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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8일부터 더 이상 이 안내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1세대 80TB Snowball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데이터 전송 작업에 Snowball Edge 스
토리지 최적화 디바이스를 사용하십시오. Snowball Edge 설명서는 AWS Snowball Edge개발자 안내서를 참
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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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Snowball디바이스란 무엇인가
요?

Note

1세대 80TB Snowball 디바이스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데이터 전송 작업에 Snowball 
Edge 스토리지 최적화 디바이스를 사용하십시오.

이AWS Snowball 서비스는 물리적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대량 데이터를 Amazon S3 S3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와 온사이트 데이터 스토리지 위치 간에 대량 데이터를faster-than-internet 빠
른 속도로 전송합니다. 함께AWS Snowball 작업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Snowball은 작업을 
생성하고, 데이터를 추적하고, 완료까지 작업 상태를 추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인터페이스를 제공
합니다.

Snowball 디바이스는AWS Key Management Service (AWS KMS) 로 보호되는 물리적으로 견고한 디바이스
입니다. 이 디바이스는 전송 중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지역 배송사는 Amazon S3와 온사이트 데이
터 스토리지 위치 간에 Snowball을 운송합니다. Snowball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AWS 리전 있는 위치 목록은
AWS Snowball의 를 참조하십시오 AWS 일반 참조.

Note

Snowball은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것입니다.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와 Amazon S3 간에 
10TB 미만의 데이터를 전송하려는 경우 Snowball이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Snowball 기능
AWS SnowballSnowball 디바이스에는 다음 기능도 포함됩니다.

• 80TB 및 50TB 모델은 미국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50TB 모델은 다른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AWS 
리전 있습니다.

• 강화된 보안은 미사용 데이터와 물리적으로 전송 중인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직접 구입하거나 유지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 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을 통해 또는 작업 관리 API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작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와 Snow볼 간에 로컬 데이터 전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가능한 독립 

실행형 클라이언트인 Snowball 클라이언트를 통해 이러한 전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운로드 가
능한 Snowball용 Amazon S3 어댑터와 함께 Amazon S3 REST API 호출을 사용하여 프로그래밍 방식으
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Snowball을 사용한 데이터 전송 (p. 52)을 참조하세요.

• Snowball은 자체 배송 컨테이너이며, Snowball을 배송할 준비가 되면 E Ink 디스플레이가 배송 라벨을 표
시하도록 변경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Snowball에 대한 배송 고려 사항 (p. 72)을 참조하세요.

Snowball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할 수AWS 리전 있는 위치 목록은 을 참조하십시오 AWS SnowballAWS 일반 
참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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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Snowball은 해외 배송 또는 미국AWS 리전 외 지역 간 배송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배송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리전 기반 배송 제한 (p. 72)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WS Snowball 사용을 위한 사전 조건
AWS 계정에 가입
AWS 계정이 없는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계정을 생성합니다.

AWS 계정에 가입

1. https://portal.aws.amazon.com/billing/signup을 엽니다.
2. 온라인 지시 사항을 따릅니다.

등록 절차 중 전화를 받고 전화 키패드로 확인 코드를 입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AWS 계정 루트 사용자에 가입하면 AWS 계정 루트 사용자가 생성됩니다. 루트 사용자에게는 계정의 모
든 AWS 서비스 및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보안 모범 사례는 관리 사용자에게 관리자 액
세스 권한을 할당하고, 루트 사용자만 루트 사용자 액세스 권한이 필요한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AWS에서는 가입 프로세스가 완료된 후 확인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언제든지 https://aws.amazon.com/으로 
이동하고 내 계정(My Account)을 선택하여 현재 계정 활동을 보고 계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 사용자 생성
AWS 계정에 가입한 후 일상적인 태스크에 루트 사용자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AWS 계정 루트 사용자 보호

1. 루트 사용자를 선택하고 AWS 계정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AWS Management Console에 계정 소유자
로 로그인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루트 사용자를 사용하여 로그인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AWS 로그인 User Guide의 루트 사용자로 로
그인을 참조하세요.

2. 루트 사용자에 대해 다중 인증(MFA)을 활성화합니다.

지침은 IAM 사용 설명서의 AWS 계정 루트 사용자용 가상 MFA 디바이스 활성화(콘솔)를 참조하세요.

관리 사용자 생성

• 일상적인 관리 태스크의 경우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에서 관리 
사용자에게 관리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

지침을 보려면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사용 설명서의 시작하기를 
참조하세요.

관리자 사용자로 로그인

•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로 로그인하려면 IAM Identity Center 사용자를 생성할 때 이메일 주소로 전송
된 로그인 URL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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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 Identity Center 사용자로 로그인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AWS 로그인 사용 설명서의 AWS 액세
스 포털에 로그인을 참조하세요.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사전 조건
전송할 파일 및 폴더의 이름이 Amazon S3 객체 키 명명 지침에 따라 지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지침
을 충족하지 않는 이름을 가진 파일이나 폴더는 Amazon S3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Amazon S3로 가져올 데이터를 계획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대량 전송 계획 (p. 39)을 참조하세요.

데이터를 내보내기 위한 사전 조건
작업을 생성할 때 내보낼 데이터를 이해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내보내기 범위 사용 (p. 42)을 참조하세요.

파일 이름에 콜론 (:) 이 있는 파일의 경우 내보내기 작업을 생성하기 전에 Amazon S3에서 파일 이름을 변경
하여 해당 파일을 가져오십시오. 파일 이름에 콜론이 있는 파일은 Microsoft Windows Server로의 내보내기
가 실패합니다.

도구 및 인터페이스
Snowball은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 및 작업 관리 API를 사용하여 작업을 생성하고 관리합니다. 
Snowball 디바이스에서 로컬로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Snowball 클라이언트 또는 Snowball용 Amazon S3 어
댑터를 사용하십시오. 자세한 사용 방법은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 사용 (p. 42)
• AWS Snowball 디바이스 사용 (p. 46)
• Snowball을 사용한 데이터 전송 (p. 52)

또한 작업 관리 API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AWS Snowball. 자세한 내용은 AWS Snowball API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AWS Snowball 관련 서비스
이 가이드에서는 사용자가 Amazon S3 사용자라고 가정합니다.

AWS Snowball를 처음 사용하십니까?
Snow볼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Snowball 서비스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다음 섹션을 순서대로 읽는 것이 좋습
니다.

