.
7. IdP에서 IdP 페더레이션 애플리케이션을 비활성화하여 정기적인 사용을 방지하세요.

긴급 장애 조치 프로세스
IAM Identity Center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없고AWS 관리 콘솔에 긴급 액세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다음과 같은 장애 조치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IdP 관리자가 IdP에서 직접 IAM 페더레이션 애플리케이션을 활성화합니다.
2. 사용자는 이메일 요청, Slack 채널 또는 기타 통신 양식과 같은 기존 메커니즘을 통해 임시 운영 그룹에 대

한 액세스를 요청합니다.
3. 긴급 액세스 그룹에 추가한 사용자는 IdP에 로그인하고 긴급 액세스 계정을 선택하면 사용자가 긴급 액세

스 계정에서 사용할 역할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비상 계정 역할과 교차 계정 신뢰가 있는 해
당 워크로드 계정에서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정상 운영으로 복귀
AWSHealth 대시보드를 확인하여 IAM Identity Center 서비스의 상태가 언제 복원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정상 
작동으로 돌아가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IAM ID 센터 서비스의 상태 아이콘이 서비스가 정상이라고 표시되면 IAM Identity Center에 로그인합니다.
2. IAM Identity Center에 성공적으로 로그인할 수 있으면 긴급 액세스 사용자에게 IAM Identity Center를 사

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이러한 사용자에게 로그아웃하고AWS 액세스 포털을 사용하여 IAM 
Identity Center에 다시 로그인하도록 안내하세요.

3. 모든 긴급 액세스 사용자가 로그아웃한 후 IdP에서 IdP 페더레이션 애플리케이션을 비활성화합니다. 작업 
시간 이후에 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IdP 긴급 액세스 그룹에서 긴급 액세스 그룹에서 모든 사용자를 제거합니다.

긴급 액세스 역할 인프라는 백업 액세스 계획으로 그대로 유지되지만 지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Okta에서 직접 IAM 페더레이션 애플리케이션을 한 번 
설정
1. 관리 권한을 가진 사용자로 Okta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126

https://health.aws.amazon.com/health/status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사용 설명서

Okta에서 직접 IAM 페더레이션 애플리케이션을 한 번 설정

2. Okta 관리 콘솔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합니다.
3. [앱 카탈로그 찾아보기] 를 선택합니다. AWS계정 페더레이션을 검색하고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통합 

추가를 선택합니다.
4. AWS계정 페더레이션을 위한 SAML 2.0 구성 방법의 단계에 따라 직접 IAM 페더레이션을 설정하십시

오.AWS
5. 로그온 옵션 탭에서 SAML 2.0을 선택하고 그룹 필터 및 역할 값 패턴 설정을 입력합니다. 사용자 디렉터

리의 그룹 이름은 구성하는 필터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그림에서role 변수는 긴급 액세스 계정의 긴급 운영 역할에 대한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 에
서EmergencyAccess_Role1_RO 역할을 만들고 (매핑 테이블에 설명된 대로) 그룹 필터 설정이 위 그
림과 같이 구성된 경우 그룹 이름은 이어야aws#EmergencyAccess_Role1_RO#123456789012 합니
다.AWS 계정123456789012

6. 디렉터리 (예: Active Directory의 디렉터리) 에서 긴급 액세스 그룹을 만들고 디렉터리의 이름 
(예:aws#EmergencyAccess_Role1_RO#123456789012) 을 지정합니다. 기존 프로비저닝 메커니즘
을 사용하여 이 그룹에 사용자를 할당합니다.

7. 긴급 액세스 계정에서 장애 발생 시 긴급 액세스 역할을 위임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제공하는 사용자 지
정 신뢰 정책을 구성합니다. 다음은EmergencyAccess_Role1_RO 역할에 연결된 사용자 지정 신뢰 정
책에 대한 예제 설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다이어그램의 긴급 계정을 참조하십시오긴급 역할, 계
정 및 그룹 매핑을 설계하는 방법 (p. 124).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Allow", 
         "Principal":{ 
            "Federated":"arn:aws:iam::123456789012:saml-provider/Okta" 
         }, 
         "Action":[ 
            "sts:AssumeRoleWithSAML", 
            "sts:SetSourceIdentity", 
            "sts:TagSession" 
         ], 
         "Condition":{ 
            "StringEquals":{ 
               "SAML:aud":"https:~/~/signin.aws.amazon.com/saml" 
            } 
         } 
      } 
   ]
}

8. 다음은EmergencyAccess_Role1_RO 역할에 연결된 권한 정책에 대한 예제 설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다이어그램의 긴급 계정을 참조하십시오긴급 역할, 계정 및 그룹 매핑을 설계하는 방
법 (p. 124).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Allow", 
         "Action":"sts:Assume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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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ource":[ 
            "arn:aws:iam::<account 1>:role/EmergencyAccess_RO", 
            "arn:aws:iam::<account 2>:role/EmergencyAccess_RO" 
         ] 
      } 
   ]
}

9. 워크로드 계정에서 사용자 지정 신뢰 정책을 구성합니다. 다음은EmergencyAccess_RO 역할에 첨부된
신뢰 정책에 대한 예제 설명입니다. 이 예에서 계정은 긴급 액세스123456789012 계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다이어그램의 워크로드 계정을 참조하십시오긴급 역할, 계정 및 그룹 매핑을 설계하는 방
법 (p. 124).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Effect":"Allow", 
         "Principal":{ 
            "AWS":"arn:aws:iam::123456789012:root" 
         }, 
         "Action":"sts:AssumeRole" 
      } 
   ]
}

Note

대부분의 IdPs 경우 필요할 때까지 애플리케이션 통합을 비활성화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
다. 긴급 액세스가 필요할 때까지 IdP에서 Direct IAM 페더레이션 애플리케이션을 비활성화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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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 Identity Center에 대한 ID 및 액세스 관리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의 보안

AWS에서 클라우드 보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AWS 고객은 보안에 매우 민감한 조직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도록 구축된 데이터 센터 및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안은 AWS와 귀하의 공동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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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정기적으로 AWS 규제 준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안 효과를 테스트하고 검증합니다.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
On)에 적용되는 규정 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정 준수 프로그램 제공 범위 내의 AWS 서비
스를 참조하세요.

• 클라우드 내 보안 – 귀하의 책임은 귀하가 사용하는 AWS 서비스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한 귀하는 데이터
의 민감도, 회사 요구 사항, 관련 법률 및 규정을 비롯한 기타 요소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IAM Identity Center를 사용할 때 공동 책임 모델을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주제에서는 보안 및 규정 준수 목표를 충족하도록 IAM Identity Center를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또한 IAM Identity Center 리소스를 모니터링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AWS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
법을 알아봅니다.

주제
• IAM Identity Center에 대한 ID 및 액세스 관리 (p. 129)
• IAM 아이덴티티 센터 콘솔 및 API 인증 (p. 152)
• IAM Identity Center에서 로깅 및 모니터링 (p. 153)
• IAM Identity Center에 대한 규정 (p. 170)
• IAM Identity Center의 복원력 (p. 171)
• IAM Identity Center의 인프라 보안 (p. 172)

IAM Identity Center에 대한 ID 및 액세스 관리
IAM Identity Center에 액세스하려면 가 요청을 인증하는 데 사용할AWS 수 있는 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자격 증명에는 IAM Identity Center가 지원되는 애플리케이션 같은AWS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AWS액세스 포털에 대한 인증은 IAM Identity Center에 연결한 디렉터리에 의해 제어됩니다. 그러나AWS 액
세스 포털 내에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AWS 계정에 대한 승인은 다음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1. IAM Identity Center 콘솔에서 해당AWS 계정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할당된 사용자 자세한 정보는 에 대한 
Single Sign-On 액세스AWS 계정 (p. 94)을 참조하세요.

2. IAM Identity Center 콘솔에서 해당AWS 계정에 대한 적절한 액세스를 허용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부여된 
권한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자세한 정보는 권한 집합 생성 및 관리 (p. 97)을 참조하세요.

다음 섹션에서는 관리자가 IAM Identity Center 콘솔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거나 IAM Identity Center 콘솔에
서 day-to-day 작업에 대한 관리자 액세스를 위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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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 인증 (p. 130)
• 액세스 제어 (p. 130)

인증
IAM ID를AWS 사용하여 액세스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액세스 제어
요청을 인증하는 데 유효한 자격 증명이 있더라도 권한이 없다면 IAM Identity Center 리소스를 생성하거나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IAM Identity Center에 연결된 디렉터리를 생성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IAM Identity Center에 대한 권한을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먼저 개요를 읽어 보면 도
움이 됩니다.

• IAM Identity Center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 관리 개요 (p. 130)
• IAM Identity Center에 대한 자격 증명 기반 정책 예제 (p. 132)
• IAM Identity Center에 대한 서비스 연결 역할 사용 (p. 147)

IAM Identity Center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 관리 개
요
모든 AWS 리소스는 AWS 계정의 소유이고 리소스 생성 또는 액세스 권한은 권한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계정 관리자는 사용자, 그룹, 역할, 즉, 사용자, 그룹, 역할, 즉, 사용자, 그룹, 역
할) 에 권한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서비스 (예:AWS Lambda) 는 리소스에 권한 추가도 지원합니다.

Note

계정 관리자 또는 관리자 사용자는 관리자 권한이 있는 사용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
서의 IAM 모범 사례를 참조하세요.

주제
• IAM Identity Center 리소스 및 작업 (p. 130)
• 리소스 소유권 이해 (p. 130)
• 리소스 액세스 관리 (p. 131)
• 정책 요소 지정: 작업, 효과, 리소스 및 보안 주체 (p. 132)
• 정책에서 조건 지정 (p. 132)

IAM Identity Center 리소스 및 작업
IAM Identity Center에서 기본 리소스는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 프로필 및 권한 집합입니다.

리소스 소유권 이해
리소스 소유자는 리소스를 만든 AWS계정입니다. 즉, 리소스 소유자는 리소스를 생성하는 요청을 인증하는 
보안 주체 엔터티 (계정, 사용자 또는 IAM 역할) 의 계정입니다.AWS 다음 예에서는 이 계정의 작동 방식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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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관리 개요

• 에서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 또는 권한 세트와 같은 IAM Identity Center 리소스를AWS 계정 루트 사용자 
생성하는 경우 사용자AWS 계정이 해당 리소스의 소유자입니다.

• AWS계정에서 사용자를 생성하고 해당 사용자에게 IAM Identity Center 리소스를 생성할 권한을 부여하면 
해당 사용자는 IAM Identity Center 리소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용자가 속한 AWS 계정이 
리소스를 소유합니다.

• AWS계정에서 IAM Identity Center 리소스를 생성할 권한이 있는 IAM 역할을 만드는 경우, 해당 역할을 담
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IAM Identity Center 리소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AWS 경우 역할이 IAM 
Identity Center 리소스를 소유합니다.

리소스 액세스 관리
권한 정책은 누가 무엇에 액세스 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권한 정책을 만드는 데 사용 
가능한 옵션에 대해 설명합니다.

Note

이 단원에서는 IAM Identity Center의 맥락에서 IAM Identity Center에 대해 설명하며, IAM 서비스
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루지 않습니다. IAM 설명서 전체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IAM이란 무엇
인가요? 단원을 참조하세요. IAM 정책 구문과 설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User Guide의 AWS 
IAM policy reference 섹션을 참조하세요.

IAM 자격 증명에 연결된 정책을 자격 증명 기반 정책(IAM 정책)이라고 합니다. 리소스에 연결된 정책을 리소
스 기반 정책이라고 합니다. IAM Identity Center는 자격 증명 기반 정책 (IAM 정책) 만 지원합니다.

주제
• 자격 증명 기반 정책(IAM 정책) (p. 131)
• 리소스 기반 정책 (p. 132)

자격 증명 기반 정책(IAM 정책)

권한을 IAM 자격 증명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권한 정책 연결AWS 계정 — 계정 관리자는 특정 사용자에 연결된 권한 정책을 사용하여 해당 사용자에게 
새 애플리케이션 등의 IAM Identity Center 리소스를 추가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역할에 권한 정책 연결(교차 계정 권한 부여) – 자격 증명 기반 권한 정책을 IAM 역할에 연결하여 교차 계
정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IAM을 사용하여 권한을 위임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액세스 관리 단원을 참조
하세요.

다음 권한 정책은 사용자에게 List로 시작하는 모든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작
업은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 또는 권한 세트와 같은 IAM Identity Center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보여 줍니다.
Resource요소에 와일드카드 문자 (*) 가 있으면 계정이 소유한 모든 IAM Identity Center 리소스에 대해 작
업이 허용됩니다.

{ 
   "Version":"2012-10-17", 
   "Statement":[ 
      { 
         "Effect":"Allow", 
         "Action":"sso:List*", 
         "Resourc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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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 Identity Center에서 자격 증명 기반 정책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세요IAM 
Identity Center에 대한 자격 증명 기반 정책 예제 (p. 132). 사용자, 그룹, 역할 및 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IAM User Guide의 Identities (users, groups, and roles)를 참조하세요.

리소스 기반 정책
Amazon S3과 같은 다른 서비스도 리소스 기반 권한 정책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정책을 S3 버킷에 연결
하여 해당 버킷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IAM Identity Center는 리소스 기반 정책을 지원하
지 않습니다.

정책 요소 지정: 작업, 효과, 리소스 및 보안 주체
각 IAM Identity Center 리소스 (참조IAM Identity Center 리소스 및 작업 (p. 130)) 에 대해 서비스는 API 작
업 집합을 정의합니다. 이러한 API 작업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IAM Identity Center는 정책에서 지정
할 수 있는 작업 집합을 정의합니다. API 작업을 수행하려면 둘 이상의 작업에 대한 권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
다.

다음은 기본 정책 요소입니다.

• 리소스 – 정책에서 Amazon 리소스 이름(ARN)을 사용하여 정책을 적용할 리소스를 식별합니다.
• 작업 – 작업 키워드를 사용하여 허용 또는 거부할 리소스 작업을 식별합니다. 예

를 들어sso:DescribePermissionsPolicies 권한은 사용자에게 IAM Identity 
CenterDescribePermissionsPolicies 작업을 수행하도록 허용합니다.

• 결과 – 사용자가 특정 작업을 요청하는 경우의 결과를 지정합니다. 이는 허용 또는 거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허용)하지 않는 경우, 액세스는 묵시적으로 거부
됩니다. 다른 정책에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라도 사용자가 해당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없도록 하
기 위해 리소스에 대한 권한을 명시적으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보안 주체 – 자격 증명 기반 정책(IAM 정책)에서 정책이 연결되는 사용자는 암시적인 보안 주체입니다. 리
소스 기반 정책의 경우 사용자, 계정, 서비스 또는 권한의 수신자인 기타 개체를 지정합니다(리소스 기반 
정책에만 해당). IAM Identity Center는 리소스 기반 정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IAM 정책 구문과 설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User Guide의 AWS IAM policy reference를 참조하세요.

정책에서 조건 지정
권한을 부여할 때 액세스 정책 언어를 사용하여 정책이 적용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날짜 이후에만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 언어에서의 조건 지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조건을 참조하세요.

조건을 표시하려면 미리 정의된 조건 키를 사용합니다. IAM Identity Center에 대한 조건 키는 없습니다. 하지
만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AWS 조건 키는 있습니다. 전체AWS 키 목록은 IAM 사용 설명서의 사용 가능
한 글로벌 조건 키를 참조하십시오.

IAM Identity Center에 대한 자격 증명 기반 정책 예제
이 주제에서는 사용자 및 역할에 IAM Identity Center 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생성할 수 있는 IAM 정책의 
예를 제공합니다.

Important

IAM Identity Center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관리를 위해 제공되는 기본 개념과 옵션 설명에 대한 소
개 주제 부분을 먼저 읽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IAM Identity Center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 관리 개요 (p. 130)을 참조하세요.

이 주제의 섹션에서는 다음 내용을 학습합니다.

• 사용자 지정 정책 예제 (p. 133)
• IAM Identity Center 콘솔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권한 (p.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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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지정 정책 예제
이 섹션에서는 사용자 지정 IAM 정책이 필요한 일반적인 사용 사례의 예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예제 정책은 
Principal 요소를 지정하지 않는 ID 기반 정책입니다. 이는 자격 증명 기반 정책에서는 권한을 가질 보안 주체
를 지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정책을 보안 주체에 연결합니다. IAM 역할에 자격 증명 기반 권한 정책을 
연결할 경우 역할의 신뢰 정책에 식별된 보안 주체는 권한을 가집니다. IAM에서 ID 기반 정책을 생성하여 사
용자, 그룹 및/또는 역할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IAM Identity Center에서 권한 세트를 생성할 때 이러한 정책
을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에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Note

환경에 맞는 정책을 만들 때 이 예제를 사용하고 프로덕션 환경에 이러한 정책을 배포하기 전에 긍
정적 (“액세스 허용”) 및 음성 (“액세스 거부”) 테스트 사례를 모두 테스트해야 합니다. IAM 정책 테스
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IAM 정책 시뮬레이터를 사용한 IAM 정책 테스트를 참
조하십시오.

주제
• 예제 1: 사용자에게 IAM Identity Center 보기 허용 (p. 133)
• 예 2: 사용자가 IAM ID 센터에서AWS 계정에 대한 권한을 관리하도록 허용 (p. 134)
• 예제 3: 사용자가 IAM Identity Center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도록 허용 (p. 135)
• 예제 4: 사용자가 Identity Center 디렉터리에서 사용자 및 그룹을 관리하도록 허용 (p. 136)

예제 1: 사용자에게 IAM Identity Center 보기 허용
다음 권한 정책은 사용자에게 읽기 전용 권한을 부여하여 사용자가 IAM Identity Center에 구성된 모든 설정
과 디렉토리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Note

이 정책은 예시용으로만 제공됩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IAM Identity Center
용ViewOnlyAccessAWS 관리형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VisualEditor0", 
            "Effect": "Allow", 
            "Action": [ 
                "ds:DescribeDirectories", 
                "ds:DescribeTrusts", 
                "iam:ListPolicies", 
                "organizations:DescribeOrganization", 
                "organizations:DescribeAccount", 
                "organizations:ListParents", 
                "organizations:ListChildren", 
                "organizations:ListAccounts", 
                "organizations:ListRoots", 
                "organizations:ListAccountsForParent", 
                "organizations:ListOrganizationalUnitsForParent", 
                "sso:ListManagedPoliciesInPermissionSet", 
                "sso:ListPermissionSetsProvisionedToAccount", 
                "sso:ListAccountAssignments", 
                "sso:ListAccountsForProvisionedPermissionSet", 
                "sso:ListPermissionSets", 
                "sso:DescribePermissionSet", 
                "sso:GetInlinePolicyForPermissionSet", 
                "sso-directory:DescribeDirectory", 
                "sso-directory:SearchUsers", 
                "sso-directory:Search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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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ource": "*" 
        } 
    ]
}

예 2: 사용자가 IAM ID 센터에서AWS 계정에 대한 권한을 관리하도록 허용

다음 권한 정책은 사용자가 계정에 대한 권한 정책은 사용자가AWS 계정에 대한 권한 정책은 권한을 부여합
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so:AttachManagedPolicyToPermissionSet", 
                "sso:CreateAccountAssignment", 
                "sso:CreatePermissionSet", 
                "sso:DeleteAccountAssignment", 
                "sso:DeleteInlinePolicyFromPermissionSet", 
                "sso:DeletePermissionSet", 
                "sso:DetachManagedPolicyFromPermissionSet", 
                "sso:ProvisionPermissionSet", 
                "sso:PutInlinePolicyToPermissionSet", 
                "sso:UpdatePermissionSet" 
            ], 
            "Resource": "*" 
        }, 
        { 
            "Sid": "IAMListPermissions", 
            "Effect": "Allow", 
            "Action": [ 
                "iam:ListRoles", 
                "iam:ListPolicies" 
            ], 
            "Resource": "*" 
        }, 
        { 
            "Sid": "AccessToSSOProvisionedRoles", 
            "Effect": "Allow", 
            "Action": [ 
                "iam:AttachRolePolicy", 
                "iam:CreateRole", 
                "iam:DeleteRole", 
                "iam:DeleteRolePolicy", 
                "iam:DetachRolePolicy", 
                "iam:GetRole", 
                "iam:ListAttachedRolePolicies", 
                "iam:ListRolePolicies", 
                "iam:PutRolePolicy", 
                "iam:UpdateRole", 
                "iam:UpdateRoleDescription" 
            ], 
            "Resource": "arn:aws:iam::*:role/aws-reserved/sso.amazonaws.com/*" 
        }, 
        { 
            "Effect": "Allow", 
            "Action": [ 
                "iam:GetSAMLProvider" 
            ], 
            "Resource": "arn:aws:iam::*:saml-provider/AWSSSO_*_DO_NOT_DELE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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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Note

및"Sid": "AccessToSSOProvisiondRoles" 섹션 아래에 나열된 추가 권한은 사용자가AWS 
Organizations 관리 계정에서 할당을 생성할 때만 필요합니다."Sid": "IAMListPermissions"
경우에 따라 이 섹션에iam:UpdateSAMLProvider 추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제 3: 사용자가 IAM Identity Center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도록 허용
다음 권한 정책은 사용자가 IAM Identity Center 카탈로그 내에서 사전 통합된 SaaS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
여 IAM Identity Center의 애플리케이션을 보고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Note

다음 정책 예제에 사용된sso:AssociateProfile 작업은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및 그룹 
할당을 관리하는 데 필요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기존 권한 집합을 사용하여AWS 계정에 사용자 및 
그룹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IAM Identity Center 내에서AWS 계정 액세스를 관리해야 하
고 권한 세트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 필요한 경우 를 참조하십시오예 2: 사용자가 IAM ID 센
터에서AWS 계정에 대한 권한을 관리하도록 허용 (p. 134).

2020년 10월부터 이러한 작업 중 상당수는AWS 콘솔을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 정책에는 list, 
get 및 search와 같은 “읽기”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작업은 이 경우 콘솔의 오류 없는 작동과 관련
이 있습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so:AssociateProfile", 
                "sso:CreateApplicationInstance", 
                "sso:ImportApplicationInstanceServiceProviderMetadata", 
                "sso:DeleteApplicationInstance", 
                "sso:DeleteProfile", 
                "sso:DisassociateProfile", 
                "sso:GetApplicationTemplate", 
                "sso:UpdateApplicationInstanceServiceProviderConfiguration", 
                "sso:UpdateApplicationInstanceDisplayData", 
                "sso:DeleteManagedApplicationInstance", 
                "sso:UpdateApplicationInstanceStatus", 
                "sso:GetManagedApplicationInstance", 
                "sso:UpdateManagedApplicationInstanceStatus", 
                "sso:CreateManagedApplicationInstance", 
                "sso:UpdateApplicationInstanceSecurityConfiguration", 
                "sso:UpdateApplicationInstanceResponseConfiguration", 
                "sso:GetApplicationInstance", 
                "sso:CreateApplicationInstanceCertificate", 
                "sso:UpdateApplicationInstanceResponseSchemaConfiguration", 
                "sso:UpdateApplicationInstanceActiveCertificate", 
                "sso:DeleteApplicationInstanceCertificate", 
                "sso:ListApplicationInstanceCertificates", 
                "sso:ListApplicationTemplates", 
                "sso:ListApplications", 
                "sso:ListApplicationInstances", 
                "sso:ListDirectoryAssociations", 
                "sso:ListProfiles", 
                "sso:ListProfileAssociations", 
                "sso:ListInstances", 
                "sso:GetProfile", 
                "sso:GetSSO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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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o:GetSsoConfiguration", 
                "sso-directory:DescribeDirectory", 
                "sso-directory:DescribeUsers", 
                "sso-directory:ListMembersInGroup", 
                "sso-directory:SearchGroups", 
                "sso-directory:SearchUsers" 
            ], 
            "Resource": "*" 
        } 
    ]
}

예제 4: 사용자가 Identity Center 디렉터리에서 사용자 및 그룹을 관리하도록 허용
다음 권한 정책은 사용자가 IAM Identity Center에서 사용자 및 그룹을 생성, 확인, 수정 및 삭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경우에 따라 IAM Identity Center의 사용자 및 그룹에 대한 직접 수정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Active 
Directory 또는 자동 프로비저닝이 활성화된 외부 ID 공급자를 ID 소스로 선택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so-directory:ListGroupsForUser", 
                "sso-directory:DisableUser", 
                "sso-directory:EnableUser", 
                "sso-directory:SearchGroups", 
                "sso-directory:DeleteGroup", 
                "sso-directory:AddMemberToGroup", 
                "sso-directory:DescribeDirectory", 
                "sso-directory:UpdateUser", 
                "sso-directory:ListMembersInGroup", 
                "sso-directory:CreateUser", 
                "sso-directory:DescribeGroups", 
                "sso-directory:SearchUsers", 
                "sso:ListDirectoryAssociations", 
                "sso-directory:RemoveMemberFromGroup", 
                "sso-directory:DeleteUser", 
                "sso-directory:DescribeUsers", 
                "sso-directory:UpdateGroup", 
                "sso-directory:CreateGroup" 
            ], 
            "Resource": "*" 
        } 
    ]
}

IAM Identity Center 콘솔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권한
사용자가 오류 없이 IAM Identity Center 콘솔을 사용하려면 추가 권한이 필요합니다. 최소 필수 권한보다 더 
제한적인 IAM 정책이 생성되면 콘솔은 해당 정책에 연결된 사용자에 대해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
음 예제는 IAM Identity Center 콘솔 내에서 오류 없이 작동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권한 집합을 나열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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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o:DescribeAccountAssignmentCreationStatus", 
                "sso:DescribeAccountAssignmentDeletionStatus", 
                "sso:DescribePermissionSet", 
                "sso:DescribePermissionSetProvisioningStatus", 
                "sso:DescribePermissionsPolicies", 
                "sso:DescribeRegisteredRegions", 
                "sso:GetApplicationInstance", 
                "sso:GetApplicationTemplate", 
                "sso:GetInlinePolicyForPermissionSet", 
                "sso:GetManagedApplicationInstance", 
                "sso:GetMfaDeviceManagementForDirectory", 
                "sso:GetPermissionSet", 
                "sso:GetPermissionsPolicy", 
                "sso:GetProfile", 
                "sso:GetSharedSsoConfiguration", 
                "sso:GetSsoConfiguration", 
                "sso:GetSSOStatus", 
                "sso:GetTrust", 
                "sso:ListAccountAssignmentCreationStatus", 
                "sso:ListAccountAssignmentDeletionStatus", 
                "sso:ListAccountAssignments", 
                "sso:ListAccountsForProvisionedPermissionSet", 
                "sso:ListApplicationInstanceCertificates", 
                "sso:ListApplicationInstances", 
                "sso:ListApplications", 
                "sso:ListApplicationTemplates", 
                "sso:ListDirectoryAssociations", 
                "sso:ListInstances", 
                "sso:ListManagedPoliciesInPermissionSet", 
                "sso:ListPermissionSetProvisioningStatus", 
                "sso:ListPermissionSets", 
                "sso:ListPermissionSetsProvisionedToAccount", 
                "sso:ListProfileAssociations", 
                "sso:ListProfiles", 
                "sso:ListTagsForResource", 
                "sso-directory:DescribeDirectory", 
                "sso-directory:DescribeGroups", 
                "sso-directory:DescribeUsers", 
                "sso-directory:ListGroupsForUser", 
                "sso-directory:ListMembersInGroup", 
                "sso-directory:SearchGroups", 
                "sso-directory:SearchUsers" 
            ], 
            "Resource": "*" 
        } 
    ]
}

AWSIAM Identity Center에 대한 관리형 정책
팀에 필요한 권한만 제공하는 IAM 고객 관리형 정책을 생성하려면 시간과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빨리 시
작하려면 AWS 관리형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일반적인 사용 사례에 적용되며 AWS 계
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 관리형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AM 사용 설명서에서 AWS 관리형 정
책을 참조하세요.

AWS 서비스 유지 관리 및 AWS 관리형 정책 업데이트입니다. AWS 관리형 정책에서 권한을 변경할 수 없습
니다. 서비스는 때때로 추가 권한을 AWS 관리형 정책에 추가하여 새로운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 유형의 업
데이트는 정책이 연결된 모든 자격 증명(사용자, 그룹 및 역할)에 적용됩니다. 서비스는 새로운 기능이 시작
되거나 새 태스크를 사용할 수 있을 때 AWS 관리형 정책에 업데이트됩니다. 서비스는 AWS 관리형 정책에
서 권한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 업데이트로 인해 기존 권한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AWS는 여러 서비스에 걸쳐 있는 직무에 대한 관리형 정책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ReadOnlyAccessAWS관리형 정책은 모든AWS 서비스 및 리소스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 권한을 제공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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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비스에서 새 기능을 시작하면 AWS는 새 작업 및 리소스에 대한 읽기 전용 권한을 추가합니다. 직무 정
책의 목록과 설명은 IAM 사용 설명서의 직무에 관한 AWS 관리형 정책을 참조하세요.

사용자 세션을 나열하고 삭제할 수 있는 새 작업은 새 네임스페이스에서 사용할 수identitystore-auth
있습니다. 이 네임스페이스의 작업에 대한 추가 권한은 이 페이지에서 업데이트됩니다. 사용자 지정 IAM 정
책을 생성할 때는 after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는 현재 또는 future 네임스페이스에 존재하는 모든 작업
에identitystore-auth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AWS관리형 정책: AWSSSOMasterAccountAdministrator
이AWSSSOMasterAccountAdministrator 정책은 교장에게 필요한 관리 조치를 제공합니다. 이 정책은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주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공된 작업 목록이 IAM Identity Center의 기존 기능 및 관리자에게 필요한 작업
과 일치하도록 업데이트됩니다.

AWSSSOMasterAccountAdministrator 정책을 IAM 자격 증명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AWSSSOMasterAccountAdministrator정책을 ID에 연결하면 관리자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 정책을 사용하는 주체는AWS Organizations 
관리 계정 및 모든 구성원 계정 내에서 IAM Identity Center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보안 주체는 IAM 
Identity Center 인스턴스, 사용자, 권한 집합 및 할당을 생성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모든 IAM Identity Center 
작업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안 책임자는AWS 조직 구성원 계정 전체에서 이러한 할당을 인
스턴스화하고AWS Directory Service 관리형 디렉터리와 IAM Identity Center 간에 연결을 설정할 수 있습니
다. 새로운 관리 기능이 출시되면 계정 관리자에게 이러한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권한 그룹화

이 정책은 제공된 권한 세트에 따라 명령문으로 그룹화됩니다.

• AWSSSOMasterAccountAdministrator— IAM Identity Center가 이름이 지정
된AWSServiceRoleforSSO 서비스 역할을 IAM Identity Center에 전달하여 나중에 역할을 맡아 대신 작
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사용자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IAM Identity Center를 활성화하려고 할 
때 필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중 계정 권한 (p. 91)을 참조하세요.

• AWSSSOMemberAccountAdministrator— IAM Identity Center가 다중 계정AWS 
환경에서 계정 관리자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관리형 정책: 
AWSSSOMemberAccountAdministrator (p. 140)을 참조하세요.

• AWSSSOManageDelegatedAdministrator— IAM Identity Center에서 조직의 위임된 관리자를 등록 
및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 
   "Version":"2012-10-17", 
   "Statement":[ 
     { 
         "Sid": "AWSSSOCreateSLR", 
         "Effect": "Allow", 
         "Action": "iam:CreateServiceLinkedRole", 
         "Resource": "arn:aws:iam::*:role/aws-service-role/sso.amazonaws.com/
AWSServiceRoleForSSO", 
         "Condition": { 
            "StringLike": { 
               "iam:AWSServiceName": "sso.amazonaws.com" 
            } 
         } 
     }, 
     { 
         "Sid":"AWSSSOMasterAccountAdministrator", 
         "Effect":"Allow", 
         "Action":"iam:PassRole", 
         "Resource":"arn:aws:iam::*:role/aws-service-role/sso.amazonaws.com/
AWSServiceRoleFor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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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dition":{ 
             "StringLike":{ 
               "iam:PassedToService":"sso.amazonaws.com" 
             } 
         } 
      }, 
      { 
         "Sid":"AWSSSOMemberAccountAdministrator", 
         "Effect":"Allow", 
         "Action":[ 
            "ds:DescribeTrusts", 
            "ds:UnauthorizeApplication", 
            "ds:DescribeDirectories", 
            "ds:AuthorizeApplication", 
            "iam:ListPolicies", 
            "organizations:EnableAWSServiceAccess", 
            "organizations:ListRoots", 
            "organizations:ListAccounts", 
            "organizations:ListOrganizationalUnitsForParent", 
            "organizations:ListAccountsForParent", 
            "organizations:DescribeOrganization", 
            "organizations:ListChildren", 
            "organizations:DescribeAccount", 
            "organizations:ListParents", 
            "organizations:ListDelegatedAdministrators", 
            "sso:*", 
            "sso-directory:*", 
            "identitystore:*", 
            "identitystore-auth:*", 
            "ds:CreateAlias", 
            "access-analyzer:ValidatePolicy" 
         ], 
         "Resource":"*" 
      }, 
      { 
         "Sid": "AWSSSOManageDelegatedAdministrator", 
         "Effect": "Allow", 
         "Action": [ 
            "organizations:RegisterDelegatedAdministrator", 
            "organizations:DeregisterDelegatedAdministrator" 
         ], 
         "Resource": "*", 
         "Condition": { 
            "StringEquals": {  
               "organizations:ServicePrincipal": "sso.amazonaws.com" 
        } 
            } 
        } 

   ]
}

이 정책에 대한 추가 정보
IAM Identity Center를 처음 활성화하면 IAM Identity Center 서비스가AWS Organizations 관리 계정 (이전의 
마스터 계정) 에 서비스 연결 역할을 생성하여 IAM Identity Center가 사용자 계정의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도
록 합니다. 필요한 작업은iam:CreateServiceLinkedRole 및 이며iam:PassRole, 다음 스니펫에 나와 
있습니다.

{ 
   "Version":"2012-10-17", 
   "Statement":[ 
      { 
         "Sid": "AWSSSOCreateS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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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 "Allow", 
         "Action": "iam:CreateServiceLinkedRole", 
         "Resource": "arn:aws:iam::*:role/aws-service-role/sso.amazonaws.com/
AWSServiceRoleForSSO", 
         "Condition": { 
            "StringLike": { 
               "iam:AWSServiceName": "sso.amazonaws.com" 
            } 
         } 
      }, 
      { 
         "Sid":"AWSSSOMasterAccountAdministrator", 
         "Effect":"Allow", 
         "Action":"iam:PassRole", 
         "Resource":"arn:aws:iam::*:role/aws-service-role/sso.amazonaws.com/
AWSServiceRoleForSSO", 
         "Condition":{ 
             "StringLike":{ 
               "iam:PassedToService":"sso.amazonaws.com" 
             } 
         } 
      }, 
   ]
}

AWS관리형 정책: AWSSSOMemberAccountAdministrator
이AWSSSOMemberAccountAdministrator 정책은 교장에게 필요한 관리 조치를 제공합니다. 이 정책은 
IAM Identity Center 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보안 책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공된 
작업 목록이 IAM Identity Center의 기존 기능 및 관리자에게 필요한 작업과 일치하도록 업데이트됩니다.

AWSSSOMemberAccountAdministrator 정책을 IAM 자격 증명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AWSSSOMemberAccountAdministrator정책을 ID에 연결하면 관리자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 정책을 사용하는 주체는AWS Organizations 관
리 계정 및 모든 구성원 계정 내에서 IAM Identity Center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보안 주체는 사용자, 권
한 집합 및 할당을 생성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모든 IAM Identity Center 작업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안 책임자는AWS 조직 구성원 계정 전체에서 이러한 할당을 인스턴스화하고AWS Directory Service 
관리형 디렉터리와 IAM Identity Center 간에 연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새 관리 기능이 릴리스되면 계정 관
리자에게 이러한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AWSSSOMemberAccountAdministrator", 
      "Effect": "Allow", 
      "Action": [ 
        "ds:DescribeDirectories", 
        "ds:AuthorizeApplication", 
        "ds:UnauthorizeApplication", 
        "ds:DescribeTrusts", 
        "iam:ListPolicies", 
        "organizations:EnableAWSServiceAccess", 
        "organizations:DescribeOrganization", 
        "organizations:DescribeAccount", 
        "organizations:ListRoots", 
        "organizations:ListAccounts", 
        "organizations:ListAccountsForParent", 
        "organizations:ListParents", 
        "organizations:ListChildren", 
        "organizations:ListOrganizationalUnitsForParent", 
        "organizations:ListDelegatedAdministrators", 
        "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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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o-directory:*", 
        "identitystore:*", 
        "identitystore-auth:*", 
        "ds:CreateAlias", 
        "access-analyzer:ValidatePolicy" 
      ], 
      "Resource": "*" 
    }, 
    { 
      "Sid": "AWSSSOManageDelegatedAdministrator", 
      "Effect": "Allow", 
      "Action": [ 
        "organizations:RegisterDelegatedAdministrator", 
        "organizations:DeregisterDelegatedAdministrator" 
      ], 
      "Resource": "*", 
        "Condition": { 
           "StringEquals": {  
              "organizations:ServicePrincipal": "sso.amazonaws.com" 
        } 
            } 
        } 
  ]
}

이 정책에 대한 추가 정보

IAM Identity Center 관리자는 ID 센터 디렉터리 스토어 (sso-directory) 에서 사용자, 그룹 및 암호를 관리합니
다. 계정 관리자 역할은 다음 작업에 대한 권한을 포함합니다.

• "sso:*"
• "sso-directory:*"

IAM Identity Center 관리자가 일상 작업을 수행하려면 다음AWS Directory Service 작업에 대한 제한된 권한
이 필요합니다.

• "ds:DescribeTrusts"
• "ds:UnauthorizeApplication"
• "ds:DescribeDirectories"
• "ds:AuthorizeApplication"
• “ds:CreateAlias”

이러한 권한을 통해 IAM Identity Center 관리자는 기존 디렉터리를 식별하고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여 
IAM Identity Center와 함께 사용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각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Directory 
ServiceAPI 권한: 작업, 리소스 및 조건 참조를 참조하세요.