1. 다른 작업 유형에 더 알아보려면 표준 Snowball 디바이스에 대한 작업 (p. 12)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2. Snowball이 Snowball 디바이스에서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전체 개요는 를 참조하십시오방법AWS 

Snowball이 표준 Snowball 디바이스에서 작동합니다. (p. 7).
3. 시작할 준비가 되면 AWS Snowball 시작하기 (p. 17)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요금
관련 가격 및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Snowball가격을 참조하십시오.AWS Snow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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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차이점

AWS Snowball 디바이스 차이점
Snowball Edge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디바이스입니다. 이 가이드는 Snowball Snowball Edge에 대한 문서를 
찾는 경우AWS Snowball Edge개발자 안내서. 두 디바이스를 통해 Amazon S3 에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두 디바이스는 모두 동일합니다.작업 관리둘 다 같은 것을 사용합니
다콘솔. 그러나 두 디바이스의 하드웨어 사양, 일부 기능, 사용되는 전송 도구, 가격은 다릅니다.

AWS Snowball 사용 사례 차이점
다음 표는 서로 다른 AWS Snowball 디바이스에 대한 다양한 사용 사례를 보여줍니다.

사용 사례 Snowball Snowball

Amazon S3 S3로 데이터 가져오
기 가져오기

✓ ✓

Amazon S3 내보내기 ✓ ✓

내구성이 뛰어난 로컬 스토리지   ✓

AWS Lambda를 사용한 로컬 컴
퓨팅

  ✓

Amazon EC2 컴퓨팅 인스턴스   ✓

디바이스의 클러스터에서 사용   ✓

AWS IoT Greengrass(IoT)와 함께 
사용

  ✓

GUI가 있는 NFS를 통해 파일 전
송

  ✓

AWS Snowball 하드웨어 차이점
다음 표는 두 디바이스가 물리적으로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Snowball의 사양에 대한 정보는 단
원을AWS Snowball 사양 (p. 97). Snowball Edge의 사양에 대한 정보는 단원을AWSSnowball.

4

https://docs.aws.amazon.com/snowball/latest/developer-guide/whatisedge.html
https://docs.aws.amazon.com/snowball/latest/api-reference/api-reference.html
https://console.aws.amazon.com/importexport
https://docs.aws.amazon.com/snowball/latest/developer-guide/specifications.html


AWS Snowball 사용 설명서
하드웨어 차이점

Snowball Snowball

다음과 같이 각 디바이스의 스토리지 용량은 다릅니다.

스토리지 용량(사용 가능 용량) Snowball Snowball

50TB(42TB 사용 가능) - 미국 리
전만 해당

✓  

80TB (72TB 사용 가능) ✓  

100TB (80TB 사용 가능)   ✓

100TB 클러스터형(노드당 45TB)   ✓

각 디바이스에 있는 관리 용도의 물리적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리적 인터페이스 Snowball Snowball

E Ink 디스플레이 — 배송 정보를 
추적하고 IP 주소를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 ✓

LCD 디스플레이 연결을 관리하고 
몇 가지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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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차이점

AWS Snowball 도구 차이점
아래에서는 AWS Snowball 디바이스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도구와 해당 도구의 사용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합니다.

Snowball
스노우볼을 사용하는 Snowball 클라이언트

• 에서 Snowball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AWS Snowball자원.

Snowball 클라이언트는 다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해야 합니다.AWS Snowball리소스페이지를 다운로드하
고 사용자가 소유하는 강력한 워크스테이션에 설치됩니다.

• Snowball에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Snowball 클라이언트 사용 (p. 53)을 참
조하십시오.

• 데이터가 Snowball로 전송되기 전에 강력한 워크스테이션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스노우볼이 있는 스노우볼용 Amazon S3 어댑터

• 에서 Snowball용 Amazon S3 어댑터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AWS Snowball리소스 웹 사이
트.

Snowball용 Amazon S3 어댑터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AWS Snowball리소스페이지를 다운로드하고 사
용자가 소유하는 강력한 워크스테이션에 설치됩니다.

• Snowball에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Snowball용 Amazon S3 어댑터를 사용한 
데이터 전송 (p. 63)을 참조하십시오.

• 데이터가 Snowball로 전송되기 전에 강력한 워크스테이션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Snowball
Snowball 엣지를 사용하는 Snowball

• 에서 Snowball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AWS Snowball자원.

Snowball 클라이언트는 다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해야 합니다.AWS Snowball Edge리소스페이지를 다운
로드하고 사용자가 소유하는 강력한 워크스테이션에 설치됩니다.

• Snowball 엣지 또는 AWS 클러스터를 잠금 해제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nowball 클라이
언트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Snowball 엣지가 있는 스노우볼용 Amazon S3 어댑터

• 기본적으로 이미 Snowball Edge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하거나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 Snowball Edge에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어댑터 사용을 참조하십

시오.
• 데이터가 디바이스로 전송되는 동안 Snowball Edge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Snowball Edge를 사용한 파일

• 기본적으로 이미 Snowball Edge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하거나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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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차이점

• 를 통해 최대 150GB 크기의 파일을 컴퓨터에서 Snowball Edge의 버킷으로 끌어 놓아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easy-to-configure NFS 탑재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에 파일 인터페이스 사용
AWS Snowball Edge.

• 데이터가 디바이스로 전송되는 동안 Snowball Edge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AWS IoT GreengrassSnowball Edge

• Snowball Edge를 사용하여AWS IoT Greengrass콘솔을 사용하여AWS IoT Greengrass그룹 및 Snowball 
Edge에서 실행되는 코어입니다.

Snowball Edge에 제공되는 품목 간 차이
아래에서는 Snowball Edge에 제공되는 케이블, 사용되는 케이블, 사용되는 케이블, 네트워크 어댑터 간의 차
이를 간략하게 보여 줍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Snowball Snowball 디바이스와 함께 제공되
는 케이블

RJ45 ✓ ✓ Snowball

SFP+ ✓ ✓ Snowball

SFP+(광 커넥터 있음) ✓ ✓ 어느 디바이스에도 제
공되는 케이블 없음. 
Snowball 엣지 에 제공
되는 광 커넥터 없음. 각 
Snowball에 제공됨

QSFP   ✓ 제공되는 케이블 또는 광 
커넥터 없음

여러 장치 유형에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케이블 및 커넥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제를 
참조하십시오.

• 지원되는 네트워크 하드웨어 (p. 97)이 가이드의 눈덩이 용.
• 지원되는 네트워크 하드웨어의AWS Snowball Edge개발자 안내서.

AWS Snowball 기타 차이점
FAQ 및 가격 정보를 포함한 기타 차이점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http://aws.amazon.com/snowball
• http://aws.amazon.com/snowball-edge

방법AWS Snowball이 표준 Snowball 디바이스에서 
작동합니다.