IAM ID 센터는 IAM 정책을 사용하여 IAM ID 센터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IAM Identity Center 관리
자는 권한 세트를 생성하고 해당 권한 집합에 정책을 연결합니다. IAM Identity Center 관리자는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권한 집합과 함께 사용할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을 나열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안전하고 기능적인 권한을 설정하려면 IAM Identity Center 관리자에게 IAM Access Analyzer 정책 검증을 실
행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iam:ListPolicies"
• "access-analyzer:ValidatePolicy"

IAM Identity Center 관리자가 일상 작업을 수행하려면 다음AWS Organizations 작업에 대한 제한된 액세스 
권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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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ganizations:EnableAWSServiceAccess"
• "organizations:ListRoots"
• "organizations:ListAccounts"
• "organizations:ListOrganizationalUnitsForParent"
• "organizations:ListAccountsForParent"
• "organizations:DescribeOrganization"
• "organizations:ListChildren"
• "organizations:DescribeAccount"
• "organizations:ListParents"
• "organizations:ListDelegatedAdministrators"
• "organizations:RegisterDelegatedAdministrator"
• "organizations:DeregisterDelegatedAdministrator"

이러한 권한을 통해 IAM Identity Center 관리자는 조직 리소스 (계정) 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IAM 
Identity Center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조직에 속한 관리 계정 식별하기
• 조직에 속한 구성원 계정 식별하기
• 계정에 대한AWS 서비스 액세스 활성화
• 위임된 관리자 설정 및 관리

IAM Identity Center에서 위임된 관리자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세요위임된 관
리 (p. 91). 이러한 권한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AWS 서비스와AWS Organizations 함께 
사용을 참조하십시오.AWS Organizations

AWS 관리형 정책: AWSSSODirectoryAdministrator
AWSSSODirectoryAdministrator 정책을 IAM 자격 증명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 및 그룹에 관리자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정책이 첨부된 주도자는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 및 그룹을 원하는 대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 설명의 내용은 다음 코드 조
각에 나와 있습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AWSSSODirectoryAdministrator", 
            "Effect": "Allow", 
            "Action": [ 
                "sso-directory:*", 
                "identitystore:*", 
                "identitystore-auth:*", 
                "sso:ListDirectoryAssociations" 
            ], 
            "Resource": "*" 
        } 
    ]
}

AWS 관리형 정책: AWSSSOReadOnly
AWSSSOReadOnly 정책을 IAM 자격 증명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142

https://docs.aws.amazon.com/organizations/latest/userguide/orgs_integrate_services.html
https://docs.aws.amazon.com/organizations/latest/userguide/orgs_integrate_services.html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사용 설명서

AWS 관리형 정책

이 정책은 사용자가 IAM Identity Center에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읽기 전용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정책이 연결된 보안 주체는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 또는 그룹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이 정책이 첨부된 
보안 주체는 IAM Identity Center에서 어떤 업데이트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권한을 가진 
보안 주체는 IAM Identity Center 설정을 볼 수 있지만 설정 값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정책 설명의 내용
은 다음 코드 조각에 나와 있습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AWSSSOReadOnly", 
            "Effect": "Allow", 
            "Action": [ 
                "ds:DescribeDirectories", 
                "ds:DescribeTrusts", 
                "iam:ListPolicies", 
                "organizations:DescribeOrganization", 
                "organizations:DescribeAccount", 
                "organizations:ListParents", 
                "organizations:ListChildren", 
                "organizations:ListAccounts", 
                "organizations:ListRoots", 
                "organizations:ListAccountsForParent", 
                "organizations:ListOrganizationalUnitsForParent", 
                "organizations:ListDelegatedAdministrators", 
                "sso:Describe*", 
                "sso:Get*", 
                "sso:List*", 
                "sso:Search*", 
                "sso-directory:DescribeDirectory", 
                "access-analyzer:ValidatePolicy" 
            ], 
            "Resource": "*" 
        } 
    ]
}

AWS 관리형 정책: AWSSSODirectoryReadOnly
AWSSSODirectoryReadOnly 정책을 IAM 자격 증명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사용자가 IAM Identity Center에서 사용자 및 그룹을 볼 수 있는 읽기 전용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정책이 연결된 보안 주체는 IAM Identity Center 할당, 권한 집합, 애플리케이션 또는 설정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정책이 첨부된 보안 주체는 IAM Identity Center에서 어떤 업데이트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권한을 가진 보안 주체는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를 볼 수 있지만 사용자 속성을 변경하거나 MFA 디바이
스를 할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정책 설명의 내용은 다음 코드 조각에 나와 있습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AWSSSODirectoryReadOnly", 
            "Effect": "Allow", 
            "Action": [ 
                "sso-directory:Search*", 
                "sso-directory:Describe*", 
                "sso-directory:List*", 
                "sso-directory:Get*", 
                "identitystore:Describe*", 
                "identitystore:List*", 
                "identitystore-auth:ListSessions", 
                "identitystore-auth:BatchGet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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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ource": "*" 
        } 
    ]
}

AWS 관리형 정책: AWSIdentitySyncFullAccess
AWSIdentitySyncFullAccess 정책을 IAM 자격 증명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이 연결된 보안 주체에게는 동기화 프로필을 생성 및 삭제하고, 동기화 프로필을 동기화 대상에 연결 
또는 업데이트하고, 동기화 필터를 생성, 나열 및 삭제하고, 동기화를 시작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전체 액세
스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 세부 정보

이 정책에는 Active Directory에 액세스할 때 다음 권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ds:AuthorizeApplication— ID 동기화를 통해 동기화 프로필 생성 프로세스 중에 애플리케이션에 대
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ds:UnauthorizeApplication— ID 동기화를 통해 동기화 프로필 삭제 프로세스 중에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 설명의 내용은 다음 코드 조각에 나와 있습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ds:AuthorizeApplication", 
                "ds:UnauthorizeApplication" 
            ], 
            "Resource": "*" 
        },   
        { 
            "Effect": "Allow", 
            "Action": [ 
                "identity-sync:DeleteSyncProfile", 
                "identity-sync:CreateSyncProfile", 
                "identity-sync:GetSyncProfile", 
                "identity-sync:StartSync", 
                "identity-sync:StopSync", 
                "identity-sync:CreateSyncFilter", 
                "identity-sync:DeleteSyncFilter", 
                "identity-sync:ListSyncFilters", 
                "identity-sync:CreateSyncTarget", 
                "identity-sync:DeleteSyncTarget", 
                "identity-sync:GetSyncTarget", 
                "identity-sync:UpdateSyncTarget" 
            ], 
            "Resource": "*" 
        } 
    ]
}

AWS관리형 정책: AWSIdentitySyncReadOnlyAccess
AWSIdentitySyncReadOnlyAccess 정책을 IAM 자격 증명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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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사용자가 ID 동기화 프로필, 필터 및 대상 설정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읽기 전용 권한을 부여합
니다. 이 정책이 연결된 보안 주체는 동기화 설정을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권한이 있는 
보안 주체는 ID 동기화 설정을 볼 수 있지만 프로필 또는 필터 값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정책 설명의 내
용은 다음 코드 조각에 나와 있습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identity-sync:GetSyncProfile", 
                "identity-sync:ListSyncFilters", 
                "identity-sync:GetSyncTarget", 
            ], 
            "Resource": "*" 
        } 
    ]
}

AWS 관리형 정책: AWSSSOServiceRolePolicy
AWSSSOServiceRolePolicy정책을 IAM 자격 증명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책은 IAM Identity Center가 특정AWS 계정 인에 대한 SSO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를 위임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연결 역할에 연결됩니다AWS Organizations. IAM을 활성화하면 조직AWS 계정 
내 모든 곳에 서비스 연결 역할이 생성됩니다. 또한 IAM Identity Center는 이후에 조직에 추가되는 모든 
계정에 동일한 서비스 연결 역할을 생성합니다. 이 역할을 통해 IAM Identity Center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각 계정의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각AWS 계정에서 생성된 서비스 연결 역할의 이름이 지정됩니
다AWSServiceRoleForSSO. 자세한 정보는 IAM Identity Center에 대한 서비스 연결 역할 사용 (p. 147)을 
참조하세요.

AWS관리형 정책에 대한 IAM ID 센터 업데이트
다음 표에는 변경 사항을 추적하기 시작한 이후의 IAM Identity Center용AWS 관리형 정책 업데이트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페이지의 변경 사항에 대한 자동 알림을 받으려면 IAM Identity Center 문서 기록 페이지에서 
RSS 피드를 구독하세요.

변경 사항 설명 날짜

AWSSSODirectoryReadOnly (p. 143)이제 이 정책에는 사용자
가 세션을 나열하고 가져올 
수identitystore-auth 있는 
새 권한이 있는 새 네임스페이스
가 포함됩니다.

2023년 2월 21일

AWSSSOServiceRolePolicy (p. 145)이제 이 정책을 통해 관리 계정에
서UpdateSAMLProvider 작업
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 20일

AWSSSOMasterAccountAdministrator (p. 138)이제 이 정책에는 관리자가 사
용자의 세션을 나열하고 삭제할 
수identitystore-auth 있는 
새 권한이 있는 새 네임스페이스
가 포함됩니다.

2022년 10월 20일

AWSSSOMemberAccountAdministrator (p. 140)이제 이 정책에는 관리자가 사
용자의 세션을 나열하고 삭제할 

2022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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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설명 날짜
수identitystore-auth 있는 
새 권한이 있는 새 네임스페이스
가 포함됩니다.

AWSSSODirectoryAdministrator (p. 142)이제 이 정책에는 관리자가 사
용자의 세션을 나열하고 삭제할 
수identitystore-auth 있는 
새 권한이 있는 새 네임스페이스
가 포함됩니다.

2022년 10월 20일

AWSSSOMasterAccountAdministrator (p. 138)이 정책에는 이제 새로운 통
화ListDelegatedAdministrators
권한이 포함됩니다AWS 
Organizations. 이 정책에는 이
제RegisterDelegatedAdministrator
및 호출 권한
이AWSSSOManageDelegatedAdministrator
포함된 일부 권한도 포함됩니
다DeregisterDelegatedAdministrator.

2022년 8월 16일

AWSSSOMemberAccountAdministrator (p. 140)이 정책에는 이제 새로운 통
화ListDelegatedAdministrators
권한이 포함됩니다AWS 
Organizations. 이 정책에는 이
제RegisterDelegatedAdministrator
및 호출 권한
이AWSSSOManageDelegatedAdministrator
포함된 일부 권한도 포함됩니
다DeregisterDelegatedAdministrator.

2022년 8월 16일

AWSSSOReadOnly (p. 142) 이 정책에는 이제 새로운 통
화ListDelegatedAdministrators
권한이 포함됩니다AWS 
Organizations.

2022년 8월 11일

AWSSSOServiceRolePolicy (p. 145)이 정책에는 이
제DeleteRolePermissionsBoundary
및 을 호출할 수 있는 새
로운 권한이 포함됩니
다PutRolePermisionsBoundary.

2022년 7월 14일

AWSSSOServiceRolePolicy (p. 145)이제 이 정책에는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새 권한이 포함됩니다AWS 
Organizations.ListAWSServiceAccessForOrganization
and
ListDelegatedAdministrators

2022년 5월 11일

AWSSSOMasterAccountAdministrator (p. 138)

AWSSSOMemberAccountAdministrator (p. 140)

AWSSSOReadOnly (p. 142)

보안 주체는 검증을 위해 정책 확
인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IAM 액
세스 분석기 권한을 추가합니다.

2022년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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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설명 날짜

AWSSSOMasterAccountAdministrator (p. 138)이 정책은 이제 모든 IAM Identity 
Center ID 스토어 서비스 작업을 
허용합니다.

IAM Identity Center Identity Store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작업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IAM Identity 
Center 아이덴티티 스토어 API 참
조 를 참조하세요.

2022년 3월 29일

AWSSSOMemberAccountAdministrator (p. 140)이 정책은 이제 모든 IAM Identity 
Center ID 스토어 서비스 작업을 
허용합니다.

2022년 3월 29일

AWSSSODirectoryAdministrator (p. 142)이 정책은 이제 모든 IAM Identity 
Center ID 스토어 서비스 작업을 
허용합니다.

2022년 3월 29일

AWSSSODirectoryReadOnly (p. 143)이제 이 정책은 IAM Identity 
Center ID 스토어 서비스 읽기 작
업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
니다. 이 액세스는 IAM Identity 
Center ID 스토어 서비스에서 사
용자 및 그룹 정보를 검색하는 데 
필요합니다.

2022년 3월 29일

AWSIdentitySyncFullAccess (p. 144)이 정책은 ID 동기화 권한에 대한 
모든 액세스를 허용합니다.

2022년 3월 3일

AWSIdentitySyncReadOnlyAccess (p. 144)이 정책은 보안 주체는 자격 증명 
동기화 설정을 볼 수 있도록 허용
하는 읽기 전용 권한을 부여합니
다.

2022년 3월 3일

AWSSSOReadOnly (p. 142) 이 정책은 보안 주체는 IAM 
Identity Center 구성 설정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읽기 전용 권한
을 부여합니다.

2021년 8월 4일

IAM Identity Center에서 변경 내
용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IAM Identity Center는AWS 관리
형 정책의 변경 사항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8월 4일

IAM Identity Center에 대한 서비스 연결 역할 사용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은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사용합니다. 서비스 연결 역할은 IAM Identity Center에 직접 연결된 
고유한 유형의 IAM 역할입니다. IAM Identity Center에서 사전 정의하며, 다른AWS 서비스를 자동으로 호출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권한을 포함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비스 연결 역할 (p. 109)을 참조하세요.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사용하면 필요한 권한을 수동으로 추가할 필요가 없으므로 IAM Identity Center를 더 쉽
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IAM Identity Center는 서비스 연결 역할의 권한을 정의하므로 다르게 정의되지 않은 
한, IAM Identity Center만 해당 역할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정의된 권한에는 신뢰 정책과 권한 정책이 포함
되며, 이 권한 정책은 다른 IAM 엔터티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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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연결 역할을 지원하는 기타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으로 작업하는 AWS 서비스를 참조해
서비스 연결 역할(Service-Linked Role) 열이 예(Yes)인 서비스를 찾으세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연결 
역할 설명서를 보려면 예(Yes) 링크를 선택합니다.

IAM Identity Center에 대한 서비스 연결 역할 권한
IAM Identity Center는 이름이 지정된 AWSServiceRoleForSSO서비스 연결 역할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대신
하여 IAM 역할, 정책 및 SAML IdP를 비롯한AWS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IAM Identity Center에 부
여합니다.

AWSServiceRoleForSSO 서비스 연결 역할은 역할을 위임하기 위해 다음 서비스를 신뢰합니다.

• IAM Identity Center

AWSServiceRoleForSSO 서비스 연결 역할 권한 정책을 통해 IAM Identity Center는 “/aws-reserved/
sso.amazonaws.com/” 경로에 있고 이름 접두사가 “AWSReservedSSO_”인 역할에 대해 다음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iam:AttachRolePolicy

• iam:CreateRole

• iam:DeleteRole

• iam:DeleteRolePermissionsBoundary

• iam:DeleteRolePolicy

• iam:DetachRolePolicy

• iam:GetRole

• iam:ListRolePolicies

• iam:PutRolePolicy

• iam:PutRolePermissionsBoundary

• iam:ListAttachedRolePolicies

AWSServiceRoleForSSO 서비스 연결 역할 권한 정책은 IAM Identity Center가 이름 접두사가 
“AWSSSO_”인 SAML 공급자에 대해 다음을 완료하도록 허용합니다.

• iam:CreateSAMLProvider

• iam:GetSAMLProvider

• iam:UpdateSAMLProvider

• iam:DeleteSAMLProvider

AWSServiceRoleForSSO 서비스 연결 역할 권한 정책은 IAM Identity Center가 모든 조직에서 다음을 완료하
도록 허용합니다.

• organizations:DescribeAccount

• organizations:DescribeOrganization

• organizations:ListAccounts

• organizations:ListAWSServiceAccessForOrganization

• organizations:ListDelegatedAdministrators

AWSServiceRoleForSSO 서비스 연결 역할 권한 정책은 IAM Identity Center가 모든 IAM 역할 (*) 에서 다음
을 완료하도록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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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m:listRoles

AWSServiceRoleForSSO 서비스 연결 역할 권한 정책을 통해 IAM ID 센터는 “arn:aws:iam: :*:role/aws-
service-role /sso.amazonaws.com/AWSServiceRoleForSSO”에서 다음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 iam:GetServiceLinkedRoleDeletionStatus

• iam:DeleteServiceLinkedRole

역할 권한 정책은 IAM Identity Center가 리소스에서 다음 작업을 완료하도록 허용합니다.

{ 
   "Version":"2012-10-17", 
   "Statement":[ 
      { 
         "Sid":"IAMRoleProvisioningActions", 
         "Effect":"Allow", 
         "Action":[ 
            "iam:AttachRolePolicy", 
            "iam:CreateRole", 
            "iam:DeleteRolePermissionsBoundary", 
            "iam:PutRolePermissionsBoundary", 
            "iam:PutRolePolicy", 
            "iam:UpdateRole", 
            "iam:UpdateRoleDescription", 
            "iam:UpdateAssumeRolePolicy" 
         ], 
         "Resource":[ 
            "arn:aws:iam::*:role/aws-reserved/sso.amazonaws.com/*" 
         ], 
         "Condition":{ 
            "StringNotEquals":{ 
               "aws:PrincipalOrgMasterAccountId":"${aws:PrincipalAccount}" 
            } 
         } 
      }, 
      { 
         "Sid":"IAMRoleReadActions", 
         "Effect":"Allow", 
         "Action":[ 
            "iam:GetRole", 
            "iam:ListRoles" 
         ], 
         "Resource":[ 
            "*" 
         ] 
      }, 
      { 
         "Sid":"IAMRoleCleanupActions", 
         "Effect":"Allow", 
         "Action":[ 
            "iam:DeleteRole", 
            "iam:DeleteRolePolicy", 
            "iam:DetachRolePolicy", 
            "iam:ListRolePolicies", 
            "iam:ListAttachedRolePolicies" 
         ], 
         "Resource":[ 
            "arn:aws:iam::*:role/aws-reserved/sso.amazonaws.com/*" 
         ] 
      }, 
      { 
         "Sid":"IAMSLRCleanupActions", 

149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사용 설명서

서비스 연결 역할 사용

         "Effect":"Allow", 
         "Action":[ 
            "iam:DeleteServiceLinkedRole", 
            "iam:GetServiceLinkedRoleDeletionStatus", 
            "iam:DeleteRole", 
            "iam:GetRole" 
         ], 
         "Resource":[ 
            "arn:aws:iam::*:role/aws-service-role/sso.amazonaws.com/AWSServiceRoleForSSO" 
         ] 
      }, 
      { 
        "Sid": "IAMSAMLProviderCreationAction", 
        "Effect": "Allow", 
        "Action": [ 
          "iam:CreateSAMLProvider" 
      ], 
      "Resource": [ 
         "arn:aws:iam::*:saml-provider/AWSSSO_*" 
       ], 
      "Condition": { 
         "StringNotEquals": { 
            "aws:PrincipalOrgMasterAccountId": "${aws:PrincipalAccount}" 
          } 
        } 
      }, 
      { 
        "Sid": "IAMSAMLProviderUpdateAction", 
        "Effect": "Allow", 
        "Action": [ 
          "iam:UpdateSAMLProvider" 
        ], 
        "Resource": [ 
           "arn:aws:iam::*:saml-provider/AWSSSO_*" 
        ] 
      },  
      { 
         "Sid":"IAMSAMLProviderCleanupActions", 
         "Effect":"Allow", 
         "Action":[ 
            "iam:DeleteSAMLProvider", 
            "iam:GetSAMLProvider" 
         ], 
         "Resource":[ 
            "arn:aws:iam::*:saml-provider/AWSSSO_*" 
         ] 
      }, 
      { 
         "Effect":"Allow", 
         "Action":[ 
            "organizations:DescribeAccount", 
            "organizations:DescribeOrganization", 
            "organizations:ListAccounts", 
            "organizations:ListAWSServiceAccessForOrganization", 
            "organizations:ListDelegatedAdministrators" 
         ], 
         "Resource":[ 
            "*" 
         ] 
      }, 
      { 
         "Sid":"AllowUnauthAppForDirectory", 
         "Effect":"Allow", 
         "Action":[ 
            "ds:UnauthorizeAppl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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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ource":[ 
            "*" 
         ] 
      }, 
      { 
         "Sid":"AllowDescribeForDirectory", 
         "Effect":"Allow", 
         "Action":[ 
            "ds:DescribeDirectories", 
            "ds:DescribeTrusts" 
         ], 
         "Resource":[ 
            "*" 
         ] 
      }, 
      { 
         "Sid":"AllowDescribeAndListOperationsOnIdentitySource", 
         "Effect":"Allow", 
         "Action":[ 
            "identitystore:DescribeUser", 
            "identitystore:DescribeGroup", 
            "identitystore:ListGroups", 
            "identitystore:ListUsers" 
         ], 
         "Resource":[ 
            "*" 
         ] 
      } 
   ]
}

IAM 엔터티(사용자, 그룹, 역할 등)가 서비스 연결 역할을 작성하고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구
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 연결 역할 권한을 참조하세요.

IAM Identity Center에 대한 서비스 연결 역할 만들기
서비스 연결 역할은 수동으로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활성화되면 IAM Identity Center는 Organizations 내 
조직 내 모든 계정에 서비스 연결 역할을 생성합니다.AWS 또한 IAM Identity Center는 이후에 조직에 추가되
는 모든 계정에 동일한 서비스 연결 역할을 생성합니다. 이 역할을 통해 IAM Identity Center는 사용자를 대신
하여 각 계정의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주석

• AWS Organizations관리 계정에 로그인한 경우 관리 계정은 서비스 연결 역할이 아니라 현재 로
그인한 역할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권한이 에스컬레이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IAM Identity Center가AWS Organizations 관리 계정에서 IAM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모든 작업은 
IAM 보안 주체의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이렇게 하면 CloudTrail 로그인을 통해 누가 
관리 계정에서 모든 권한을 변경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Important

IAM Identity Center 서비스가 서비스 연결 역할을 지원하기 시작한 2017년 12월 7일 이전에 이 서
비스를 사용했다면 IAM Identity Center가 사용자 계정에 해당 AWSServiceRoleForSSO 역할을 이
미 생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 IAM 계정에 표시되는 새 역할을 참조하세요.

이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삭제한 다음 다시 생성해야 하는 경우 동일한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계정에서 역할을 
다시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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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 Identity Center에 대한 서비스 연결 역할 편집
IAM Identity Center에서는 AWSServiceRoleForSSO 서비스 연결 역할을 편집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서
비스 연결 역할을 생성한 후에는 다양한 개체가 역할을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역할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
다. 하지만 IAM을 사용하여 역할의 설명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 연
결 역할 편집을 참조하세요.