다음은 방법에 대한 정보입니다.AWS Snowball개념과 그 개념을 포함한 작품 end-to-end 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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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작동 방식: 개념 (p. 8)
• 작동 방식: 구현 (p. 10)

작동 방식: 개념
가져오기 작동 방식

가져오기 작업별로 단일 Snowball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합니다. 에서 작업을 생성한 후AWS Snow 패밀리 관
리 콘솔또는 작업 관리 API에서는 Snowball 을 배송합니다. 며칠 후 배송된 Snowball을 네트워크에 연결하
고, 또는 Snowball용 Amazon S3 어댑터를 사용하여 Amazon S3로 가져오려는 데이터를 Snowball로 전송하
면 됩니다.

데이터 전송을 마친 뒤 Snowball 을AWS그러면 데이터를 Amazon S3 S3로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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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방식: 개념

내보내기 작동 방식

내보내기 작업별로 여러 Snowball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서 작업을 생성한 후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또는 작업 관리 API에서는 목록 작업이 Amazon S3 시작됩니다. 이 목록 작업을 통해 작업
이 여러 부분으로 분할됩니다. 각 작업 파트의 크기는 약 80TB 이하여야 하며, 각 작업 파트에는 이 정확히 
하나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업 파트가 모두 생성되면 첫 번째 작업 파트가 [Preparing Snowball] 상태가 됩
니다.

곧이어 AWS에서 데이터를 Snowball로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내보내기는 평일 기준 하
루가 걸립니다. 그러나 이 프로세스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가 완료되면AWS해당 지역의 운
송업체가 Snowball 을 수거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며칠 후 데이터 센터나 사무실에 Snowball이 도착하면 
Snowball을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또는 Snowball 용 Amazon S3 어댑터를 사용하여 서버로 내보내려는 데이
터를 전송하면 됩니다.

데이터 전송을 마친 뒤 Snowball 을AWS. AWS에서는 반송 작업 파트용 Snowball을 수령하면 AWS는 
Snowball 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이 삭제는 미국 국립 표준 기술 연구소(NIST) 800-88 표준에 따른 것입니다. 
이 단계는 해당하는 작업 파트의 완료를 의미합니다. 작업 파트가 더 있는 경우, 이것으로 다음 번 작업 파트
를 배송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Note

목록 작업은 Amazon S3 S3의 기능이며, 내보내기 작업을 취소하더라도 Amazon S3 작업에 대해 
요금이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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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방식: 구현

작동 방식: 구현
아래에는 데이터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를 위해 Snowball이 구현되는 방법이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개요 모두 다음을 사용한다고 가정합니다.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를 사용하여 작업을 생성하고 
Snowball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로컬로 전송합니다.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작업하는 것을 선호한
다면 Snowball용 작업 관리 API를 사용하여 작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Snowball API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Snowball용 Amazon S3 어댑터를 사용
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Snowball용 Amazon S3 API 어댑터를 사용하여 데이터 전
송 (p. 63).

종단 간 가져오기 구현
1. 가져오기 작업 생성— 에 로그인합니다.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작업을 생성합니다. 현재 작업 상태

는 [Job created]이고, 이 작업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대기열에 추가했습니다. 요청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 
시점에서 작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당신의 일을 위해 Snowball 준비되었습니다.— AWS는 작업을 위해 Snowball을 준비합니다. 현재 작업 상
태는 다음과 같습니다.Snowball 준비 중. 보안을 위해, 준비 후 90일 이내에 데이터 전송을 마쳐야 합니다.

3. Snowball은 해당 지역의 이동통신사에서 배송됩니다.— 운송업체가 이곳에서 제품을 수거해 가며, 현재 
작업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배송 중. 추적 번호와 추적을 위한 웹 사이트 링크는 AWS Snow 패밀리 관
리 콘솔에 나와 있습니다.

4. Snowball 받기— 며칠 뒤 해당 리전의 운송업체는 사용자가 작업을 생성할 때 입력한 주소로 Snowball을 
배송하며, 작업 상태는 로 변경됩니다.사용자에게 배달됨. Snowball이 도착했을 때 Snowball은 자체 배송 
컨테이너이므로 상자에 든 상태로 배송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 자격 증명 및 Snowball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자격 증명, 작업 매니페스트, 매니페스트 잠금 해제 코드를 
받고 Snowball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하는 등 데이터 전송을 준비합니다.
• Snowball 클라이언트는 온프레미스 데이터 원본에서 Snowball로 전송되는 데이터 흐름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에서 Snowball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AWS Snowball자원.

Snowball 클라이언트는 다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해야 합니다.AWS Snowball리소스페이지를 보고 사
용자가 소유하는 강력한 워크스테이션에 설치합니다.

• 는 Snowball에 대한 액세스를 인증하는 데 사용되는 매니페스트는 암호화되어 있으며, 잠금 해제 코드
가 있어야만 해독할 수 있습니다. 에서 매니페스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
Snowball이 해당 위치의 온프레미스에 있을 때

• 잠금 해제 코드는 29자리의 코드로, 매니페스트를 받을 때도 표시됩니다. Snowball이 사용자의 시설에 
있는 동안 무단 액세스를 방지하기 위해 이 코드를 적어서 매니페스트와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
다. 매니페스트를 받을 때 잠금 해제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6. Snowball 클라이언트 설치 및 설정— 데이터 원본이 마운트되어 있는 컴퓨터 워크스테이션에 Snowball 
클라이언트를 설치합니다.

7. 하드웨어 포지셔닝— Snowball을 데이터 센터로 옮기고 케이스의 지침에 따라 개봉합니다. Snowball 을 
전원 및 로컬 네트워크에 Connect.

8. Snowball— E Ink 디스플레이 위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눌러서 Snowball 전원을 켭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리
면 [Ready] 화면이 나타납니다.

9. Snowball 클라이언트 시작— 워크스테이션에서 Snowball 클라이언트를 시작할 때 Snowball의 IP 주소, 
매니페스트에 대한 경로, 잠금 해제 코드를 입력합니다. Snowball 클라이언트는 매니페스트의 암호화를 
해제하여 Snowball에 대한 액세스를 인증하는 데 매니페스트를 사용합니다.

10.데이터 전송— Snowball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가져오려는 데이터를 데이터 원본에서 Snowball로 전송
합니다.