IAM Identity Center에 대한 서비스 연결 역할 삭제
AWSServiceRoleForSSO 역할은 수동으로 삭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AWS계정이AWS 조직에서 제거되면 
IAM Identity Center는 리소스를 자동으로 정리하고 해당AWS 계정에서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삭제합니다.

또한 IAM 콘솔, IAM CLI 또는 IAM API를 사용하여 서비스 연결 역할을 수동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서
비스 연결 역할에 대한 리소스를 먼저 정리해야 수동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Note

리소스를 삭제하려 할 때 IAM Identity Center 서비스가 역할을 사용 중이면 삭제에 실패할 수 있습
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면 몇 분 기다렸다가 작업을 다시 시도하세요.

에서 사용하는 IAM ID 센터 리소스를 삭제하려면 AWSServiceRoleForSSO

1. 사용자 및 그룹 액세스 제거 (p. 96)AWS계정에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사용자 및 그룹용
2. 권한 세트를 삭제합니다. (p. 102)해당AWS 계정과 연결했다는 정보.

IAM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서비스 연결 역할 삭제

IAM 콘솔, IAM CLI 또는 IAM API를 사용하여 AWSServiceRoleForSSO 서비스 연결 역할을 삭제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서비스 연결 역할 삭제 섹션을 참조하세요.

IAM 아이덴티티 센터 콘솔 및 API 인증
기존 IAM ID 센터 콘솔 API는 이중 인증을 지원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이전에 생성된 기존 IAM Identity 
Center 인스턴스가 있는 경우 다음 표를 사용하여 현재 어떤 API 작업이 해당 날짜 이후에 릴리스된 최신 
API 작업에 매핑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15일 이전에 생성된 IAM Identity Center 인스턴스는 어떠한 작업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기존 API 작업과 새 API 작업을 모두 인정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이후에 생성된 인스턴스는 IAM ID 센
터 콘솔에서 인증을 위해 최신 API 작업을 사용합니다.

작업 이름 2020년 10월 15일 이전에 사용된 
API 작업

2020년 10월 15일 이후에 사용된 
API 작업

AssociateProfile AssociateProfile CreateAccountAssignment

AttachManagedPolicy PutPermissionsPolicy AttachManagedPolicyToPermissionSet

CreatePermissionSet CreatePermissionSet CreatePermissionSet

DeleteApplicationInstanceForAWsAccountDeleteApplicationInstance | 
DeleteTrust

DeleteAccountAssignment

DeleteApplicationProfileForAwsAccountDeleteProfile DeleteAccountAssignment

DeletePermissionsPolicy DeletePermissionsPolicy DeleteInlinePolicyFromPermissionSet

DeletePermissionSet DeletePermissionSet DeletePermission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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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이름 2020년 10월 15일 이전에 사용된 
API 작업

2020년 10월 15일 이후에 사용된 
API 작업

DescribePermissionsPolicies DescribePermissionsPolicies ListManagedPoliciesInPermissionSet

DetachManagedPolicy DeletePermissionsPolicy DetachManagedPolicyFromPermissionSet

DisassociateProfile DisassociateProfile DeleteAccountAssignment

GetApplicationInstanceForAWSAccountGetApplicationInstance ListAccountAssignments

받기AWSAccountProfileStatus GetProfile ListPermissionSetsProvisionedToAccount

GetPermissionSet GetPermissionSet DescribePermissionSet

GetPermissionsPolicy GetPermissionsPolicy GetInlinePolicyForPermissionSet

ListAccountsWithProvisionedPermissionSetListApplicationInstances | 
GetApplicationInstance

ListAccountsForProvisionedPermissionSet

리스트AWSAccountProfiles ListProfiles | GetProfile ListPermissionSetsProvisionedToAccount

ListPermissionSets ListPermissionSets ListPermissionSets

ListProfileAssociations ListProfileAssociations ListAccountAssignments

ProvisionApplicationInstanceForAWSAccountGetApplicationInstance | 
CreateApplicationInstance

CreateAccountAssignment

ProvisionApplicationProfileForAWSAccountInstanceGetProfile | CreateProfile | 
UpdateProfile

CreateAccountAssignment

프로비저닝 SAML 제공업체 GetTrust | CreateTrust | 
UpdateTrust

CreateAccountAssignment

PutPermissionsPolicy PutPermissionsPolicy PutInlinePolicyToPermissionSet

UpdatePermissionSet UpdatePermissionSet UpdatePermissionSet

IAM Identity Center에서 로깅 및 모니터링
조직에서 변경 사항이 기록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기치 않은 변경 사항
을 조사하고 원치 않는 변경 사항을 롤백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현재 두 가지AWS 서비스를 지원하므로 조직 및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작업을 모니터
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제
• 을 사용하여 IAM Identity Center API 호출 로깅AWS CloudTrail (p. 153)
• 아마존 CloudWatch 이벤트 (p. 169)

을 사용하여 IAM Identity Center API 호출 로깅AWS 
CloudTrail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IAM Identity Center에서 사용자, 역할 또는 
서비스가 수행한 작업에 대한 레코드를 제공하는AWS 서비스인 과 통합됩니다.AWS CloudTrail CloudT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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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여 IAM Identity Center 
API 호출 로깅AWS CloudTrail

IAM Identity Center에 대한 API 호출을 이벤트로 캡처합니다. 캡처되는 호출에는 IAM Identity Center 콘솔로
부터의 호출과 IAM Identity Center API 작업에 대한 코드 호출이 포함됩니다. 추적을 생성하면 IAM Identity 
Center용 CloudTrail 이벤트를 포함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Amazon S3 버킷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추적
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이벤트 기록에서 CloudTrail  콘솔의 최신 이벤트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에서 수집한 
CloudTrail 정보를 사용하여 IAM Identity Center에 수행된 요청, 요청이 수행된 IP 주소, 요청을 수행한 사람, 
요청이 수행된 시간 및 추가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CloudTrail 알아보려면 AWS CloudTrail사용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주제
• 의 IAM Identity Center 정보 CloudTrail (p. 154)
• IAM Identity Center 로그 파일 항목 이해 (p. 157)
• IAM Identity Center 로그인 이벤트 이해 (p. 159)

의 IAM Identity Center 정보 CloudTrail
CloudTrail 은 계정 생성 시AWS 계정에서 활성화됩니다. IAM Identity Center에서 활동이 발생하면, 해당 활
동은 CloudTrail 이벤트 기록 의 다른AWS 서비스 이벤트와 함께 이벤트에 기록됩니다. AWS 계정에서 최신 
이벤트를 확인, 검색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벤트 기록에서 이벤트 보기를 참조하십시
오. CloudTrail

IAM Identity Center에 대한 이벤트를 포함하여AWS 계정에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려면 추적을 생성합
니다. 추적은 Amazon S3 CloudTrail 버킷으로 로그 파일을 전송할 수 있게 해줍니다. 콘솔에서 추적을 생성
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AWS 리전에 추적이 적용됩니다. 추적은 AWS 파티션에 있는 모든 리전의 이벤트를 
로깅하고 지정된 Amazon S3 버킷으로 로그 파일을 전송합니다. 또는 CloudTrail 로그에서 수집된 이벤트 데
이터를 추가 분석 및 처리하도록 다른AWS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조하
세요.

• 추적 생성 개요
• CloudTrail 지원되는 서비스 및 통합
• 에 대한 Amazon SNS 알림 구성 CloudTrail
• 여러 리전에서 CloudTrail 로그 파일 수신 및 여러 계정에서 CloudTrail 로그 파일 수신

AWS계정에서 CloudTrail 로깅을 사용하는 경우 IAM Identity Center 작업에 대한 API 호출이 로그 파일에
서 추적됩니다. IAM Identity Center 레코드가 다른AWS 서비스 레코드와 함께 로그 파일에 기록됩니다. 
CloudTrail 기간 및 파일 크기를 기준으로 새 파일을 만들고 기록하는 시점을 결정합니다.

지원되는 IAM ID 센터 CloudTrail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콘솔 API 작업 퍼블릭 API 작업

AssociateDirectory AttachManagedPolicyToPermissionSet

AssociateProfile CreateAccountAssignment

BatchDeleteSession CreateInstanceAccessControlAttributeConfiguration

BatchGetSession CreatePermissionSet

CreateApplicationInstance DeleteAccountAssignment

CreateApplicationInstanceCertificate DeleteInlinePolicyFromPermissionSet

CreatePermissionSet DeleteInstanceAccessControlAttributeConfiguration

CreateProfile DeletePermission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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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여 IAM Identity Center 
API 호출 로깅AWS CloudTrail

콘솔 API 작업 퍼블릭 API 작업

DeleteApplicationInstance DescribeAccountAssignmentCreationStatus

DeleteApplicationInstanceCertificate DescribeAccountAssignmentDeletionStatus

DeletePermissionsPolicy DescribeInstanceAccessControlAttributeConfiguration

DeletePermissionSet DescribePermissionSet

DeleteProfile DescribePermissionSetProvisioningStatus

DescribePermissionsPolicies DetachManagedPolicyFromPermissionSet

DisassociateDirectory GetInlinePolicyForPermissionSet

DisassociateProfile ListAccountAssignmentCreationStatus

GetApplicationInstance ListAccountAssignmentDeletionStatus

GetApplicationTemplate ListAccountAssignments

GetMfaDeviceManagementForDirectory ListAccountsForProvisionedPermissionSet

GetPermissionSet ListInstances

GetSSOStatus ListManagedPoliciesInPermissionSet

ImportApplicationInstanceServiceProviderMetadataListPermissionSetProvisioningStatus

ListApplicationInstances ListPermissionSets

ListApplicationInstanceCertificates ListPermissionSetsProvisionedToAccount

ListApplicationTemplates ListTagsForResource

ListDirectoryAssociations ProvisionPermissionSet

ListPermissionSets PutInlinePolicyToPermissionSet

ListProfileAssociations TagResource

ListProfiles UntagResource

ListSessions UpdateInstanceAccessControlAttributeConfiguration

PutMfaDeviceManagementForDirectory UpdatePermissionSet

PutPermissionsPolicy  

StartSSO  

UpdateApplicationInstanceActiveCertificate 

UpdateApplicationInstanceDisplayData  

UpdateApplicationInstanceServiceProviderConfiguration 

UpdateApplicationInstanceStatus  

UpdateApplicationInstanceResponseConfiguration 

UpdateApplicationInstanceResponseSchema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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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 API 작업 퍼블릭 API 작업

UpdateApplicationInstanceSecurityConfiguration 

UpdateDirectoryAssociation  

UpdateProfile  

IAM Identity Center의 퍼블릭 API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Identity Center API 참조 가이드를 참조하
세요.

지원되는 IAM IAM Identity Center ID 스토어 CloudTrail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AddMemberToGroup
• CompleteVirtualMfaDeviceRegistration
• CompleteWebAuthnDeviceRegistration
• CreateAlias
• CreateExternalIdPConfigurationForDirectory
• CreateGroup
• CreateUser
• DeleteExternalIdPConfigurationForDirectory
• DeleteGroup
• DeleteMfaDeviceForUser
• DeleteUser
• DescribeDirectory
• DescribeGroups
• DescribeUsers
• DisableExternalIdPConfigurationForDirectory
• DisableUser
• EnableExternalIdPConfigurationForDirectory
• EnableUser
• GetAWSSPConfigurationForDirectory
• ListExternalIdPConfigurationsForDirectory
• ListGroupsForUser
• ListMembersInGroup
• ListMfaDevicesForUser
• PutMfaDeviceManagementForDirectory
• RemoveMemberFromGroup
• SearchGroups
• SearchUsers
• StartVirtualMfaDeviceRegistration
• StartWebAuthnDeviceRegistration
• UpdateExternalIdPConfigurationForDirectory
• UpdateGroup
• UpdateMfaDeviceForUser
• UpdatePass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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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User

• VerifyEmail

지원되는 IAM ID 센터 OIDC CloudTrail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CreateToken

• RegisterClient

• StartDeviceAuthorization

지원되는 IAM ID 센터 포털 CloudTrail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Authenticate

• Federate

모든 이벤트 및 로그 항목에는 요청을 생성한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자격 증명 정보를 이용하
면 다음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요청을 루트 사용자로 했는지 아니면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사용자 자격 증명으로 
했는지 여부.

• 역할 또는 페더레이션 사용자에 대한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요청이 생성되었는지 여부.
• 다른 AWS 서비스에서 요청했는지 여부.

자세한 내용은 CloudTrail userIdentity 요소를 참조하십시오.

IAM Identity Center 로그 파일 항목 이해
추적이란 지정한 Amazon S3 버킷에 이벤트를 로그 파일로 입력할 수 있게 하는 구성입니다. CloudTrail 로그 
파일에는 하나 이상의 로그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모든 소스로부터의 단일 요청을 나타내며 
요청 작업, 작업 날짜와 시간, 요청 파라미터 등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CloudTrail 로그 파일은 퍼블릭 
API 호출의 정렬된 스택 기록이 아니므로 특정 순서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음 예제는 IAM ID 센터 콘솔에서 발생한 관리자 (samadams@example.com) 의 CloudTrail 로그 항목을 보
여줍니다.

{ 
   "Records":[ 
      { 
         "eventVersion":"1.05", 
         "userIdentity":{ 
            "type":"IAMUser", 
            "principalId":"AIDAJAIENLMexample", 
            "arn":"arn:aws:iam::08966example:user/samadams", 
            "accountId":"08966example", 
            "accessKeyId":"AKIAIIJM2K4example", 
            "userName":"samadams" 
         }, 
         "eventTime":"2017-11-29T22:39:43Z", 
         "eventSource":"sso.amazonaws.com", 
         "eventName":"DescribePermissionsPolicies", 
         "awsRegion":"us-east-1", 
         "sourceIPAddress":"203.0.113.0", 
         "userAgent":"Mozilla/5.0 (Macintosh; Intel Mac OS X 10_11_6) AppleWebKit/537.36 
 (KHTML, like Gecko) Chrome/62.0.3202.94 Safari/537.36", 
         "requestParameters":{ 
            "permissionSetId":"ps-79a0dde74b95ed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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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ponseElements":null, 
         "requestID":"319ac6a1-d556-11e7-a34f-69a333106015", 
         "eventID":"a93a952b-13dd-4ae5-a156-d3ad6220b071", 
         "readOnly":true, 
         "resources":[ 

         ], 
         "eventType":"AwsApiCall", 
         "recipientAccountId":"08966example" 
      } 
   ]
}

다음 예제는AWS 액세스 포털에서 발생한 최종 사용자 (bobsmith@example.com) 작업에 대한 CloudTrail 로
그 항목을 보여줍니다.

{ 
   "Records":[ 
      { 
         "eventVersion":"1.05", 
         "userIdentity":{ 
            "type":"Unknown", 
            "principalId":"example.com//S-1-5-21-1122334455-3652759393-4233131409-1126", 
            "accountId":"08966example", 
            "userName":"bobsmith@example.com" 
         }, 
         "eventTime":"2017-11-29T18:48:28Z", 
         "eventSource":"sso.amazonaws.com", 
         "eventName":"https://portal.sso.us-east-1.amazonaws.com/instance/appinstances", 
         "awsRegion":"us-east-1", 
         "sourceIPAddress":"203.0.113.0", 
         "userAgent":"Mozilla/5.0 (Macintosh; Intel Mac OS X 10_11_6) AppleWebKit/537.36 
 (KHTML, like Gecko) Chrome/62.0.3202.94 Safari/537.36", 
         "requestParameters":null, 
         "responseElements":null, 
         "requestID":"de6c0435-ce4b-49c7-9bcc-bc5ed631ce04", 
         "eventID":"e6e1f3df-9528-4c6d-a877-6b2b895d1f91", 
         "eventType":"AwsApiCall", 
         "recipientAccountId":"08966example" 
      } 
   ]
}

다음 예제는 IAM ID 센터 OIDC에서 발생한 최종 사용자 (bobsmith@example.com) 작업에 대한 CloudTrail 
로그 항목을 보여줍니다.

{ 
      "eventVersion": "1.05", 
      "userIdentity": { 
        "type": "Unknown", 
        "principalId": "example.com//S-1-5-21-1122334455-3652759393-4233131409-1126", 
        "accountId": "08966example", 
        "userName": "bobsmith@example.com" 
      }, 
      "eventTime": "2020-06-16T01:31:15Z", 
      "eventSource": "sso.amazonaws.com", 
      "eventName": "CreateToken", 
      "awsRegion": "us-east-1", 
      "sourceIPAddress": "203.0.113.0", 
      "userAgent": "Mozilla/5.0 (Macintosh; Intel Mac OS X 10_11_6) AppleWebKit/537.36 
 (KHTML, like Gecko) Chrome/62.0.3202.94 Safari/537.36", 
      "requestParamet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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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entId": "clientid1234example", 
        "clientSecret": "HIDDEN_DUE_TO_SECURITY_REASONS", 
        "grantType": "urn:ietf:params:oauth:grant-type:device_code", 
        "deviceCode": "devicecode1234example" 
      }, 
      "responseElements": { 
        "accessToken": "HIDDEN_DUE_TO_SECURITY_REASONS", 
        "tokenType": "Bearer", 
        "expiresIn": 28800, 
        "refreshToken": "HIDDEN_DUE_TO_SECURITY_REASONS", 
        "idToken": "HIDDEN_DUE_TO_SECURITY_REASONS" 
      }, 
      "eventID": "09a6e1a9-50e5-45c0-9f08-e6ef5089b262", 
      "readOnly": false, 
      "resources": [ 
        { 
          "accountId": "08966example", 
          "type": "IdentityStoreId", 
          "ARN": "d-1234example" 
        } 
      ], 
      "eventType": "AwsApiCall", 
      "recipientAccountId": "08966example"
}

IAM Identity Center 로그인 이벤트 이해
AWS CloudTrail모든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ID 소스의 성공 및 실패 
로그인 이벤트를 기록합니다. 기본 SSO 및 Active Directory (AD Connector 및AWS Managed Microsoft AD) 
소스 ID에는 사용자에게 특정 자격 증명 문제 또는 요소를 해결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때마다 캡처되는 추
가 로그인 이벤트와 특정 자격 증명 확인 요청의 상태가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필수 자격 증명 챌린지를 모두 
완료한 후에만 로그인되며, 그러면UserAuthentication 이벤트가 기록됩니다.

다음 표에는 각 IAM Identity Center 로그인 CloudTrail 이벤트 이름, 목적 및 다양한 ID 소스에 대한 적용 가능
성이 나와 있습니다.

이벤트 이름 이벤트 목적 ID 소스 적용 가능성

CredentialChallenge IAM Identity Center에서 사용자
에게 특정 자격 증명 문제를 해결
하도록 요청했음을 알리고 필요
한 문제 (예: PASSWORD 또는 
TOTP) 를CredentialType 지
정했음을 알리는 데 사용됩니다.

기본 IAM ID 센터 사용자, AD 
Connector 및AWS Managed 
Microsoft AD

CredentialVerification 사용자가 특
정CredentialChallenge 요청
을 해결하려고 시도했음을 알리고 
해당 자격 증명의 성공 또는 실패 
여부를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본 IAM ID 센터 사용자, AD 
Connector 및AWS Managed 
Microsoft AD

UserAuthentication 사용자에게 문제가 발생한 모든 
인증 요구 사항이 성공적으로 완
료되었으며 사용자가 성공적으로 
로그인되었음을 알리는 데 사용됩
니다. 사용자가 필수 자격 증명 챌
린지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지 못하
면UserAuthentication 이벤
트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모든 ID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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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에는 특정 로그인 CloudTrail 이벤트에 포함된 유용한 추가 이벤트 데이터 필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벤트 이름 이벤트 목적 로그인 이벤트 적용 가능
성

예제 값

AuthWorkflowID 전체 로그인 시퀀스에서 
발생한 모든 이벤트를 상
호 연관시키는 데 사용됩
니다. 각 사용자 로그인
마다 IAM Identity Center
에서 여러 이벤트를 내보
낼 수 있습니다.

CredentialChallenge,
CredentialVerification,
UserAuthentication

“AuthWorkflowID”: 
“9de74b32-8362-4a01-
a524-de21df59fd83"

CredentialType 문제가 발생한 자격 증
명 또는 요소를 지정
하는 데 사용됩니다.
UserAuthentication이
벤트에는 사용자의 
로그인 순서에서 성
공적으로 확인된 모
든CredentialType 값
이 포함됩니다.