11.귀국 여행을 위해 Snowball 준비— 데이터 전송을 마친 뒤 Snowball의 전원을 끄고 케이블을 뽑습니
다. Snowball 케이블을 Snowball 후면 패널 내부의 커넥터에 고정하고 Snowball 을 밀봉합니다. 이제 
Snowball 을 반송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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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해당 지역의 이동통신사가 Snowball을 (를)AWS— 운송업체가 배송을 위해 Snowball을 가지고 있는 동안 
작업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배송 중AWS.

13.AWSSnowball— Snowball 도착합니다.AWS그러면 작업 상태가에서AWS. 평균적으로 하루 정도 걸립니
다.AWS를 눌러 Amazon S3 S3로 데이터 가져오기를 시작합니다.

14.AWSAmazon S3 S3로 데이터 가져오기— 가져오기가 시작되면 작업 상태가가져오는 중. 가져오기는 며
칠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이메일로 알려 드립니다.

가져오기가 완료되면 작업 상태는 완료됨이 되고, 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에서 PDF 파일의 작업 완
료 보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5.이제 가져온 데이터가 Amazon S3 상주합니다.— 가져오기가 완료되면 전송한 데이터가 Amazon S3에 있
습니다.

가져오기 작업 방식을 배웠으니 이제 첫 번째 작업을 생성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사용
하여 Amazon S3로 데이터 가져오기AWS Snowball (p. 17)을 참조하십시오.

Snowball용 작업 관리 AP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AWS SnowballAPI 참조.

종단 간 내보내기 구현
1. 내보내기 작업 생성— 에 로그인합니다.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작업을 생성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전송할 데이터의 양과 버킷 내에서 전송할 객체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Amazon S3 리스팅 작업을 시작
합니다. 목록이 완성되면 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에서는 내보내기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작업 파트를 
생성합니다. 이 시점에서 필요하면 작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Note

목록 작업은 Amazon S3 S3의 기능이며, 내보내기 작업을 취소하더라도 Amazon S3 작업에 대
해 요금이 청구됩니다.

2. 작업 부분을 위해 Snowball 준비되었습니다.— 작업 파트가 모두 생성되는 즉시 첫 번째 작업 파트
가Snowball 준비 중상태 보안을 위해, 준비 후 90일 이내에 데이터 전송을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Snowball이 준비되면 상태는 [Exporting]으로 바뀝니다. 내보내기에는 보통 영업일 기준으로 하루가 걸
리지만, 이 프로세스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내보내기가 완료되면 작업 상태는발송 준비 중, 및
AWSSnowball 픽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3. Snowball은 해당 지역의 이동통신사에서 배송됩니다.— 운송업체가 이곳에서 제품을 수거해 가며, 현재 
작업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배송 중. 추적 번호와 추적을 위한 웹 사이트 링크는 AWS Snow 패밀리 관
리 콘솔에 나와 있습니다.

4. Snowball 받기— 며칠 뒤 운송업체가 작업을 생성할 때 입력한 주소로 Snowball을 배송하며, 첫 번째 작업 
파트의 상태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사용자에게 배달됨. Snowball이 도착했을 때 Snowball은 자체 배
송 컨테이너이므로 상자에 든 상태로 배송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 자격 증명 및 Snowball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자격 증명, 작업 매니페스트, 매니페스트 잠금 해제 코드를 
받고 Snowball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하는 등 데이터 전송을 준비합니다.
• Snowball 클라이언트는 Snowball에서 온프레미스 데이터 대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흐름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에서 Snowball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AWS Snowball자원.

Snowball 클라이언트는 다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해야 합니다.AWS Snowball리소스페이지를 보고 사
용자가 소유하는 강력한 워크스테이션에 설치합니다.

• 는 Snowball에 대한 액세스를 인증하는 데 사용되는 매니페스트는 암호화되어 있으며, 잠금 해제 코드
가 있어야만 해독할 수 있습니다. 에서 매니페스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
Snowball이 해당 위치의 온프레미스에 있을 때

• 잠금 해제 코드는 29자리의 코드로, 매니페스트를 받을 때도 표시됩니다. Snowball이 사용자의 시설에 
있는 동안 무단 액세스를 방지하기 위해 이 코드를 적어서 매니페스트와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
다. 매니페스트를 받을 때 잠금 해제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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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6. Snowball 클라이언트 설치 및 설정— 데이터 원본이 마운트되어 있는 컴퓨터 워크스테이션에 Snowball 
클라이언트를 설치합니다.

7. 하드웨어 포지셔닝— Snowball을 데이터 센터로 옮기고 케이스의 지침에 따라 개봉합니다. Snowball 을 
전원 및 로컬 네트워크에 Connect.

8. Snowball— E Ink 디스플레이 위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눌러서 Snowball 전원을 켭니다. 몇 분 정도 기다리
면 [Ready] 화면이 나타납니다.

9. Snowball 클라이언트 시작— 워크스테이션에서 Snowball 클라이언트를 시작할 때 Snowball의 IP 주소, 
매니페스트에 대한 경로, 잠금 해제 코드를 입력합니다. Snowball 클라이언트는 매니페스트의 암호화를 
해제하여 Snowball에 대한 액세스를 인증하는 데 매니페스트를 사용합니다.

10.데이터 전송— Snowball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Snowball 어플라이언스에서 내보낼 데이터를 온프레미
스 데이터 대상으로 전송합니다.

11.귀국 여행을 위해 Snowball 준비— 데이터 전송을 마친 뒤 Snowball의 전원을 끄고 케이블을 뽑습니
다. Snowball 케이블을 Snowball 후면 패널 내부의 커넥터에 고정하고 Snowball 을 밀봉합니다. 이제 
Snowball 을 반송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12.해당 지역의 이동통신사가 Snowball을 (를)AWS— 운송업체가 Snowball을 가지고 있으면 작업 상태는 다
음과 같습니다.배송 중AWS. 내보내기 작업에 작업 파트가 더 있는 경우, 다음 번 작업 파트가 [Preparing 
Snowball] 상태가 됩니다.

13.Snowball 지우기— 반송된 눈덩이를 수령하면 AWS는 Snowball 전체를 제거합니다. 이 삭제는 NIST 
800-88 표준에 따른 것입니다.

내보내기 작업 방식을 배웠으니 이제 첫 번째 작업을 생성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nowball을 
사용하여 Amazon S3에서 데이터 내보내기 (p. 28) 단원을 참조하세요.