CredentialChallenge,
CredentialVerification,
UserAuthentication

CredentialType“: 
“비밀번호” 또는 
"CredentialType“: “비
밀번호, TOTP” (가능
한 값으로는 비밀번호, 
TOTP, WEBAUTHN, 
EXTERNAL_IDP, 
RESYNC_TOTP 등이 있
습니다.)

DeviceEnrollmentRequired사용자가 로그인하는 동
안 MFA 디바이스를 등록
해야 하며 사용자가 해당 
요청을 성공적으로 완료
했음을 지정하는 데 사용
됩니다.

UserAuthentication “DeviceEnrollmentRequired“: 
“사실”

LoginTo 성공적인 로그인 순서에 
따라 리디렉션 위치를 지
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UserAuthentication “LoginTo“:” https://
mydirectory.awsapps.com/
start/...”

IAM ID 센터 로그인 시나리오의 예제 이벤트

다음 예는 여러 로그인 시나리오에서 예상되는 CloudTrail 이벤트 순서를 보여줍니다.

주제
• 비밀번호만으로 인증한 경우 로그인 성공 (p. 160)
• 외부 ID 공급자를 통한 인증 시 로그인 성공 (p. 162)
• 암호 및 TOTP 인증 앱으로 인증할 때 로그인에 성공함 (p. 163)
• 암호로 인증한 경우 로그인에 성공하고 MFA 강제 등록해야 합니다. (p. 166)
• 비밀번호만 사용하여 인증할 때 로그인에 실패했습니다. (p. 168)

비밀번호만으로 인증한 경우 로그인 성공

다음 이벤트 시퀀스는 성공적인 암호 전용 로그인의 예를 캡처합니다.

CredentialChallenge (비밀번호)

{ 
   "eventVersion":"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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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Identity":{ 
      "type":"Unknown", 
      "principalId":"111122223333", 
      "arn":"", 
      "accountId":"111122223333", 
      "accessKeyId":"", 
      "userName":"user1" 
   }, 
   "eventTime":"2020-12-07T20:33:58Z", 
   "eventSource":"signin.amazonaws.com", 
   "eventName":"CredentialChallenge", 
   "awsRegion":"us-east-1", 
   "sourceIPAddress":"203.0.113.0", 
   "userAgent":"Mozilla/5.0 (Macintosh; Intel Mac OS X 10_15_7) AppleWebKit/537.36 (KHTML, 
 like Gecko) Chrome/87.0.4280.66 Safari/537.36", 
   "requestParameters":null, 
   "responseElements":null, 
   "additionalEventData":{ 
      "AuthWorkflowID":"9de74b32-8362-4a01-a524-de21df59fd83", 
      "CredentialType":"PASSWORD" 
   }, 
   "requestID":"5be44ffb-6946-4f47-acaf-1adebd4afead", 
   "eventID":"27ea7725-c1fd-4355-bdba-d0e628e0e604", 
   "readOnly":false, 
   "eventType":"AwsServiceEvent", 
   "managementEvent":true, 
   "eventCategory":"Management", 
   "recipientAccountId":"111122223333", 
   "serviceEventDetails":{ 
      "CredentialChallenge":"Success" 
   }
}

성공 CredentialVerification (비밀번호)

{ 
   "eventVersion":"1.08", 
   "userIdentity":{ 
      "type":"Unknown", 
      "principalId":"111122223333", 
      "arn":"", 
      "accountId":"111122223333", 
      "accessKeyId":"", 
      "userName":"user1" 
   }, 
   "eventTime":"2020-12-07T20:34:09Z", 
   "eventSource":"signin.amazonaws.com", 
   "eventName":"CredentialVerification", 
   "awsRegion":"us-east-1", 
   "sourceIPAddress":"203.0.113.0", 
   "userAgent":"Mozilla/5.0 (Macintosh; Intel Mac OS X 10_15_7) AppleWebKit/537.36 (KHTML, 
 like Gecko) Chrome/87.0.4280.66 Safari/537.36", 
   "requestParameters":null, 
   "responseElements":null, 
   "additionalEventData":{ 
      "AuthWorkflowID":"9de74b32-8362-4a01-a524-de21df59fd83", 
      "CredentialType":"PASSWORD" 
   }, 
   "requestID":"f3cf52ad-fd3d-4889-8c15-f18d1a7c7393", 
   "eventID":"c49640f6-0c8a-43d3-a6e0-900e3bb188d4", 
   "readOnly":false, 
   "eventType":"AwsServiceEvent", 
   "managementEvent":true, 
   "eventCategory":"Management", 
   "recipientAccountId":"11112222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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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viceEventDetails":{ 
      "CredentialVerification":"Success" 
   }
}

성공 UserAuthentication (비밀번호만 해당)

{ 
   "eventVersion":"1.08", 
   "userIdentity":{ 
      "type":"Unknown", 
      "principalId":"111122223333", 
      "arn":"", 
      "accountId":"111122223333", 
      "accessKeyId":"", 
      "userName":"user1" 
   }, 
   "eventTime":"2020-12-07T20:34:09Z", 
   "eventSource":"signin.amazonaws.com", 
   "eventName":"UserAuthentication", 
   "awsRegion":"us-east-1", 
   "sourceIPAddress":"203.0.113.0", 
   "userAgent":"Mozilla/5.0 (Macintosh; Intel Mac OS X 10_15_7) AppleWebKit/537.36 (KHTML, 
 like Gecko) Chrome/87.0.4280.66 Safari/537.36", 
   "requestParameters":null, 
   "responseElements":null, 
   "additionalEventData":{ 
      "AuthWorkflowID":"9de74b32-8362-4a01-a524-de21df59fd83", 
      "LoginTo":"https://d-1234567890.awsapps.com/start/?
state=QVlBQmVGMHFiS0wzWlp1SFgrR25BRnFobU5nQUlnQUJBQk5FWVhSaFVHeGhibVZUZEdGMFpWQmhjbUZ0QUFsUVpYSmxaM0pwYm1VQUFRQUhZWGR6TFd0dGN3QkxZWEp1T21GM2N6cHJiWE02ZFhNdFpXRnpkQzB4T2pjNE9ETTJNVFUxTWpnM056cHJaWGt2TjJOa056Um1PR1l0TnpNME5TMDBabUUxTFdFeU5Ea3RZV0kwTVRreE9UTmhOakkxQUxnQkFnRUFlTDJaOW85cm0xUHNKME05RjZtemdJSXczVU81a0trQy8yZktUWHNUbkx4b0FldytIdzFCK1NuM2NVWitsbncxdGdBQUFBQitNSHdHQ1NxR1NJYjNEUUVIQnFCdk1HMENBUUF3YUFZSktvWklodmNOQVFjQk1CNEdDV0NHU0FGbEF3UUJMakFSQkF5TFJxUDNsUUR6b0txUmlKQUNBUkNBTzRhalR4UUM3cUMvUG1ZUHBJWnRLS2ZlQkRHdmVsNXVJS1REdTkvekRNd2JxRFcxcVBTMDRkZUxST2NGYk96K2xzeGdTdUlKZTVYdiswZWdBZ0FBQUFBTUFBQVFBQUFBQUFBQUFBQUFBQUFBQVB5NEdEdUtWYnBzZWRTYTgvL3MrdEQvLy8vL0FBQUFBUUFBQUFBQUFBQUFBQUFBQVFBQUFGTXNzY3Q2V1QrZjg4N3AvbnlXQUNuQzFweGZaVGZvSjNSVWdhREJOKzNjK2F2NEI5WENxRDM2NkxmcTBzaDIrM3RDQ2J0N2VzMmw0Y1lDcXhwRFM3Y1JnRUxxMjQrVGdZSndvZXZkWW83eFV1bG9sVkJkTWFhcVBSenFyb2ZzNGpFR1FjUT0%3D&auth_code=11OawSqh1qmg4ePRn3DGfmBkWhJ5kYC4t6eFTprUDe8A_h_E75G3iwMNuAvLOs73v5vOaP_xA_PYJikGpt9UJ8kX92vRBCZPubpGegAoz__1fHKwL207gI6MVYEQvMKb2xfMf4qCKedRe0i-
BshlIc5OBAA6ftz73M6LsfLWDlfOxviO2K3wet946lC30f_iWdilx-
zv__4pSHf7mcUIs&wdc_csrf_token=srAzW1jK4GPYYoR452ruZ38DxEsDY9x81q1tVRSnno5pUjISvP7TqziOLiBLBUSxEjOmQk2XoLlcYolXjOMdiaBoVVBL482Q6iShpDgQcm271KWlODotVsoVADe1tixLr694N70foOPUAuIdi6RxxBSteidgAU7SBZDdfAxeJdqTg45kc4XpnCTKlQiIsrdFShisDnocFsj6EQRDTtEggww2MCXuJBByhpCfUIwg14znJwpR4F9wBw76xyTBBQOv&organization=d-9067230c03&region=us-
east-1", 
      "CredentialType":"PASSWORD" 
   }, 
   "requestID":"f3cf52ad-fd3d-4889-8c15-f18d1a7c7393", 
   "eventID":"e959a95a-2b33-478d-906c-4fe303e8a9f1", 
   "readOnly":false, 
   "eventType":"AwsServiceEvent", 
   "managementEvent":true, 
   "eventCategory":"Management", 
   "recipientAccountId":"111122223333", 
   "serviceEventDetails":{ 
      "UserAuthentication":"Success" 
   }
}

외부 ID 공급자를 통한 인증 시 로그인 성공

다음 이벤트 시퀀스는 외부 ID 공급자를 사용하여 SAML 프로토콜을 통해 인증된 경우 로그인에 성공한 예를 
보여줍니다.

성공 UserAuthentication (외부 ID 공급자)

{ 
   "eventVersion":"1.08", 
   "userIdentity":{ 
      "type":"Unknown", 
      "principalId":"111122223333", 
      "arn":"", 
      "accountId":"111122223333", 
      "accessKey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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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여 IAM Identity Center 
API 호출 로깅AWS CloudTrail

   }, 
   "eventTime":"2020-12-07T20:34:09Z", 
   "eventSource":"signin.amazonaws.com", 
   "eventName":"UserAuthentication", 
   "awsRegion":"us-east-1", 
   "sourceIPAddress":"203.0.113.0", 
   "userAgent":"Mozilla/5.0 (Macintosh; Intel Mac OS X 10_15_7) AppleWebKit/537.36 (KHTML, 
 like Gecko) Chrome/87.0.4280.66 Safari/537.36", 
   "requestParameters":null, 
   "responseElements":null, 
   "additionalEventData":{ 
      "AuthWorkflowID":"9de74b32-8362-4a01-a524-de21df59fd83", 
      "LoginTo":"https://d-1234567890.awsapps.com/start/?
state=QVlBQmVGMHFiS0wzWlp1SFgrR25BRnFobU5nQUlnQUJBQk5FWVhSaFVHeGhibVZUZEdGMFpWQmhjbUZ0QUFsUVpYSmxaM0pwYm1VQUFRQUhZWGR6TFd0dGN3QkxZWEp1T21GM2N6cHJiWE02ZFhNdFpXRnpkQzB4T2pjNE9ETTJNVFUxTWpnM056cHJaWGt2TjJOa056Um1PR1l0TnpNME5TMDBabUUxTFdFeU5Ea3RZV0kwTVRreE9UTmhOakkxQUxnQkFnRUFlTDJaOW85cm0xUHNKME05RjZtemdJSXczVU81a0trQy8yZktUWHNUbkx4b0FldytIdzFCK1NuM2NVWitsbncxdGdBQUFBQitNSHdHQ1NxR1NJYjNEUUVIQnFCdk1HMENBUUF3YUFZSktvWklodmNOQVFjQk1CNEdDV0NHU0FGbEF3UUJMakFSQkF5TFJxUDNsUUR6b0txUmlKQUNBUkNBTzRhalR4UUM3cUMvUG1ZUHBJWnRLS2ZlQkRHdmVsNXVJS1REdTkvekRNd2JxRFcxcVBTMDRkZUxST2NGYk96K2xzeGdTdUlKZTVYdiswZWdBZ0FBQUFBTUFBQVFBQUFBQUFBQUFBQUFBQUFBQVB5NEdEdUtWYnBzZWRTYTgvL3MrdEQvLy8vL0FBQUFBUUFBQUFBQUFBQUFBQUFBQVFBQUFGTXNzY3Q2V1QrZjg4N3AvbnlXQUNuQzFweGZaVGZvSjNSVWdhREJOKzNjK2F2NEI5WENxRDM2NkxmcTBzaDIrM3RDQ2J0N2VzMmw0Y1lDcXhwRFM3Y1JnRUxxMjQrVGdZSndvZXZkWW83eFV1bG9sVkJkTWFhcVBSenFyb2ZzNGpFR1FjUT0%3D&auth_code=11OawSqh1qmg4ePRn3DGfmBkWhJ5kYC4t6eFTprUDe8A_h_E75G3iwMNuAvLOs73v5vOaP_xA_PYJikGpt9UJ8kX92vRBCZPubpGegAoz__1fHKwL207gI6MVYEQvMKb2xfMf4qCKedRe0i-
BshlIc5OBAA6ftz73M6LsfLWDlfOxviO2K3wet946lC30f_iWdilx-
zv__4pSHf7mcUIs&wdc_csrf_token=srAzW1jK4GPYYoR452ruZ38DxEsDY9x81q1tVRSnno5pUjISvP7TqziOLiBLBUSxEjOmQk2XoLlcYolXjOMdiaBoVVBL482Q6iShpDgQcm271KWlODotVsoVADe1tixLr694N70foOPUAuIdi6RxxBSteidgAU7SBZDdfAxeJdqTg45kc4XpnCTKlQiIsrdFShisDnocFsj6EQRDTtEggww2MCXuJBByhpCfUIwg14znJwpR4F9wBw76xyTBBQOv&organization=d-9067230c03&region=us-
east-1", 
      "CredentialType":"EXTERNAL_IDP" 
   }, 
   "requestID":"f3cf52ad-fd3d-4889-8c15-f18d1a7c7393", 
   "eventID":"e959a95a-2b33-478d-906c-4fe303e8a9f1", 
   "readOnly":false, 
   "eventType":"AwsServiceEvent", 
   "managementEvent":true, 
   "eventCategory":"Management", 
   "recipientAccountId":"111122223333", 
   "serviceEventDetails":{ 
      "UserAuthentication":"Success" 
   }
}

암호 및 TOTP 인증 앱으로 인증할 때 로그인에 성공함

다음 이벤트 시퀀스는 로그인 시 다단계 인증이 필요하고 사용자가 암호와 TOTP 인증 앱을 사용하여 성공적
으로 로그인한 예를 보여줍니다.

CredentialChallenge (비밀번호)

{ 
   "eventVersion":"1.08", 
   "userIdentity":{ 
      "type":"Unknown", 
      "principalId":"111122223333", 
      "arn":"", 
      "accountId":"111122223333", 
      "accessKeyId":"", 
      "userName":"user1" 
   }, 
   "eventTime":"2020-12-08T20:40:13Z", 
   "eventSource":"signin.amazonaws.com", 
   "eventName":"CredentialChallenge", 
   "awsRegion":"us-east-1", 
   "sourceIPAddress":"203.0.113.0", 
   "userAgent":"Mozilla/5.0 (Macintosh; Intel Mac OS X 10_15_7) AppleWebKit/537.36 (KHTML, 
 like Gecko) Chrome/87.0.4280.66 Safari/537.36", 
   "requestParameters":null, 
   "responseElements":null, 
   "additionalEventData":{ 
      "AuthWorkflowID":"303486b5-fce1-4d59-ba1d-eb3acb790729", 
      "CredentialType":"PASSWORD" 
   }, 
   "requestID":"e454ea66-1027-4d00-9912-09c0589649e1", 
   "eventID":"d89cc0b5-a23a-4b88-843a-89329aeaef2e", 
   "readOnly":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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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WS Single Sign-On) 사용 설명서

을 사용하여 IAM Identity Center 
API 호출 로깅AWS CloudTrail

   "eventType":"AwsServiceEvent", 
   "managementEvent":true, 
   "eventCategory":"Management", 
   "recipientAccountId":"111122223333", 
   "serviceEventDetails":{ 
      "CredentialChallenge":"Success" 
   }
}

성공 CredentialVerification (비밀번호)

{ 
   "eventVersion":"1.08", 
   "userIdentity":{ 
      "type":"Unknown", 
      "principalId":"111122223333", 
      "arn":"", 
      "accountId":"111122223333", 
      "accessKeyId":"", 
      "userName":"user1" 
   }, 
   "eventTime":"2020-12-08T20:40:20Z", 
   "eventSource":"signin.amazonaws.com", 
   "eventName":"CredentialVerification", 
   "awsRegion":"us-east-1", 
   "sourceIPAddress":"203.0.113.0", 
   "userAgent":"Mozilla/5.0 (Macintosh; Intel Mac OS X 10_15_7) AppleWebKit/537.36 (KHTML, 
 like Gecko) Chrome/87.0.4280.66 Safari/537.36", 
   "requestParameters":null, 
   "responseElements":null, 
   "additionalEventData":{ 
      "AuthWorkflowID":"303486b5-fce1-4d59-ba1d-eb3acb790729", 
      "CredentialType":"PASSWORD" 
   }, 
   "requestID":"92c4ac90-0d9b-452d-95d5-728487612f5e", 
   "eventID":"4533fd49-6669-4d0b-b272-a0b2139309a8", 
   "readOnly":false, 
   "eventType":"AwsServiceEvent", 
   "managementEvent":true, 
   "eventCategory":"Management", 
   "recipientAccountId":"111122223333", 
   "serviceEventDetails":{ 
      "CredentialVerification":"Success" 
   }
}

CredentialChallenge (TOTP)

{ 
   "eventVersion":"1.08", 
   "userIdentity":{ 
      "type":"Unknown", 
      "principalId":"111122223333", 
      "arn":"", 
      "accountId":"111122223333", 
      "accessKeyId":"", 
      "userName":"user1" 
   }, 
   "eventTime":"2020-12-08T20:40:20Z", 
   "eventSource":"signin.amazonaws.com", 
   "eventName":"CredentialChallenge", 
   "awsRegion":"us-east-1", 
   "sourceIPAddress":"203.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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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Agent":"Mozilla/5.0 (Macintosh; Intel Mac OS X 10_15_7) AppleWebKit/537.36 (KHTML, 
 like Gecko) Chrome/87.0.4280.66 Safari/537.36", 
   "requestParameters":null, 
   "responseElements":null, 
   "additionalEventData":{ 
      "AuthWorkflowID":"303486b5-fce1-4d59-ba1d-eb3acb790729", 
      "CredentialType":"TOTP" 
   }, 
   "requestID":"92c4ac90-0d9b-452d-95d5-728487612f5e", 
   "eventID":"29202f08-f240-40cc-b789-c0cea8a27847", 
   "readOnly":false, 
   "eventType":"AwsServiceEvent", 
   "managementEvent":true, 
   "eventCategory":"Management", 
   "recipientAccountId":"111122223333", 
   "serviceEventDetails":{ 
      "CredentialChallenge":"Success" 
   }
}

성공 CredentialVerification (TOTP)

{ 
   "eventVersion":"1.08", 
   "userIdentity":{ 
      "type":"Unknown", 
      "principalId":"111122223333", 
      "arn":"", 
      "accountId":"111122223333", 
      "accessKeyId":"", 
      "userName":"user1" 
   }, 
   "eventTime":"2020-12-08T20:40:27Z", 
   "eventSource":"signin.amazonaws.com", 
   "eventName":"CredentialVerification", 
   "awsRegion":"us-east-1", 
   "sourceIPAddress":"203.0.113.0", 
   "userAgent":"Mozilla/5.0 (Macintosh; Intel Mac OS X 10_15_7) AppleWebKit/537.36 (KHTML, 
 like Gecko) Chrome/87.0.4280.66 Safari/537.36", 
   "requestParameters":null, 
   "responseElements":null, 
   "additionalEventData":{ 
      "AuthWorkflowID":"303486b5-fce1-4d59-ba1d-eb3acb790729", 
      "CredentialType":"TOTP" 
   }, 
   "requestID":"c40a691f-eeb1-4352-b286-5e909f96f318", 
   "eventID":"e889ff1d-fcaf-454f-805d-7132cf2362a4", 
   "readOnly":false, 
   "eventType":"AwsServiceEvent", 
   "managementEvent":true, 
   "eventCategory":"Management", 
   "recipientAccountId":"111122223333", 
   "serviceEventDetails":{ 
      "CredentialVerification":"Success" 
   }
}