표준 Snowball 디바이스에 대한 작업
작업AWS Snowball(Snowball) 는 별도의 작업 단위이며 콘솔 또는 작업 관리 API에서 생성할 때 정의됩니다. 
작업은 유형, 세부 정보 및 상태를 갖습니다. 각 요소는 다음 단원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주제
• 작업 유형 (p. 12)
• 작업 세부 정보 (p. 13)
• 작업 상태 (p. 14)

작업 유형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의 두 가지 작업 유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의 Snowball 작업은 데이터 원본, 이동 
가능한 데이터 양 및 성공적인 작업 완료 시 예상할 수 있는 결과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작업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지만 몇 가지 공통된 세부 사항을 공유합니다. 소스는 데이터 센
터나 사무실에 위치하거나 Amazon S3 버킷일 수 있습니다.

Amazon S3 S3로 가져오기
원래 요청 ping에 대한가져오기양도입니다.72TB 이하의 데이터를 온프레미스 데이터 원본에 두고 단일 
Snowball에 복사한 다음 Amazon S3 S3로 이동합니다. 가져오기 작업의 경우 Snowball과 작업은 일대일 관
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각 작업에 정확히 하나의 Snowball이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추가 Snowball
이 필요한 경우 새 가져오기 작업을 생성하거나 기존 가져오기 작업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가져오기 작업에 대한 데이터 원본은 온프레미스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송할 데이터가 들어 있는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작업을 생성할 때 제공된 주소에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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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세부 정보

가져오려는 데이터의 양이 단일 Snowball 내에 적합할 경우 각 가져오기 작업에 대해 디렉터리, 파일 및 객체
를 제한 없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국 리전에서는 Snowball이 두 가지 크기로 제공됩니다. 50TB(사용 가능 
용량 42TB)80TB(사용 가능 용량 72TB). 다른 모든 리전에서는 80TB 만 제공됩니다.

파일을 가져올 때 각 파일은 Amazon S3 객체가 되고 각 디렉터리는 접두사가 됩니다. 데이터를 기존 버킷으
로 가져올 경우 새로 가져온 객체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기존 객체를 덮어씁니다.

가져오기가 처리 및 확인되면AWSSnowball 완전히 지우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삭제는 미국 국립 표준 기
술 연구소(NIST) 800-88 표준에 따른 것입니다.

가져오기가 완료된 이후에 작업 보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가져오기 프로세스를 실패한 
객체를 알려 줍니다. 성공 및 실패 로그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mportant

작업 완료 보고서의 결과를 확인하고 가져오기 로그를 검토할 수 있을 때까지 전송된 데이터의 로컬 
복사본을 삭제하지 마십시오.

Amazon S3 내보내기
원래 요청 ping에 대한내보내기는 Amazon S3 있는 데이터를 용량에 상관없이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전송되
는 데이터를 원하는 수의 Snowball로 복사한 다음 을 한 번에 하나씩 온프레미스 데이터 대상으로 이동합니
다. 내보내기 작업을 생성할 때 작업은 작업 파트로 분할됩니다. 각 작업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72TB 및 각 
작업 파트에는 이 정확히 하나의 Snowball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보내기 작업에 대한 데이터 원본은 하나 이상의 Amazon S3 버킷입니다. 작업 파트에 대한 데이터를 
Amazon S3 Snowball로 이동한 후 작업 보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Snowball로 전송하
는 데 실패한 객체를 알려 줍니다. 작업의 성공 및 실패 로그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송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Snowball을 사용하여 각 내보내기 작업에 대해 원하는 개수의 오브젝트
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 작업의 작업 부품에 대한 Snowball은 차례로 배달되며, 이전 작업 부품이 
입력되면 후속 Snowballs가 배송됩니다.배송 중AWS상태.

Snowball에서 객체를 온프레미스 데이터 대상으로 복사하면 해당 객체가 파일로 저장됩니다. 파일이 이미 
있는 위치에 객체를 복사할 경우 동일한 이름을 가진 기존 파일을 덮어씁니다.

일시AWS반환 된 Snowball 수신하면 Snowball 완전히 삭제합니다. 이 삭제는 NIST 800-88 표준에 따른 것
입니다.

Important

전체 작업에 대한 모든 콘텐츠가 온프레미스 데이터 대상에 복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내
보낸 객체를 변경, 업데이트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오.

내보내기 작업을 생성할 때 전체 Amazon S3 버킷 또는 객체 키의 특정 범위를 내보내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
다. 자세한 정보는 내보내기 범위 사용 (p. 42)을 참조하십시오.

작업 세부 정보
Snowball의 모든 가져오기 또는 내보내기 작업은 생성할 때 지정한 세부 정보에 의해 정의됩니다. 다음 목록
에서는 작업에 대한 모든 세부 정보를 설명합니다.

• 작업 이름— 작업에 대한 이름이며 영숫자, 공백, 유니코드 특수 문자를 포함합니다.
• 작업 유형— 가져오기 또는 내보내기
• 작업 ID— 작업을 식별하는 고유한 39자 라벨입니다. 작업 ID는 전자 잉크 디스플레이와 작업 매니페스트 

파일의 이름에 표시되는 배송 라벨의 아래쪽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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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상태

• 생성된 날짜— 이 작업을 생성한 날짜입니다.
• 배송 기간— 기간 옵션은 리전별로 다릅니다. 자세한 정보는 배송 기간 (p. 75)을 참조하십시오.
• IAM 역할 ARN— 이 ARN (Amazon 리소스 이름)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Amazon S3 버킷

에 대한 쓰기 권한을 사용하여 작업을 생성하는 동안 생성되는 (IAM) 역할입니다. 생성 프로세스는 자동으
로 수행되며 Snowball에서 수임할 수 있는 IAM 역할은 Amazon S3 버킷과 Snowball 간에 데이터를 복사
하는 데에만 사용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Snowball 용 IAM 역할 생성 (p. 84)을 참조하십시오.

• AWS KMS키— Snowball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 는 각 Snowball에서 키를 암호화
합니다. 작업을 생성할 때 소유한 AWS KMS 암호화 키의 ARN도 선택하거나 생성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Key Management ServiceSnowball 에서 (p. 79)을 참조하십시오.

• Snowball 용량— 미국 리전에서는 Snowball이 두 가지 크기로 제공됩니다. 50TB(사용 가능 용량 
42TB)80TB(사용 가능 용량 72TB). 다른 모든 리전에서는 80TB 만 제공됩니다.

• 스토리지 서비스—AWS이 작업과 연결된 스토리지 서비스이며 이 경우 Amazon S3 S3입니다.
• 리소스—AWS작업과 연결된 스토리지 서비스 리소스입니다. 이 경우 데이터를 주고 받을 Amazon S3 버

킷입니다.

작업 상태
각 작업에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 상태는 작업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도록 변경됩니다.