성공 UserAuthentication (비밀번호+TOTP)

{ 
   "eventVersion":"1.08", 
   "userIdentity":{ 
      "type":"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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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cipalId":"111122223333", 
      "arn":"", 
      "accountId":"111122223333", 
      "accessKeyId":"", 
      "userName":"user1" 
   }, 
   "eventTime":"2020-12-08T20:40:27Z", 
   "eventSource":"signin.amazonaws.com", 
   "eventName":"UserAuthentication", 
   "awsRegion":"us-east-1", 
   "sourceIPAddress":"203.0.113.0", 
   "userAgent":"Mozilla/5.0 (Macintosh; Intel Mac OS X 10_15_7) AppleWebKit/537.36 (KHTML, 
 like Gecko) Chrome/87.0.4280.66 Safari/537.36", 
   "requestParameters":null, 
   "responseElements":null, 
   "additionalEventData":{ 
      "AuthWorkflowID":"303486b5-fce1-4d59-ba1d-eb3acb790729", 
      "LoginTo":"https://d-1234567890.awsapps.com/start/?state
\u003dQVlBQmVLeFhWeDRmZFJmMmxHcWYwdzhZck5RQUlnQUJBQk5FWVhSaFVHeGhibVZUZEdGMFpWQmhjbUZ0QUFsUVpYSmxaM0pwYm1VQUFRQUhZWGR6TFd0dGN3QkxZWEp1T21GM2N6cHJiWE02ZFhNdFpXRnpkQzB4T2pjNE9ETTJNVFUxTWpnM056cHJaWGt2TjJOa056Um1PR1l0TnpNME5TMDBabUUxTFdFeU5Ea3RZV0kwTVRreE9UTmhOakkxQUxnQkFnRUFlTDJaOW85cm0xUHNKME05RjZtemdJSXczVU81a0trQy8yZktUWHNUbkx4b0FjT3lLZ2RQUFBTRzN6d2l0WmJOSFVRQUFBQitNSHdHQ1NxR1NJYjNEUUVIQnFCdk1HMENBUUF3YUFZSktvWklodmNOQVFjQk1CNEdDV0NHU0FGbEF3UUJMakFSQkF3aHFPL1ZoaFU4bmJFaEoxZ0NBUkNBTzJYZ0xpem12MlJoM3lnRGJaQ2dUcUZlbk5iWGN2ZWVzUjV6WmpLeXZUVnBwTjk2ZGVUZ3plcURod3hRMmNTR1pkTnBVd1RWWWFxbGp2akRBZ0FBQUFBTUFBQVFBQUFBQUFBQUFBQUFBQUFBQUxhZjZTVnRvMlFKWWt0Q0crWjd6NnIvLy8vL0FBQUFBUUFBQUFBQUFBQUFBQUFBQVFBQUFGUFhUR3dad0NheXAwUlZBQjJOelZsZnJ1aEdEOUNPeDNqMENBakdseU9DSWxFejlnZWRqcUZxUHZnUzIrN1ltZE84R1BvN21FQ0sybnBqdm13enozWEdBdnJFcVNzZ2RVQVBReXFpcS9oWTdFaUxhZHBYclhYZDlKeUkxZGJ4K3k3Wk80WT0%3D
\u0026auth_code
\u003d11Fir1mCVJ-4Y5UY6RI10UCXvRePCHd6195xvYg1rwo1Pj7B-7UGIGlYUUVe31Nkzd7ihxKn6DMdnFfO01O8qc3RFR8FUd1w8Z91Txh_4i9y47-
Sx-pjBXKG_jUcvBk_UILdGytV4o1u97h42B-
TA_6uwdmJiw1dcCz_Rv44d_BS0PkulW-5LVJy1oeP1H0FPPMeheyuk5Uy48d5of9-c\u0026wdc_csrf_token
\u003dNMlui44guoVnxRd0qu2tYJIdyyFPX6SDRNTspIScfMM0AgFbho1nvvCaxPTghHbgHCRIXdffFtzH0sL1ow419BobnmqBsnJNx17h3kujsGzt9DJFaJCgbZQOF7pSbr1pHVMGg1MOOvniFekN6YmJ2CB1FeKUBbfNAz2bGZYnXrXQe6bTenIh5f0Pu9lhZJZ5KDQVka7afWFqOaQCzLEFwgATcJ44N6YcmmZBJbKHx3gyEDMzkwRuNJrwjoVpkmDH
\u0026organization\u003dd-9067230c03\u0026region\u003dus-east-1", 
      "CredentialType":"PASSWORD,TOTP" 
   }, 
   "requestID":"c40a691f-eeb1-4352-b286-5e909f96f318", 
   "eventID":"7a8c8725-db2f-488d-a43e-788dc6c73a4a", 
   "readOnly":false, 
   "eventType":"AwsServiceEvent", 
   "managementEvent":true, 
   "eventCategory":"Management", 
   "recipientAccountId":"111122223333", 
   "serviceEventDetails":{ 
      "UserAuthentication":"Success" 
   }
}

암호로 인증한 경우 로그인에 성공하고 MFA 강제 등록해야 합니다.

다음 이벤트 시퀀스는 암호 로그인에 성공했지만 사용자가 로그인을 완료하기 전에 MFA 디바이스 등록을 
완료해야 하는 경우의 예를 보여줍니다.

CredentialChallenge (비밀번호)

{ 
   "eventVersion":"1.08", 
   "userIdentity":{ 
      "type":"Unknown", 
      "principalId":"111122223333", 
      "arn":"", 
      "accountId":"111122223333", 
      "accessKeyId":"", 
      "userName":"user1" 
   }, 
   "eventTime":"2020-12-09T01:24:02Z", 
   "eventSource":"signin.amazonaws.com", 
   "eventName":"CredentialChallenge", 
   "awsRegion":"us-east-1", 
   "sourceIPAddress":"203.0.113.0", 
   "userAgent":"Mozilla/5.0 (Macintosh; Intel Mac OS X 10_15_7) AppleWebKit/537.36 (KHTML, 
 like Gecko) Chrome/87.0.4280.66 Safari/537.36", 
   "requestParameters":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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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ponseElements":null, 
   "additionalEventData":{ 
      "AuthWorkflowID":"76d8a26d-ad9c-41a4-90c3-d607cdd7155c", 
      "CredentialType":"PASSWORD" 
   }, 
   "requestID":"321f4b13-42b5-4005-a0f7-826cad26d159", 
   "eventID":"8c707b0f-e45a-4a9c-bee2-ff68638d2f1b", 
   "readOnly":false, 
   "eventType":"AwsServiceEvent", 
   "managementEvent":true, 
   "eventCategory":"Management", 
   "recipientAccountId":"111122223333", 
   "serviceEventDetails":{ 
      "CredentialChallenge":"Success" 
   }
}

성공 CredentialVerification (비밀번호)

{ 
   "eventVersion":"1.08", 
   "userIdentity":{ 
      "type":"Unknown", 
      "principalId":"111122223333", 
      "arn":"", 
      "accountId":"111122223333", 
      "accessKeyId":"", 
      "userName":"user1" 
   }, 
   "eventTime":"2020-12-09T01:24:09Z", 
   "eventSource":"signin.amazonaws.com", 
   "eventName":"CredentialVerification", 
   "awsRegion":"us-east-1", 
   "sourceIPAddress":"203.0.113.0", 
   "userAgent":"Mozilla/5.0 (Macintosh; Intel Mac OS X 10_15_7) AppleWebKit/537.36 (KHTML, 
 like Gecko) Chrome/87.0.4280.66 Safari/537.36", 
   "requestParameters":null, 
   "responseElements":null, 
   "additionalEventData":{ 
      "AuthWorkflowID":"76d8a26d-ad9c-41a4-90c3-d607cdd7155c", 
      "CredentialType":"PASSWORD" 
   }, 
   "requestID":"12b57efa-0a92-4479-91a3-5b6641817c21", 
   "eventID":"783b0c89-7142-4942-8b84-6ee0de1b992e", 
   "readOnly":false, 
   "eventType":"AwsServiceEvent", 
   "managementEvent":true, 
   "eventCategory":"Management", 
   "recipientAccountId":"111122223333", 
   "serviceEventDetails":{ 
      "CredentialVerification":"Success" 
   }
}

성공 UserAuthentication (비밀번호+MFA 등록 필요)

{ 
   "eventVersion":"1.08", 
   "userIdentity":{ 
      "type":"Unknown", 
      "principalId":"111122223333", 
      "arn":"", 
      "accountId":"11112222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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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essKeyId":"", 
      "userName":"user1" 
   }, 
   "eventTime":"2020-12-09T01:24:14Z", 
   "eventSource":"signin.amazonaws.com", 
   "eventName":"UserAuthentication", 
   "awsRegion":"us-east-1", 
   "sourceIPAddress":"203.0.113.0", 
   "userAgent":"Mozilla/5.0 (Macintosh; Intel Mac OS X 10_15_7) AppleWebKit/537.36 (KHTML, 
 like Gecko) Chrome/87.0.4280.66 Safari/537.36", 
   "requestParameters":null, 
   "responseElements":null, 
   "additionalEventData":{ 
      "AuthWorkflowID":"76d8a26d-ad9c-41a4-90c3-d607cdd7155c", 
      "LoginTo":"https://d-1234567890.awsapps.com/start/?state
\u003dQVlBQmVGQ3VqdHF5aW9CUDdrNXRTVTJUaWNnQUlnQUJBQk5FWVhSaFVHeGhibVZUZEdGMFpWQmhjbUZ0QUFsUVpYSmxaM0pwYm1VQUFRQUhZWGR6TFd0dGN3QkxZWEp1T21GM2N6cHJiWE02ZFhNdFpXRnpkQzB4T2pjNE9ETTJNVFUxTWpnM056cHJaWGt2TjJOa056Um1PR1l0TnpNME5TMDBabUUxTFdFeU5Ea3RZV0kwTVRreE9UTmhOakkxQUxnQkFnRUFlTDJaOW85cm0xUHNKME05RjZtemdJSXczVU81a0trQy8yZktUWHNUbkx4b0FSOVdDcXQ5bUxQeUJ2dFhJNTNFaGhvQUFBQitNSHdHQ1NxR1NJYjNEUUVIQnFCdk1HMENBUUF3YUFZSktvWklodmNOQVFjQk1CNEdDV0NHU0FGbEF3UUJMakFSQkF6Y0FYakw5TE1mdjh5a3owc0NBUkNBT3p5cTd4TXdzTFh3WnJ4dFNvVUF0MXVEU3J1WVBPWGc0UGFhNTNZQWxqamI2VFVyOGRYNjhpRDVoRCs3VVIrWVZUck1YOThsRGJCMmNHNHpBZ0FBQUFBTUFBQVFBQUFBQUFBQUFBQUFBQUFBQU03N1hhMlp4R1MzRUppT2xSY3ZRUnYvLy8vL0FBQUFBUUFBQUFBQUFBQUFBQUFBQVFBQUFGTVNpc3RSRGR6c0FmZmgwbHhsYks2RjZSNTg1NmdOZTRsaWxsT2x1QmVKZVRSRGtrVkVJRVl0Y0t4eFliRDJoV0JsUG9VbElCb01UYy9XbVNyRE1WU2JzcEl0ZXFMMVdxN2MrT2RRUXZFWEdHRUdkRXFpNHFpdmlmQmJhU2V1bGtmSERBOD0%3D
\u0026auth_code
\u003d11eZ80S_maUsZ7ABETjeQhyWfvIHYz52rgR28sYAKN1oEk2G07czrwzXvE9HLlN2K9De8LyBEV83SFeDQfrWpkwXfaBc2kNR125q_9JkiAeID3_5NkgvDEastjRV_mpFk0sf__0jRcr8vRm-
FJyJqkoGrt_w6rm_MpAn0uyrVq8udY EgU3fhOL3QWvWiquYnDPMyPmmy_qkZgR9rz__BI\u0026wdc_csrf_token
\u003dJih9U62o5LQDtYLNqCK8a6xj0gJg5BRWq2tbl75y8vAmwZhAqrgrgbxXat2M646UZGp93krw7WYQdHIgi5OYI9QSckf4aovh0maPetDfTj5twOa6FcUKKzMSMBkhJEwiMKgQ1ncaZTPRhdV8o53cyzTYPtZNp0KgrmxlLyZVscVnECUKogJxllWy67XU7po8K68iFqOCq5IGuAbv6zdblbQpaIR2OjgdHZgCjrPNFTUhaabhpOFtXdQNPDArJna1\u0026organization
\u003dd-9067230c03\u0026region\u003dus-east-1", 
      "CredentialType":"PASSWORD", 
      "DeviceEnrollmentRequired":"true" 
   }, 
   "requestID":"74d24604-a365-4237-8c4a-350795494b92", 
   "eventID":"a15bf257-7f37-46c0-b67c-fea5fa6166be", 
   "readOnly":false, 
   "eventType":"AwsServiceEvent", 
   "managementEvent":true, 
   "eventCategory":"Management", 
   "recipientAccountId":"111122223333", 
   "serviceEventDetails":{ 
      "UserAuthentication":"Success" 
   }
}

비밀번호만 사용하여 인증할 때 로그인에 실패했습니다.

다음 이벤트 시퀀스는 실패한 암호 전용 로그인의 예를 캡처합니다.

CredentialChallenge (비밀번호)

{ 
   "eventVersion":"1.08", 
   "userIdentity":{ 
      "type":"Unknown", 
      "principalId":"111122223333", 
      "arn":"", 
      "accountId":"111122223333", 
      "accessKeyId":"", 
      "userName":"user1" 
   }, 
   "eventTime":"2020-12-08T18:56:15Z", 
   "eventSource":"signin.amazonaws.com", 
   "eventName":"CredentialChallenge", 
   "awsRegion":"us-east-1", 
   "sourceIPAddress":"203.0.113.0", 
   "userAgent":"Mozilla/5.0 (Macintosh; Intel Mac OS X 10_15_7) AppleWebKit/537.36 (KHTML, 
 like Gecko) Chrome/87.0.4280.66 Safari/537.36", 
   "requestParameters":null, 
   "responseElements":null, 
   "additionalEventData":{ 
      "AuthWorkflowID":"adbf67c4-8188-4e2b-8527-fe539e328fa7", 
      "CredentialType":"PASS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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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questID":"f54848ea-b1aa-402f-bf0d-a54561a2ffcc", 
   "eventID":"d96f1d6c-dbd9-4a0b-9a45-6a2b66078c78", 
   "readOnly":false, 
   "eventType":"AwsServiceEvent", 
   "managementEvent":true, 
   "eventCategory":"Management", 
   "recipientAccountId":"111122223333", 
   "serviceEventDetails":{ 
      "CredentialChallenge":"Success" 
   }
}

실패 CredentialVerification (비밀번호)

{ 
   "eventVersion":"1.08", 
   "userIdentity":{ 
      "type":"Unknown", 
      "principalId":"111122223333", 
      "arn":"", 
      "accountId":"111122223333", 
      "accessKeyId":"", 
      "userName":"user1" 
   }, 
   "eventTime":"2020-12-08T18:56:21Z", 
   "eventSource":"signin.amazonaws.com", 
   "eventName":"CredentialVerification", 
   "awsRegion":"us-east-1", 
   "sourceIPAddress":"203.0.113.0", 
   "userAgent":"Mozilla/5.0 (Macintosh; Intel Mac OS X 10_15_7) AppleWebKit/537.36 (KHTML, 
 like Gecko) Chrome/87.0.4280.66 Safari/537.36", 
   "requestParameters":null, 
   "responseElements":null, 
   "additionalEventData":{ 
      "AuthWorkflowID":"adbf67c4-8188-4e2b-8527-fe539e328fa7", 
      "CredentialType":"PASSWORD" 
   }, 
   "requestID":"04528c82-a678-4a1f-a56d-ea2c6445a72a", 
   "eventID":"9160fe06-fc2a-474f-9b78-000ee067a09d", 
   "readOnly":false, 
   "eventType":"AwsServiceEvent", 
   "managementEvent":true, 
   "eventCategory":"Management", 
   "recipientAccountId":"111122223333", 
   "serviceEventDetails":{ 
      "CredentialVerification":"Failure" 
   }
}

아마존 CloudWatch 이벤트
IAM Identity Center는 CloudWatch Events와 함께 작동하여 관리자가 지정한 작업이 조직에서 발생하면 이
벤트를 트리거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의 중요성 때문에 대부분의 관리자는 사용자가 조직에 새 계정을 만들 
때마다 또는 멤버 계정의 관리자가 조직을 탈퇴하려고 할 때 경고를 표시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찾는 
CloudWatch 이벤트 규칙을 구성한 후 관리자가 정의한 대상으로 생성된 이벤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대상은 
해당 구독자에게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Amazon SNS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검토할 수 
있도록 작업의 세부 정보를 로깅하는 AWS Lambda 함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구성 및 활성화 방법을 포함하여 CloudWatch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CloudWatch Events 사
용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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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준수 검증

IAM Identity Center에 대한 규정
타사 감사자는 여러 규정AWS 준수 프로그램의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
On) 일환으로AWS 서비스 이러한 보안 및 규정 준수를 평가합니다.

AWS 서비스가 특정 규정 준수 프로그램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알아보려면 규정 준수 프로그램 제공 범위 내 
AWS 서비스를 참조하고 관심 있는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일반적인 정보는 AWS 규정 준수 프
로그램을 참조하세요.

AWS Artifact를 사용하여 타사 감사 보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Artifact에서 보
고서 다운로드를 참조하세요.

AWS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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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 설명하고 보안 및 
규정 준수에 중점을 둔 기본 AWS 환경을 배포하기 위한 단계를 제공합니다.

• Amazon Web Services에서 HIPAA 보안 및 규정 준수 기술 백서 설계 - 이 백서는 기업에서 AWS를 사용하
여 HIPAA를 준수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Note

모든 AWS 서비스에 HIPAA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HIPAA 적격 서비스 참
조를 참조하세요.

• AWS 규정 준수 리소스 - 고객 조직이 속한 산업 및 위치에 적용될 수 있는 워크북 및 가이드 콜렉션 입니
다.

• AWS Config 개발자 안내서의 규칙을 사용하여 리소스 평가 – AWS Config 서비스는 내부 사례, 산업 지침 
및 규제에 대한 리소스 구성의 준수 상태를 평가합니다.

• AWS Security Hub – 이 AWS 서비스는 AWS 내의 보안 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보기를 제공합니다. 
Security Hub는 보안 제어를 사용하여 AWS 리소스를 평가하고 보안 업계 표준 및 모범 사례에 대한 규정 
준수를 확인합니다. 지원되는 서비스 및 제어 목록은 Security Hub 제어 참조를 참조하세요.

• AWS Audit Manager - 이 AWS 서비스는 AWS 사용을 지속해서 감사하여 위험을 관리하고 규정 및 업계 
표준을 준수하는 방법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규정 준수
IAM Identity Center는 다음 표준에 대한 감사를 거쳤으며 규정 준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솔루션의 일부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AWSHealth 보험 양도 및 책임법 (HIPAA) 준수 프로그램을 확장
하여 IAM ID 센터를 HIPAA 적격 서비스로 포함시켰습니다.

AWS는 건강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데 사용할AWS 서비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는 고객을 위해 HIPAA에 
초점을 맞춘 백서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IPAA 규정 준
수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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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성

IRAP (Information Security Registered Assessors Program) 를 
통해 호주 정부 고객은 적절한 규정 준수 제어가 되는지 검증하
고 호주 사이버 보안 센터 (ACSC) 에서 제작한 호주 정부 ISM 
(Information Security Manual) 의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적
절한 책임 모델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RAP 리
소스 를 참조하세요.

IAM Identity Center는 서비스 프로바이더 레벨 1에서 결제 카드 
산업 (PCI) 데이터 보안 표준 (DSS) 버전 3.2에 대한 규정 준수 
증명을 받았습니다.

AWS제품 및 서비스를 사용하여 카드 소지자 데이터를 저장, 처
리 또는 전송하는 고객은 IAM Identity Center에서 다음 ID 소스
를 사용하여 자체 PCI DSS 규정 준수 인증을 관리할 수 있습니
다.

• Active Directory
• 외부 ID 공급자

IAM ID 센터 ID 소스는 현재 PCI DSS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PCI 규정 준수 패키지의 사본을 요청하는 방법 같은AWS PCI 
DSS 관련 추가 정보는 PCI DSS 레벨 1을 참조하세요.