작업 상태 설명 상태가 적용되는 작업 유
형

작업 생성됨 작업이 방금 생성되었습니다. 작업이 내보내기 작
업인 경우 이 상태인 동안에만 작업 또는 작업 파트
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모두

Snowball 준비 중 AWS작업을 위해 Snowball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

내보내는 중 AWS가 Amazon S3 Snowball로 데이터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내보내기

발송 준비 중 AWS고객에게 Snowball 배송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

배송 중 작업 생성 중에 제공한 주소로 Snowball이 배송되
었습니다.

모두

사용자에게 배달됨 작업 생성 중에 제공한 주소로 Snowball이 도착했
습니다.

모두

배송 중AWS Snowball을AWS. 모두

분류 시설에 있는 경우 이 작업에 대한 디바이스는 내부 분류 시설에 있습
니다. Amazon S3 S3로 가져오기 작업에 대한 모든 
추가 처리는 일반적으로 향후 2일 내에 시작됩니다.

모두

에서AWS 배송이 도착했습니다.AWS. 데이터를 가져올 경우 
가져오기는 일반적으로 도착 날짜 내에 시작됩니
다.

모두

가져오는 중 AWS가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가져오기

완료 가져오기 작업 또는 내보내기 작업 파트를 성공적
으로 완료했습니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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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작업 상태 설명 상태가 적용되는 작업 유
형

취소됨 작업을 취소했습니다. Snowball 가져오기 작업은 
다음 중 하나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작업 생성됨상
태.

모두

AWS액세스 설정
AWS Snowball(Snowball) 를 처음 사용한다면 먼저 다음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1. AWS에 가입 (p. 15).
Note

아시아 태평양 (뭄바이) 의 경우 Amazon InternetAWS 리전 Services Private Limited (AISPL) 에
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뭄바이)AWS 리전 의 Amazon Web Services 가입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AISPL 가입을 참조하십시오.

2. IAM 사용자 생성 (p. 15).

AWS에 가입
Amazon Web Services (AWS) 에 가입하면 를AWS 포함해 의 모든 서비스에 자동으로AWS 계정 등록됩니
다AWS Import/Export. 사용한 서비스에 대해서만 요금이 청구됩니다. Snowball의 가격 및 수수료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AWS Snowball요금을 참조하십시오. Snowball은 무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떤AWS 서비스
가 무료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프리 티어를 참조하십시오.

이미 AWS 계정이 있다면 다음 작업으로 건너뛰세요. AWS 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계정을 
생성하세요.

AWS 계정 생성

1. https://portal.aws.amazon.com/billing/signup을 엽니다.
2. 온라인 지시 사항을 따릅니다.

등록 절차 중 전화를 받고 전화 키패드를 사용하여 확인 코드를 입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AWS 계정 루트 사용자에 가입하면 AWS 계정 루트 사용자가 생성됩니다. 루트 사용자에게는 계정의 모
든 AWS 서비스 및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보안 모범 사례는 관리 사용자에게 관리자 액
세스 권한을 할당하고, 루트 사용자만 사용하여 루트 사용자 액세스 권한이 필요한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다음 작업에 필요하므로AWS 계정 번호를 기록합니다.

IAM 사용자 생성
등의AWS Import/Export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경우 서비스가 사용자가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자격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AWS AWS는 의 루트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요청하
지 않을AWS 계정 것을 권장합니다. 대신,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사용자를 만들고 그 
사용자에게 완전한 액세스를 허용합니다. 이러한 사용자를 관리자 사용자라고 합니다.

자체 계정의 루트 자격 증명 대신 관리자 사용자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AWS 와 연동하면서 Amazon S3 버킷 
생성, 사용자 생성, 권한 부여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일반 참조의AWS 계정 루
트 사용자 자격 증명과 IAM 사용 설명서의 IAM 모범 사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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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AWS에 가입했지만 IAM 사용자를 생성하지 않았다면 IAM 콘솔에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사용자를 생성하려면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관리자를 
관리하는 
한 가지 방
법 선택

To By 다른 방법

IAM 
Identity 
Center에
서

(권장)

단기 보안 인증 정보를 
사용하여 AWS에 액세스
합니다.

이는 보안 모범 사례에 
부합됩니다. 모범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의 IAM의 보
안 모범 사례를 참조하세
요.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 사용 설명서의 시작
하기에 나온 지침을 따릅니다.

AWS Command Line Interface 
사용 설명서에 나온 AWS IAM 
Identity Center (successor to 
AWS Single Sign-On)을 사용하
도록 AWS CLI 구성 단계를 수행
하여 프로그래밍 방식 액세스를 
구성합니다.

IAM에서

(권장되지 
않음)

장기 보안 인증 정보를 
사용하여 AWS에 액세스
합니다.

IAM 사용 설명서의 첫 번째 
IAM 관리자 및 사용자 그룹 만
들기에 나온 지침을 따릅니다.

IAM 사용 설명서에 나온 IAM 사
용자의 액세스 키 관리 단계를 수
행하여 프로그래밍 방식 액세스를 
구성합니다.

이 새로운 IAM 사용자로 로그인하려면 먼저 로그아웃한 후 다음 URL을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your_aws_account_id# 하이픈을 제외한AWS 계정 번호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AWS 계정 번호가 이면 
계정AWS 계정 ID는 입니다123456789012.AWS Management Console1234-5678-9012

https://your_aws_account_id.signin.aws.amazon.com/console/

방금 생성한 IAM 로그인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로그인하면 탐색 모음에 "your_user_name @
your_aws_account_id"가 표시됩니다.

로그인 페이지의 URL에AWS 계정 ID가 포함되지 않게 하려면 계정 별칭을 생성합니다. IAM 대시보드에서 
[계정 별칭 생성] 을 선택하고 회사 이름 등의 별칭을 입력합니다. 계정 별칭 생성 후 로그인할 때는 다음과 같
이 URL을 사용합니다.

https://your_account_alias.signin.aws.amazon.com/console/

본인 계정의 IAM 사용자 로그인 링크를 확인하려면 IAM 콘솔을 열고 대시보드의 [별칭 (AWS 계정Alias)] 아
래를 체크합니다.

관리자 사용자가 아닌 IAM 사용자를 통해 Snowball 작업을 생성하려는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특정 권한이 
있어야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nowball 용 IAM 사용자 생성 (p. 82)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단계
AWS Snowball 시작하기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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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에 가입

AWS Snowball 시작하기
Note

1세대 80TB Snowball 디바이스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데이터 전송 작업에 Snowball 
Edge 스토리지 최적화 디바이스를 사용하십시오.

AWS Snowball(Snowball) 를 사용하여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와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간에 수백 테라바이트 또는 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첫 번째 
데이터 전송 작업을 생성하여 완료하기 위한 일반 지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nowball 특정 구성 요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설명서 뒷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는 방법AWS 
Snowball이 표준 Snowball 디바이스에서 작동합니다. (p. 7)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두 지침 모두 를 사용하여 작업을 생성하고 Snowball 클라이언트를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 사용하여 
데이터를 로컬로 전송한다고 가정합니다.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작업하려는 경우 Snowball용 작업 관리 API
를 사용하여 작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Snowball API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프로그
래밍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Snowball용 Amazon S3 어댑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Snowball용 Amazon S3 어댑터를 사용한 데이터 전송 (p. 63)을 참조하세요.

AWS에 가입
이미 가지고 있다면 다음 섹션으로 건너뛰세요관리자 IAM 사용자 생성 (p. 17).AWS 계정 그렇지 않으면
AWS에 가입 (p. 15)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관리자 IAM 사용자 생성
이미 관리자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사용자가 있는 경우 다음 섹션 중 하나로 건너뛰십
시오. 관리자 IAM 사용자가 없는 경우 관리자 IAM 사용자를 생성하고 해당 사용자의 루트 자격 증명을 사용
하여 요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AWS 계정 그렇게 하려면 IAM 사용자 생성 (p. 15) 단원을 참조하세요.

Important

Snowball에는 프리 티어가 없습니다. 원치 않는 요금과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작업 생성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가져오기 또는 내보내기 섹션을 읽어보십시오.

다음:

• 다음을 사용하여 Amazon S3로 데이터 가져오기AWS Snowball (p. 17)
• Snowball을 사용하여 Amazon S3에서 데이터 내보내기 (p. 28)

다음을 사용하여 Amazon S3로 데이터 가져오기
AWS Snowball

Note

1세대 80TB Snowball 디바이스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데이터 전송 작업에 Snowball 
Edge 스토리지 최적화 디바이스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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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ball을 사용하여 Amazon S3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프로세스에는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주제
• AWS Snowball 작업 생성 (p. 18)
• AWS Snowball 디바이스 수령 (p. 22)
• AWS Snowball 디바이스를 로컬 네트워크에 연결 (p. 24)
• 데이터 전송 (p. 25)
• 디바이스 반송 (p. 27)
• 가져오기 상태 모니터링 (p. 28)

AWS Snowball 작업 생성
Snow Family 장치에 대해 생성하는 작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Snow Family 장치에서 수행하는 일련의 공통 
작업이 있습니다.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 이러한 작업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작업 생성
• 작업 상태 모니터링
• 디바이스 설정
• 디바이스 잠금 해제
• 데이터 전송
• 디바이스 반송

다음 단원에서는 step-by-step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작업 유형별 고려사항이 있는 경우 
특별히 메모에 표시됩니다.

이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작업을 생성 및 관리 사용 사례와 직무 유형에 관계없이 Snow Family 
Console에서 새 작업을 생성하는 프로세스는 표준 워크플로를 따릅니다.

또한 작업 관리 API를 사용하여 작업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Snowball API 참
조를 참조하세요.

주제
• 1단계: Job 계획 (p. 18)
• 2단계: 배송 기본 설정 선택 (p. 19)
• 3단계: Job 세부 정보 선택 (p. 19)
• 4단계: 보안 기본 설정 선택 (p. 20)
• 5단계: 알림 기본 설정 선택 (p. 21)
• 6단계: AWS OpsHub 다운로드 (p. 21)
• 단계 7: Job 검토 및 생성 (p. 22)

1단계: Job 계획
작업을 생성하는 첫 번째 단계는 필요한 작업의 유형을 결정하고 [] 를 사용하여 계획을 시작하는 단계입니
다.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

작업을 계획합니다

1. 에 로그인AWS Management Console를 엽니다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 이 페이지에서 작업을 처
음 사용하는 경우AWS 리전를 볼AWSSnow 패밀리페이지 그렇지 않으면작업 계획페이지

2. 온 더AWSSnow 패밀리페이지에서 선택다음 단계를 열려면작업 계획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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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 사례에 따라 다음 작업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Amazon S3 S3로 가져오기— 이 옵션을 선택AWS빈 Snowball 디바이스를 배송합니다. 디바이스를 
로컬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Snowball 클라이언트를 실행합니다. 데이터를 디바이스에 복사하고 다시 
배송합니다.AWS및 데이터가 다음 위치에 업로드됩니다.AWS.

• 로컬 컴퓨팅 및 스토리지 전용—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고 디바이스에서 컴퓨팅 및 스토리지 워크로드
를 수행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4. Next(다음)를 선택하여 계속 진행합니다.

2단계: 배송 기본 설정 선택
Snowball 디바이스를 수령하고 반품하려면 디바이스를 앞뒤로 배송해야 하므로 정확한 배송 정보를 제공하
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송 세부 정보를 제공하려면

1. 온 더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 에서배송 정보 제공섹션에서 기존 주소를 선택하거나 새 주소를 추
가합니다.

• 선택 항목최근 주소 사용파일에 있는 주소가 표시됩니다. 목록에서 원하는 주소를 신중하게 선택합니
다.

• 선택 항목새 주소 추가, 요청된 주소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새 배송 정보
를 저장합니다.

Note

주소에 입력하는 국가는 장치의 대상 국가와 일치해야 하며 해당 국가에서 유효해야 합니다.
2. 에서배송 기간섹션에서 작업의 배송 속도를 선택하십시오. 이 속도는 장치가 목적지 간에 배송되는 속도

를 나타내며 오늘 날짜 이후에 얼마나 빨리 도착할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1일 배송 (영업일 기준 1일)
• 2일 배송 (영업일 기준 2일)

3. 다음(Next)을 선택합니다.

3단계: Job 세부 정보 선택
이 단계에서는 다음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AWS Snowball작업, 작업 이름 포함AWS리전, 디바이스 
유형, Amazon S3 버킷 이름 및 Amazon 머신 이미지 (AMI) 를 반환합니다.

작업 세부 정보를 추가하려면

1. 온 더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 에서작업 이름섹션에 작업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작업 이름상자.
2. 에서Snow 디바이스 선택를 Snowball
3. 에서S3 스토리지 선택섹션에서 새 S3 버킷을 생성하거나 에서 사용할 Amazon S3 버킷을 선택합니

다.Bucket name계정의. S3 버킷을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버킷은 기기에 디렉터리로 표
시됩니다.