시스템 및 조직 제어 (SOC) 보고서는 IAM Identity Center가 주
요 규정 준수 제어 기능을 어떻게 확보하고 목표를 어떻게 달성
하고 있는지 입증하는 독립적 서드 파티 검사 기관의 심사 보고
서입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귀하와 감사자가 통제가 운영 및 규
정 준수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OC 
보고서에는 다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AWSSOC 1 보고서 - AWS아티팩트와 함께 다운로드
• AWSSOC 2: 보안, 가용성 및 기밀성 보고서 - AWSArtifact와 

함께 다운로드
• AWSSOC 3: 보안, 가용성 및 기밀성 보고서

IAM Identity Center는AWS SOC 1, SOC 2 및 SOC 3 보고의 범
위에 속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OC 규정 준수를 참조하세요.

IAM Identity Center의 복원력
AWS 글로벌 인프라는 AWS 리전 및 가용 영역을 중심으로 구축됩니다. AWS 리전은 물리적으로 분리되고 
격리된 다수의 가용 영역을 제공하며 이러한 가용 영역은 짧은 지연 시간, 높은 처리량 및 높은 중복성을 갖
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용 영역을 사용하면 중단 없이 가용 영역 간에 자동으로 장애 조치가 이
루어지는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가용 영역은 기존의 단일 또는 다
중 데이터 센터 인프라보다 가용성, 내결함성,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171

http://aws.amazon.com/compliance/irap/
http://aws.amazon.com/compliance/irap/
http://aws.amazon.com/compliance/pci-dss-level-1-faqs/
https://console.aws.amazon.com/artifact/home
https://console.aws.amazon.com/artifact/home
https://console.aws.amazon.com/artifact/home
https://d1.awsstatic.com/whitepapers/compliance/AWS_SOC3.pdf
http://aws.amazon.com/compliance/soc-faqs/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사용 설명서

인프라 보안

AWS 리전 및 가용 영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글로벌 인프라를 참조하세요.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레질리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
시오레질리언스 설계 및 지역별 행동 (p. 122).

IAM Identity Center의 인프라 보안
관리형 서비스인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는 보안, 자격 증명 및 규정 
준수 모범 사례 에 설명된AWS 글로벌 네트워크 보안 절차에 의해 보호됩니다.

에서AWS 게시한 API 호출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IAM Identity Center에 액세스합니다. 클라이언트
가 전송 계층 보안(TLS) 1.0 이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TLS 1.2 이상을 권장합니다. 클라이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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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시스템은 대부분 이
러한 모드를 지원합니다.

또한 요청은 액세스 키 ID 및 IAM 주체와 관련된 보안 액세스 키를 사용하여 서명해야 합니다. 또는 AWS 
Security Token Service(AWS STS)를 사용하여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생성하여 요청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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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제한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리소스에 태
그 지정

태그는 리소스를 좀 더 쉽게 식별하고 구성하고 검색하기 위해 AWS 리소스에 추가하는 사용자 지정 속성 레
이블입니다. 각 태그에는 다음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 태그 키 (예: CostCenter, Environment 또는 Project) 태그 키는 최대 128자이며 대/소문자를 구분합
니다.

• 태그 값(예: 111122223333 또는 Production). 값은 최대 256자이며 태그 키와 같이 대/소문자를 구분
합니다. 태그의 값을 빈 문자열로 설정할 수 있지만 태그의 값을 Null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태그 값을 
생략하는 것은 빈 문자열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태그를 사용하면 AWS 리소스를 식별하고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AWS 서비스가 태그 지정을 지
원하므로 다른 서비스의 리소스에 동일한 태그를 할당하여 해당 리소스의 관련 여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AM IAM IAM Identity Center 인스턴스의 특정 권한 세트에 동일한 태그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태
그 지정 전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일반 참조가이드의AWS 리소스 태그 지정 및 태그 지정 모범 사례
를 참조하십시오.

태그로AWS 리소스를 식별, 구성 및 추적하는 것 외에도 IAM 정책의 태그를 사용하여 리소스를 보고 상호 작
용할 수 있는 사용자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태그를 사용하여 액세스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태그를 사용한AWS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참조하세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IAM 
IAM IAM IAM IAM IAM IAM IAM IAM IAM IAM IAM IAM IAM IAM Identity Center 권한 세트를 업데이트하도
록 허용할 수 있지만, 사용자의 IAM IAM IAM IAM IAM IAM IAM Identity Center 권한 집합에 값이 해당 사용
자의 이름인 것과 같은owner 태그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권한 집합에만 태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IAM Identity Center에서 생성하는 해당 역할에 태그를 적
용할 수 없습니다AWS 계정. IAM Identity Center 콘솔AWS CLI 또는 IAM Identity Center API를 사용하여 권
한 집합의 태그를 추가, 편집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원에서는 IAM IAM Identity Center의 태그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태그 제한
IAM IAM IAM Identity Center 리소스의 태그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 제한이 적용됩니다.

• 리소스에 할당할 수 있는 최대 태그 수는 50개입니다.
• 최대 키 길이는 유니코드 문자 128자입니다.
• 최대 값 길이는 유니코드 문자 256자입니다.
• 태그 키 및 값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a-z, 0-9, 공백 및 _.:/= + - @ 문자
• 키와 값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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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을 사용하여 태그 관리

• 키 접두사로 aws:를 사용하지 마세요. AWS 전용입니다.

IAM ID 센터 콘솔을 사용하여 태그를 관리합니다.
IAM Identity Center 콘솔을 사용하여 권한 집합과 연결된 태그를 추가, 편집 및 제거할 수 있습니다.

IAM IAM IAM Identity Center 콘솔의 태그를 관리하려면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권한 세트를 선택합니다.
3. 관리할 태그가 있는 권한 집합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4. 권한 탭의 태그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한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a. 이 권한 집합에 태그가 이미 할당된 경우 태그 편집을 선택합니다.
b. 이 권한 집합에 태그가 할당되지 않은 경우 태그 추가를 선택합니다.

5. 각각의 새 태그에 대해 키 및 값 (선택 사항) 열에 값을 입력합니다. 작업을 마쳤으면 변경 사항 저장을 
선택합니다.

태그를 제거하려면 제거할 태그 옆에 있는 제거 열에서 X를 선택합니다.

AWS CLI 예제
에서는 권한 집합에 할당하는 태그를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을AWS CLI 제공합니다.

태그 할당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권한 집합에 태그를 할당합니다.

Example tag-resource권한 집합에 대한 명령

명령 세트 tag-resource내에서 다음을 사용하여 권한sso 집합에 태그를 할당합니다.

$ aws sso-admin tag-resource \
> --instance-arn sso-instance-arn \
> --resource-arn sso-resource-arn \
> --tags Stage=Test

이 명령에는 다음 파라미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instance-arn— 작업이 실행될 IAM IAM IAM IAM IAM Identity Center 인스턴스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입니다.

• resource-arn— 나열할 태그가 있는 리소스의 ARN입니다.
• tags - 태그의 키-값 페어입니다.

여러 태그를 한 번에 할당하려면 쉼표로 구분된 목록으로 지정합니다.

$ aws sso-admin tag-resource \
> --instance-arn sso-instance-arn \
> --resource-arn sso-resource-arn \
> --tags Stage=Test,CostCenter=80432,Owner=Sys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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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보기

태그 보기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권한 집합에 할당한 태그를 봅니다.

Example list-tags-for-resource권한 집합에 대한 명령

명령 세트 list-tags-for-resource내에서 다음을 사용하여 권한 집합에 할당된 태그를 볼 수 있습니
다.sso

$ aws sso-admin list-tags-for-resource --resource-arn sso-resource-arn

태그 제거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권한 집합에서 태그를 제거합니다.

Example untag-resource권한 집합에 대한 명령

명령 세트 untag-resource내에서 다음을 사용하여 권한sso 집합에서 태그를 제거합니다.

$ aws sso-admin untag-resource \
> --instance-arn sso-instance-arn \
> --resource-arn sso-resource-arn \
> --tag-keys Stage CostCenter Owner

--tag-keys 파라미터에는 태그 키를 하나 이상 지정하고 태그 값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권한 세트를 생성할 때 태그 적용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권한 설정을 생성할 때 태그를 할당합니다.

Example 태그가 있는 create-permission-set 명령

create-permission-set명령을 사용하여 권한 집합을 만들 때--tags 매개 변수로 태그를 지정할 수 있
습니다.

$ aws sso-admin create-permission-set \
> --instance-arn sso-instance-arn \
> --name permission=set-name \
> --tags Stage=Test,CostCenter=80432,Owner=SysEng

IAM ID 센터 API를 사용하여 태그를 관리합니다.
IAM IAM IAM IAM Identity Center API에서 다음 작업을 사용하여 권한 세트의 태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IAM IAM IAM IAM Identity Center 인스턴스 태그에 대
한 API 작업
다음 API 작업을 사용하여 권한 집합에 대한 태그를 할당하고 보고 제거합니다.

• TagResource
• ListTagsForRe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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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 IAM IAM IAM Identity Center 
인스턴스 태그에 대한 API 작업

• UntagResource
• CreatePermission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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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 방법AWSIAM 자격 증명 센터를 사용하는 CLI

통합AWSIAM 자격 증명 센터를 사용
하는 CLI

AWS명령줄 인터페이스 (CLI) 버전 2 와 IAM ID 센터가 통합되면 로그인 프로세스가 간소화됩니다. 개발자
는 다음 웹 사이트에 직접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AWS CLI일반적으로 IAM ID 센터에 로그인하고 할당된 계
정 및 역할에 액세스할 때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Active Directory 또는 IAM 자격 증명 센터 자격 증명을 사용
합니다. 예를 들어 관리자가 인증에 Active Directory를 사용하도록 IAM ID 센터를 구성한 후 개발자는AWS 
CLIActive Directory 자격 증명을 직접 사용합니다.

AWSIAM 자격 증명 센터와 CLI를 통합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엔터프라이즈는 다음을 사용하여 IAM ID 센터를 Active Directory에 연결하여 개발자가 IAM ID 센터 또는 
Active Directory의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AWS Directory Service.

• 개발자는 더 빠른 액세스를 위해 CLI에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개발자는 액세스 권한을 할당한 계정과 역할을 나열하고 전환할 수 있습니다.
• 개발자는 CLI 구성에서 명명된 역할 프로필을 자동으로 생성 및 저장하고 CLI에서 이를 참조하여 원하는 

계정 및 역할에서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CLI는 단기 자격 증명을 자동으로 관리하므로 개발자는 중단 없이 CLI를 안전하게 시작하고 유지할 수 있

으며 장기 실행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통합의 방법AWSIAM 자격 증명 센터를 사용하는 
CLI

이AWSIAM 자격 증명 센터와의 CLI 통합은 다운로드, 설치 및 구성해야 합니다.AWS Command Line 
Interface버전 2. 다운로드 및 통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단계는AWS CLIIAM 자격 증명 센터를 사용하는 경
우구성AWSIAM 자격 증명 센터를 사용하는 CLI의AWS Command Line Interface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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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리전 가용성

IAM ID 센터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여러AWS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용성을 통해 여러
AWS 계정 및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를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AWS 액세
스 포털에 로그인하면 권한이 있는AWS 계정을 선택한 다음 액세스할 수AWS Management Console 있습니
다. IAM Identity Center에서 지원하는 지역의 전체 목록은 IAM Identity Center 엔드포인트 및 할당량을 참조
하십시오.

Note

사용자를 생성하거나 사용자가 (미국 동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동안 이메일을 확인하면AWS 
GovCloud (미국 동부) 는 지역 간 API 호출을 통해AWS GovCloud (미국 서부) 로 이메일을 보냅니
다.AWS GovCloud 이러한 지역 간 통화에서 사용자 속성에는 이메일, 디렉터리 ID, 사용자 ID, 사용
자 이름, 성과 이름, 계정이 포함됩니다AWS Organizations.

dentity ty dentity ty ty dentity ty ty ty ty
IAM ID 센터를 처음 활성화하면 IAM Identity Center에서 구성한 모든 데이터가 해당 데이터를 구성한 지역
에 저장됩니다. 이 데이터에는 디렉터리 구성, 권한 집합,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 및AWS 계정 애플리케이션
에 대한 사용자 할당이 포함됩니다. IAM Identity Center ID 스토어를 사용하는 경우 IAM Identity Center에서 
생성한 모든 사용자 및 그룹도 동일한 리전에 저장됩니다. 비활성화해야 할 리전이 아니라 사용자가 계속 사
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리전에 IAM Identity Center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AWS Organizations한 번에 하나의AWS 지역만 지원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IAM ID 센터를 활성화하려면 먼
저 현재 IAM ID 센터 구성을 삭제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면AWS 액세스 포털의 URL도 변경되므
로 모든 권한 집합과 할당을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수동으로 활성화해야 하는 지역의 IAM ID 센터 관리
대부분의 AWS 리전은 기본적으로 모든 AWS 서비스의 작업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dentity ty 
dentity ty ty ty ty ty ty ty ty ty ty ty dentity ty ty ty ty ty ty ty ty 리전 (리전) 과 같은 일부 리전은 수동으로 활성
화해야 합니다. 수동으로 활성화된 리전의 관리 계정에 대해 IAM Identity Center를 활성화하면 모든 멤버 계
정에 대한 다음 IAM Identity Center 메타데이터가 리전에 저장됩니다.

• 계정 ID
• 계정 이름
• 계정 이메일
• IAM 아이덴티티 센터가 멤버 계정에서 생성하는 IAM 역할의 Amazon 리소스 이름 (ARN)

IAM ID 센터가 설치된 지역을 비활성화하면 IAM ID 센터도 비활성화됩니다. 리전에서 IAM Identity Center를 
비활성화하면 해당 리전의 사용자는AWS 계정과 애플리케이션에 싱글 사인온 액세스 권한을 가질 수 없습니
다. AWSIAM ID 센터 구성의 데이터를 최소 10일 동안 보관합니다. 이 기간 내에 IAM Identity Center를 다시 
활성화해도 해당 지역에서 IAM Identity Center 구성 데이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활성화해야 하는 지역에서 IAM Identity Center를 다시 활성화하려면 해당 지역을 다시 활성화해야 
합니다. IAM Identity Center는 일시 중지된 모든 이벤트를 다시 처리해야 하므로 IAM Identity Center를 다시 
활성화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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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dentity ty dentity ty ty ty ty ty ty ty ty ty

Note

IAM Identity Center는 리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AWS 계정에 대한 액세스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조
직 내 모든 계정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하려면 IAM Identity Center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지역의 관리 계정에서 IAM Identity Center를 활성화하십시오.

AWS리전 활성화 및 비활성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일반AWS 참조의 리전 관리를 참조하세요.

리dentity ty dentity ty ty ty ty ty ty ty ty ty
IAM Identity Center 구성을 삭제하면 해당 구성의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며 복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 표에서
는 IAM Identity Center에 현재 구성된 디렉토리 유형에 따라 삭제되는 데이터를 설명합니다.

어떤 데이터가 삭제되나요? 연결된 디렉터리

(AWS Managed Microsoft AD또
는 AD Connector)

dentity ty ty ty ty ty ty ty ty ty ty ty

구성한 모든 권한 집합AWS 계정 X X

Identity dentity ty ty ty ty ty dentity 
ty ty ty ty ty ty ty ty ty

X X

구성한 모든 사용자 할당AWS 계
정 및 애플리케이션

X X

디렉터리 또는 스토어의 모든 사
용자 및 그룹

해당 사항 없음 X

현재 IAM Identity Center 구성을 삭제해야 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사용하십시오.

리dentity ty ty dentity ty ty ty ty ty ty ty ty ty ty

1. IAM ID 센터 콘솔을 엽니다.
2. 왼쪽 탐색 창에서 설정을 선택합니다.
3. 설정 페이지에서 관리 탭을 선택합니다.
4. IAM ID 센터 구성 삭제 섹션에서 삭제를 선택합니다.
5. IAM Identity Center 구성 삭제 대화 상자에서 각 확인란을 선택하여 삭제될 데이터를 이해했음을 확인합

니다. 텍스트 상자에 IAM ID 센터 인스턴스를 입력한 다음 확인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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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할당량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할당량

다음 표는 IAM IAM IAM IAM IAM IAM IAM IAM IAM IAM IAM IAM I 할당량 증가 요청은 관리 계정이나 위임
된 관리자 계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할당량을 늘리려면 할당량 증가 요청을 참조하십시오.

Note

50,000명 이상의 사용자, 10,000개 이상의 그룹 또는 500개 이상의 권한 집합이 있는 경우AWS CLI
와 API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CL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통합AWSIAM 자
격 증명 센터를 사용하는 CLI (p. 177). AP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ID 센터 API 참조에 오신 것
을 환영합니다. 를 참조하십시오.

애플리케이션 할당량
리소스 기본 할당량 높일 수 있음

서비스 제공업체 SAML 인증서 파
일 크기 (PEM 형식)

2KB 아니요

SSO에 업로드된 IdP 인증서의 파
일 크기 제한

2500 (UTF-8) 문자 아니요

AWS계정 할당량
리소스 기본 할당량 높일 수 있음

IAM IAM IAM IAM IAM IAM IAM 
IAM IAM IAM I

2000 예

AWS계정당 허용되는 권한 집합 
수

50 예

권한 집합당 인라인 정책 수 1 아니요

권한 집합당AWS 관리형 및 고객 
관리형 정책의 수

20 1 아니요

권한 집합당 인라인 정책의 최대 
크기

32,768바이트.

권한 집합당 인라인 정책에서 공
백이 아닌 문자의 최대 크기는 
10,240바이트입니다.

아니요

한 번에 업데이트할 수AWS 계정 
있는 IAM 역할 (권한 집합) 의 수

1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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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티브 디렉터리 할당량 할당량 할당량

1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은 역할당 10개의 관리형 정책의 할당량을 설정합니다. 이 할
당량을 활용하려면 권한 세트를 배포하려는 각AWS 계정 위치에 대해 Service Quotas 콘솔의 IAM 역할에 연
결된 IAM 할당량 관리형 정책의 증가를 요청하십시오.

Note

권한 세트 (p. 17)에서 IAMAWS 계정 역할로 프로비저닝되거나 에서AWS 계정 기존 IAM 역할을 사
용하므로 IAM 할당량을 준수해야 합니다. IAM 역할과 관련된 할당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및 
STS 할당량을 참조하십시오.

Ac티브 디렉터리 할당량 할당량 할당량
리소스 기본 할당량 높일 수 있음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연결된 디
렉터리 수

1 아니요

IAM IAM IAM IAM IAM IAM IAM IAM IAM I
리소스 기본 할당량 높일 수 있음

IAM IAM IAM IAM IAM IAM IAM 
IAM IAM I

100000 예

IAM IAM IAM IAM IAM IAM IAM 
IAM IAM I

100000 아니요

사용자의 권한을 평가하는 데 사
용할 수 있는 고유한 그룹 수

1000 아니요

IAM IAM IAM IAM IAM IAM IAM I
리소스 기본 할당량

IAM IAM IAM IAM IAM IAM I IAM IAM IAM IAM IAM IAM IAM IAM IAM IAM IAM 
IAM IAM IAM IAM IAM IAM IAM IAM IAM IAM IAM 
I CreateAccountAssignment는 최대 10개의 미처리 
비동기 호출 속도를 가집니다. 이러한 할당량은 변
경할 수 없습니다.

추가 할당량 할당량 할당량 할당량
리소스 기본 할당량 높일 수 있음

구성할 수 있는 총AWS 계정 애플
리케이션 수*

3000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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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할당량 할당량 할당량 할당량

* 최대 3,000개AWS 계정 또는 애플리케이션 (합산) 까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2750개의 계정과 250개의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여 총 3000개의 계정과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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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 아이덴티티 센터에서 생성
한 SAML 어설션의 콘텐츠 관련 문제

Identity Center Center Center Center 
Center

Identity Center Center Center Center Center Center Center Center Center Center Center Center Center 
Center Center Center Center Center Center Center Center Center Center Center

IAM 아이덴티티 센터에서 생성한 SAML 어설션의 
콘텐츠 관련 문제

IAM Identity Center는AWS 액세스 포털에서AWS 계정 및 SAML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때 이러한 어설션 
내의 속성을 포함하여 IAM Identity Center에서 생성하고 전송한 SAML 어설션에 대한 웹 기반 디버그 환경을 
제공합니다. IAM Identity Center에서 생성하는 SAML 어설션의 세부 정보를 보려면 다음 단계를 사용하십시
오.

1. AWS액세스 포털에 로그인합니다.
2. 포털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른 채 애플리케이션 타일을 선택한 다음 Shift 키를 놓습니다.
3. 현재 관리자 모드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페이지의 정보를 살펴보십시오. future 참조할 수 있도록 이 

정보를 보관하려면 [XML 복사] 를 선택하고 내용을 다른 곳에 붙여넣습니다.
4. <application>계속하려면 [Send to] 를 선택합니다. 이 단원은 서비스 공급자에 어설션을 전송합니다.

Note

일부 브라우저 구성 및 운영 체제에서는 이 절차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Windows 
10에서 파이어폭스, 크롬 및 엣지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테스트되었습니다.

특정 사용자가 외부 SCIM 공급자로부터 IAM ID 센
터로 동기화하지 못함

IAM Identity Center에 프로비저닝하도록 IdP에 구성된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는 SCIM 동기화가 성공하
지만 다른 사용자에서는 실패하는'Request is unparsable, syntactically incorrect, or 
violates schema' 경우 ID 공급자와 비슷한 오류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에서 자세한 프로비저닝 실패 메
시지를 볼 수도AWS CloudTrail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종종 IdP의 사용자가 IAM Identity Center에서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냅니
다. 사용자 객체에 대한 필수, 선택 및 금지된 파라미터 및 작업의 사양을 포함하여 IAM Identity Center SCIM 
구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Identity Center SCIM 구현 개발자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CIM 개
발자 안내서는 SCIM 요구 사항에 대한 정보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오
류가 발생하는 몇 가지 일반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IdP 사용자 객체에는 첫 번째 (지정된) 이름, 성 (패밀리) 이름 및/또는 표시 이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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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이름이 UPN 형식일 때
는 사용자가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 해결 방법: 사용자 개체의 첫 번째 (지정된) 이름, 마지막 (패밀리) 및 표시 이름을 추가합니다. 또한 
IdP의 사용자 개체에 대한 SCIM 프로비저닝 매핑이 이러한 모든 속성에 대해 비어 있지 않은 값을 
전송하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사용자에게 단일 속성에 대해 둘 이상의 값이 전송되고 있습니다 (“다중 값 속성”이라고도 함). 예를 들어 
사용자가 IdP에 회사 전화번호와 집 전화번호를 모두 지정하거나 이메일이나 실제 주소를 여러 개 가지
고 있을 수 있으며, IdP 해당 속성의 여러 값 또는 모든 값을 동기화하도록 구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솔루션 옵션:

i. 주어진 속성에 대해 단일 값만 전송하도록 IdP 사용자 개체에 대한 SCIM 프로비저닝 매핑을 업
데이트하십시오. 예를 들어, 각 사용자의 회사 전화 번호만 보내는 매핑을 구성하십시오.

ii. IdP 사용자 개체에서 추가 특성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속성에 대해 설정된 값을 
하나 또는 0으로 남겨두고 추가 값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iii. AWS의 작업에 속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IdP의 사용자 객체에 대한 SCIM 프로비저닝 매핑에
서 해당 속성에 대한 매핑을 제거하십시오.

3. IdP가 여러 속성을 기반으로 대상 (이 경우 IAM Identity Center) 의 사용자를 매칭하려고 합니다. 사용
자 이름은 지정된 IAM Identity Center 인스턴스 내에서 고유성이 보장되므로 매칭에 사용되는 속성으
로username 지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 해결 방법: IdP의 SCIM 구성이 IAM Identity Center의 사용자와 매칭하기 위한 단일 속성만 사용하
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IAM IdentityuserPrincipalName Center에 프로비저닝하기 
위해 IdP를 SCIM의userName 속성에username 매핑하는 것은 정확하며 대부분의 구현에 충분합
니다.

사용자 이름이 UPN 형식일 때는 사용자가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로그인 페이지에서 사용자 이름을 입력할 때 사용하는 형식에 따라AWS 액세스 포털에 로그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는 일반 사용자 이름, 하위 수준 로그온 이름 (DOMAIN\UserName) 
또는 UPN 로그온 이름 (UserName@Corp.Example.com) 을 사용하여 사용자 포털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
다. 단, IAM Identity Center가 MFA를 통해 활성화된 커넥티드 디렉터리를 사용하고 검증 모드가 컨텍스트 
인식 또는 상시 켜짐으로 설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사용자가 하위 수준 로그온 이름 
(DOMAIN\UserName) 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멀티 팩터 인증 (p. 83)을 참조하세요. Active 
Directory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되는 사용자 이름 형식에 대한 일반 정보는 Microsoft 설명서 웹 사이트의 사
용자 이름 형식을 참조하십시오.

IAM 역할을 수정할 때 '보호된 역할에서 작업을 수행
할 수 없습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계정에서 IAM 역할을 검토할 때 역할 이름이AWSReservedSSO '_'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IAM Identity Center 서비스가 계정에서 생성한 역할이며, 계정에 권한 세트를 할당하여 얻은 역할입니다. 
IAM 콘솔 내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정하려고 하면 다음 오류가 발생합니다.

'Cannot perform the operation on the protected role 'AWSReservedSSO_RoleName_Here' - this 
 role is only modifiable by AWS'

이러한 역할은 의 관리 계정에 있는 IAM Identity Center 관리자 콘솔에서만 수정할 수AWS Organizations 있
습니다. 수정이 완료되면 변경 내용을 할당된AWS 계정으로 푸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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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렉터리 사용자는 암호를 재설정할 수 없습니다.

디렉터리 사용자는 암호를 재설정할 수 없습니다.
디렉토리 사용자가 비밀번호 분실을 사용하여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는 경우? 옵션AWS 액세스 포털에 로
그인할 때 새 비밀번호는 에 설명된 기본 비밀번호 정책을 준수해야IAM Identity Center에서 IAM Identity 
Center를 관리할 때의 암호 요구 사항 (p. 33) 합니다.

사용자가 정책을 준수하는 암호를 입력한 후 오류가 표시되는We couldn't update your password
경우 오류가AWS CloudTrail 기록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벤트 기록 콘솔에서 검색하거나 다음 필터를 
CloudTrail 사용하여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UpdatePassword"

메시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표시되면 지원팀에 문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errorCode": "InternalFailure", 
      "errorMessage": "An unknown error occurred“

이 문제의 또 다른 가능한 원인은 사용자 이름 값에 적용된 명명 규칙입니다. 이름 지정 규칙은 
'Surname.givenname'과 같은 특정 패턴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용자 이름은 상당히 길거나 특수 문
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API 호출에서 문자가 삭제되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사용자
와 동일한 방식으로 암호 재설정을 시도하여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지속되면 AWSSupport 센터에 문의하세요.

내 사용자가 권한 집합에서 참조되지만 할당된 계정
이나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외부 ID 공급자를 통한 자동 프로비저닝을 위한 도메인 간 ID 관리 시스템 (SCIM) 을 사용하는 경
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구성원이었던 그룹을 삭제한 다음 ID 공급자에서 동일한 
사용자 이름 (사용자의 경우) 또는 이름 (그룹의 경우) 을 사용하여 다시 생성하면 IAM Identity Center에 새 
사용자 또는 그룹에 대해 고유한 내부 식별자가 새로 생성됩니다. 그러나 IAM Identity Center의 권한 데이터
베이스에는 이전 식별자에 대한 참조가 여전히 있으므로 사용자 또는 그룹 이름이 UI에 계속 표시되지만 액
세스는 실패합니다. 이는 UI가 참조하는 기본 사용자 또는 그룹 ID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AWS 계정 액세스를 복원하려면 원래 할당된AWS 계정에서 이전 사용자 또는 그룹에 대한 액세스를 
제거한 다음 해당 사용자 또는 그룹에 다시 액세스 권한을 할당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새 사용자 또는 그
룹의 올바른 식별자로 권한 집합이 업데이트됩니다. 마찬가지로 응용 프로그램 액세스를 복원하려면 해당 응
용 프로그램의 할당된 사용자 목록에서 해당 사용자 또는 그룹에 대한 액세스를 제거한 다음 해당 사용자 또
는 그룹을 다시 추가하면 됩니다.

CloudTrail 로그에서 해당 사용자 또는 그룹의 이름을 참조하는 SCIM 동기화 이벤트를 검색하여 오류가
AWS CloudTrail 기록되었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올바르게 구성할 수 없습
니다.

IAM Identity Center에 사전 통합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의 각 서비스 공급자는 자체적으로 상세한 사용 설
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IAM Identity Center 콘솔의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구성 탭에서 설명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서비스 제공자의 애플리케이션과 IAM Identity Center 간의 신뢰 설정과 관련된 경우, 사용 설명서에
서 문제 해결 단계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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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사용자가 외부 ID 공급자를 사용하여 로그
인하려고 할 때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오류: 사용자가 외부 ID 공급자를 사용하여 로그인하
려고 할 때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 오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일반적인 이유는 SAML 요청에 포함된 사용자 정보와 
IAM Identity Center의 사용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부 IdP를 ID 소스로 사용할 때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가 성공적으로 로그인하려면 다음 사항을 충족해
야 합니다.

• SAML NameID 형식 (ID 공급업체에서 구성) 은 '이메일'이어야 합니다.
• NameID 값은 올바른 (RFC2822) 형식의 문자열 (user@domain.com) 이어야 합니다.
• NameID 값은 IAM Identity Center에 있는 기존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IAM 

Identity Center의 이메일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바운드 매칭은 사용자 이름을 
기반으로 함).

• SAML 2.0 페더레이션의 IAM ID 센터 구현은 ID 공급자와 IAM ID 센터 간의 SAML 응답에서 1개의 어설션
만 지원합니다. 암호화된 SAML 어설션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IAM Identity액세스 제어를 위한 속성 (p. 104) Center 계정에서 활성화된 경우 다음 명령문이 적용됩니다.
• SAML 요청에 매핑된 속성 수는 50개 이하여야 합니다.
• SAML 요청에는 다중 값 속성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 SAML 요청에는 이름이 같은 여러 속성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 속성은 구조화된 XML을 값으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 이름 형식은 일반 형식이 아닌 SAML 지정 형식이어야 합니다.

Note

IAM Identity Center는 SAML 페더레이션을 통해 새 사용자 또는 그룹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을 
“적시에” 생성하지 않습니다. 즉, IAM Identity Center에 로그인하려면 수동으로 또는 자동 프로비저
닝을 통해 IAM Identity Center에서 사용자를 미리 생성해야 합니다.

이 오류는 ID 공급자에 구성된 어설션 소비자 서비스 (ACS) 엔드포인트가 IAM Identity Center 인스턴스에서 
제공하는 ACS URL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값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십
시오.

또한 이벤트 이름 ExternalIdP로AWS CloudTrail 이동하여 필터링하여 외부 ID 공급자 로그인 실패 문제를 추
가로 해결할 수DirectoryLogin 있습니다.

오류 '액세스 제어 속성을 활성화하지 못했습니다. '
이 오류는 ABAC를 활성화하는 사용자에게 활성화에 필요한iam:UpdateAssumeRolePolicy 권한이 없는 
경우 발생할 수액세스 제어를 위한 속성 (p. 104) 있습니다.

디바이스를 MFA에 등록하려고 하면 '브라우저가 지
원되지 않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WebAuthn 현재 구글 크롬, 모질라 파이어폭스,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및 애플 사파리 웹 브라우저와 윈도
우 10 및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지원됩니다. macOS 및 iOS 브라우저에서의 플랫폼 인증자 지원과 같은 
일부 지원 구성 요소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WebAuthn 사용자가 지원되지 않는 브라우저 또는 플랫폼에서 
WebAuthn 장치를 등록하려고 하면 지원되지 않는 특정 옵션이 회색으로 표시되거나 지원되는 모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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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Directory “도메인 사용자” 그룹
이 IAM ID 센터와 제대로 동기화되지 않음

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러한 경우 브라우저/플랫폼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IDO2: 웹 인증 (WebAuthn) 을 참조하십시오. Identity Center WebAuthn Center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
면보안 키 및 내장 인증자 (p. 85) IAM Identity Center Center Center Center

Active Directory “도메인 사용자” 그룹이 IAM ID 센터
와 제대로 동기화되지 않음

Active Directory 도메인 사용자 그룹은 AD 사용자 개체의 기본 “기본 그룹”입니다. Active Directory 기본 그
룹과 해당 멤버십은 IAM 아이덴티티 센터에서 읽을 수 없습니다. IAM Identity Center 리소스 또는 애플리케
이션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할당할 때 Domain Users 그룹 이외의 그룹 (또는 기본 그룹으로 할당된 다른 그
룹) 을 사용하여 그룹 구성원이 IAM Identity Center ID 스토어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십시오.

잘못된 MFA 자격 증명 오류
이 오류는 사용자가 SCIM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자신의 계정이 IAM Identity Center에 완전히 프로비저닝되
기 전에 외부 ID 공급자 (예: Okta 또는 Azure AD) 의 계정을 사용하여 IAM Identity Center에 로그인하려고 
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계정을 IAM Identity Center에 프로비저닝한 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
니다. IAM Identity Center Center Center Center Center Center Center Center Center Center Center Center 
그렇지 않은 경우 외부 ID 공급자의 프로비저닝 로그를 확인하십시오.

인증 앱을 사용하여 등록하거나 로그인하려고 하면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메시지가 표시됩
니다.

IAM Identity Center에서 코드 기반 인증 앱과 함께 사용하는 것과 같은 시간 기반 일회용 비밀번호 (TOTP) 
시스템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시간 동기화에 의존합니다. 인증 앱이 설치된 기기가 신뢰할 수 있는 시간 
소스와 올바르게 동기화되었는지 확인하거나 NIST (https://www.time.gov/) 또는 기타 로컬/지역 정보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소스와 일치하도록 기기의 시간을 수동으로 설정하세요.

사용자가 IAM ID 센터로부터 이메일을 받지 못함
IAM Identity Center 서비스에서 보내는 모든 이메일은 주소no-reply@signin.aws 또는 에서no-
reply@login.awsapps.com 발송됩니다. 이러한 발신자 이메일 주소의 이메일을 수락하고 정크 또는 스
팸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메일 시스템을 구성해야 합니다.

오류: 관리 계정에 제공된 권한 집합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삭제/수정/제거/할당할 수 없습니다.

이 메시지는 해당위임된 관리 (p. 91) 기능이 활성화되었으며 관리 계정 권한이 있는 사람만 이전에 시도한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AWS Organizations.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러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로 로그인하여 작업을 다시 수행하거나 올바른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이 작업을 할당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위임된 관리자 계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 (p. 92) 단원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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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록
다음 표에서는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설명서에 대한 중요 추가 사항
을 설명합니다. 사용자로부터 받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서가 자주 업데이트됩니다.

• 최신 주요 문서 업데이트:2022년 9월 23일

변경 사항 설명 날짜

IAM Identity Center와의 시작을 
위한 향상된 지침

IAM Identity Center 시작 및 관리
자 생성을 위한 새 콘텐츠 추가

2022년 9월 23일

Identity Center API 레퍼런스 내 
사용자 및 그룹 업데이트

이 업데이트에는 Identity Center 
API 참조 가이드의 새로운 생성, 
업데이트 및 삭제 API에 대한 참조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2년 8월 31일

AWSSingle Sign-OnAWSSSO) 
이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
다.AWSIdentity Center

AWS소개합니다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IAM ID 센
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확장합
니다.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는 직원 사용
자의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액
세스 및 계정을 중앙에서 관리하
는 데 도움이 됩니다. IAM Identity 
Center 기능에는 애플리케이션 할
당, 다중 계정 권한 및AWS액세스 
포털

2022년 7월 26일

권한 집합의 권한 경계 및 고객 관
리형 정책 Support

사용을 위한 콘텐츠 추가AWS관
리형 및 고객 관리형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정
책

2022년 7월 14일

수동 활성화 지원AWS리전 수동으로 활성화된 지역에서 IAM 
Identity Center를 사용하기 위한 
콘텐츠가 추가되었습니다.

2022년 6월 15일

의 업데이트AWS관리형 정책 에 대한 권한이 업데이트되었습니
다.AWSSSOServiceRolePolicy
AWS관리형 정책

2022년 5월 11일

위임된 관리 Support 위임된 관리 기능을 위한 콘텐츠
가 추가되었습니다.

2022년 5월 11일

의 업데이트AWS관리형 정책 에 대한 권한이 업데이트되었습니
다.AWSSSOMasterAccountAdministrator,AWSSSOMemberAccountAdministrator, 
및AWSSSOReadOnly AWS관리형 
정책

2022년 4월 28일

구성 가능한 AD 동기화 Support 구성 가능한 AD 동기화 기능을 위
한 콘텐츠가 추가되었습니다.

2022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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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AWS관리형 정책 주제 에 대한 세부 정보 추
가AWSSSOMasterAccountAdministrator
AWS관리형 정책

2021년 8월 4일

할당량 업데이트 쿼터 테이블 조정 2020년 12월 21일

새 정책 예제 권한 필요 섹션에 새로운 고객 관
리형 정책 예제 및 업데이트를 추
가했습니다.

2020년 12월 21일

속성 기반 액세스 제어 (ABAC) 
Support

ABAC 기능에 대한 콘텐츠가 추가
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24일

MFA 강제 등록 Support 사용자가 로그인 시 MFA 디바이
스를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업데이
트

2020년 11월 23일

지원 WebAuthn 신규 콘텐츠 추가 WebAuthn 특
색.

2020년 11월 20일

Ping Identity Support 지원되는 외부 ID 공급자로서 
Ping Identity 제품과 통합할 수 있
는 콘텐츠를 추가했습니다.

2020년 10월 26일

지원 OneLogin 통합할 콘텐츠 추가 OneLogin 지
원되는 외부 ID 공급자로 등록되
어 있습니다.

2020년 7월 31일

Okta Support 지원되는 외부 ID 공급자로 Okta
와 통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추가
했습니다.

2020년 5월 28일

외부 자격 증명 공급자 Support 디렉토리에서 ID 소스로 참조를 
변경하고 외부 ID 제공자를 지원
하는 콘텐츠를 추가했습니다.

2019년 11월 26일

새 MFA 설정 2단계 인증 주제를 제거하고 새 
MFA 주제를 대신 추가했습니다.

2019년 10월 24일

2단계 인증을 추가하기 위한 새 설
정

사용자를 위한 2단계 인증을 활성
화하는 방법에 대한 콘텐츠가 추
가되었습니다.

2019년 1월 16일

세션 기간 SupportAWS계정 세션 시간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
한 콘텐츠 추가AWS계정.

2018년 10월 30일

ID 센터 디렉터리를 사용하기 위
한 새 옵션

ID 센터 디렉터리를 선택하거나 
Active Directory의 기존 디렉터리
에 연결하기 위한 콘텐츠가 추가
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17일

애플리케이션의 릴레이 상태 및 
세션 기간 Support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의 릴레이 
상태 및 세션 기간에 대한 콘텐츠
가 추가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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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추가 지원

4미 추가, 뱀부 HR, 보너스, 시
트릭스 ShareFile, ClickTime, 
콘보, 대리인, 데스크프로, 돔9, 
DruvaInSync, 정품, 참여형, 비싼 
가격, 프레시데스크, IdeaScale, 
이글루, 핏빗, 명성, LiquidFiles, 
루시드 차트, 퓨어 LYHR, 사
마나게, ScreenSteps, 슬립도, 
SmartSheet, 동시성, 탤런트 
LMS, 트렐로, UserVoice, 조호, 
OpsGenie, DigiCert, WeekDone, 
ProdPad, 및 UserEcho 응용 프로
그램 카탈로그에

2018년 8월 3일

관리 계정에 대한 다중 계정 액세
스 Support

관리 계정의 사용자에게 다중 계
정 액세스 권한을 위임하는 방법
에 대한 콘텐츠가 추가되었습니
다.

2018년 7월 9일

새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Support

추가됨 DocuSign, 키퍼 시큐리티 
및 SugarCRM을 애플리케이션 카
탈로그에 추가하십시오.

2018년 3월 16일

CLI 액세스를 위한 임시 자격 증명 
가져오기

AWS CLI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임시 자격 증명을 얻는 방법에 대
한 정보가 추가되었습니다.

2018년 2월 22일

새 설명서 이 설명서는 Identity Center 사용 
설명서의 첫 번째 릴리스입니다.

2017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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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용어집
AWS 최신 용어는 AWS 일반 참조의 AWS 용어집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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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번역으로 제공되는 번역입니다. 제공된 번역과 원본 영어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영어 버전이 우
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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