4. 에서EC2 인스턴스를 사용한 컴퓨팅 (선택 사항)를 선택합니다EC2 AMI 이름. 이 옵션을 사용하면 클러
스터에서 컴퓨팅 EC2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C2 AMI와 함께 Snowball을 로드하고 디바이스
가 모바일 데이터 센터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Snowball 요금을 참조하세요.
5. 다음 위치에서 AMI를 선택합니다.원본 이름 AMI 이름계정의. 또는 다음 위치에서 AMI를 검색합니다.원

본 이름 AMI 이름상자에 넣고 선택하십시오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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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보안 기본 설정 선택
보안을 설정하면 사용자의 권한 및 암호화 설정이 추가됩니다.AWS Snowball작업은 전송 중 데이터를 보호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작업에 보안을 설정하려면

1. 에서암호화를 선택합니다KMS 키사용하게 할 VPC입니까?

• 기본 설정을 사용하게 할 VPC입니까?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 key), 선택aws/가져
오기/내보내기 (기본값). 다른 키가 정의되지 않은 경우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작업을 보호하는 기본 
키입니다.

• 자신의 것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AWS KMS키, 선택키 ARN 입력에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을 
입력하십시오.키 ARN상자에 넣고 선택하십시오이 KMS 키 사용. 키 ARN이 목록에 추가됩니다.

2. 에서서비스 액세스를 선택합니다서비스 역할 생성사용자를 대신하여 Amazon S3 및 Amazon SNS 
SNS를 사용할 수 있는 스노우 패밀리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선택세부 정보 보기를 선택하여IAM 역할원하는 역할을 사용하거나 기본 역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용정책 이름에서 사용할 가져오기 정책을 선택합니다.

Example 스노우볼에 대한 예제 정책

다음은 Amazon S3 가져오기 전용 역할 정책의 예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3:GetBucketPolicy", 
        "s3:GetBucketLocation", 
        "s3:ListBucketMultipartUploads" 
      ], 
      "Resource": "arn:aws:s3:::*" 
    }, 
    { 
      "Effect": "Allow", 
      "Action": [ 
        "s3:PutObject", 
        "s3:AbortMultipartUpload", 
        "s3:ListMultipartUploadParts", 
        "s3:PutObjectAcl" 
      ], 
      "Resource": "arn:aws:s3:::*" 
    } 
  ]
}

다음은 Amazon S3 내보내기 역할 정책의 예입니다.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3:GetBucketLocation", 
        "s3:GetObject", 
        "s3:ListBuck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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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ource": "arn:aws:s3:::*" 
    } 
  ]
}

5. [Allow]를 선택합니다.
6. 다음(Next)을 선택합니다.

5단계: 알림 기본 설정 선택
알림은 사용자의 최신 상태를 업데이트합니다.AWS Snowballjobs. SNS 주제를 생성하고 작업 상태가 변경
되면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Amazon SNS) 에서 이메일을 받습니다.

알림을 설정하려면

1. 에서알림 설정를 사용하게 할 를 선택합니다.
• 기존 SNS 주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를 선택합니다.기존 SNS 주제 사용목록에서 Amazon 리

소스 이름 (ARN) 주제를 선택합니다.
• SNS 주제를 새로 생성하려면 [] 를 선택합니다.새 SNS 주제 생성. 주제 이름을 입력하고 이메일 주

소를 입력합니다.
2. 다음(Next)을 선택합니다.

알림은 작업의 다음 상태 중 하나에 대한 것입니다.

• 작업 생성됨
• 디바이스 준비 중
• 발송 준비 중
• 배송 중
• 사용자에게 배달됨
• 배송 중AWS
• 분류 시설에 있는 경우
• ... 에서AWS
• 가져오는 중
• 완료
• 취소됨

6단계: AWS OpsHub 다운로드
Snow Family 장치는 사용자 친화적인 도구를 제공합니다.AWS OpsHub for Snow Family를 사용하여 장치 
및 로컬을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AWS서비스.

다음으로 바꿉니다.AWS OpsHub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설치된 경우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단일 또는 클러스터된 장치 잠금 해제 및 구성
• 파일 전송
• Snow Family 디바이스에서 실행되는 인스턴스를 시작하고 관리합니다.

다운로드 및 설치AWS OpsHub for Snow Family

1. 온 더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 에서다운로드AWS OpsHub를 선택합니다GetAWS OpsHub. 그러면 
로 리디렉션됩니다.AWS Snowball리소스 웹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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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서AWS OpsHub를 선택합니다다운로드에 해당하는 운영 체제에 해당하는 설치 단계를 따릅니다. 마
쳤으면 [Next]를 선택합니다.

단계 7: Job 검토 및 생성
필요한 모든 직무 세부 정보를 제공 한 후AWS Snowballjob에서 작업을 검토하고 생성합니다.

1. 온 더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 에서Job 주문 검토페이지에서 작업을 생성하기 전에 모든 섹션을 검
토하십시오. 변경하려면 [] 를 선택합니다Edit해당 섹션에 대한 정보를 편집합니다.

2. 검토 및 편집이 끝나면 [] 를 선택합니다작업 만들기. 작업을 생성한 후 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1시간 이내
에 작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는 특정 국가의 수출 통제법의 적용을 받으며 수출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 수출 및 재수
출 법도 적용됩니다. 국가 및 미국 법률 및 규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Note

AWS Snowball작업은 전원 공급 장치로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제공해야 합니다.

작업이 생성되면 [] 에서 작업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작업 상태섹션.

AWS Snowball 디바이스 수령
Snowball 어플라이언스를 받으면 상자에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nowball은 물리적으로 견
고한 자체 배송 컨테이너입니다. Snowball이 처음 도착하면 손상되었거나 명백한 변조가 있는지 검사하십시
오. Snowball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면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대신 새 Snowball이 배송
될 수 있도록 해당 고객에게 연락하여 AWS Support문제를 알려주십시오.

Important

스노우볼은 의 재산입니다AWS. Snowball을 조작하는 행위는AWS 제한적 사용 정책을 위반하는 행
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aws.amazon.com/aup/를 참조하십시오.

Snowball을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데이터 전송을 시작하기 전에 데이터 전송의 몇 가지 기본 요소를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 Snowball — 다음은 스노우볼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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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소스 — 이 디바이스에는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서 Amazon S3로 전송하려는 데이터가 보관됩
니다. 하드 드라이브 또는 USB 스틱과 같은 단일 디바이스일 수도 있고 데이터 센터 내의 별도의 데이터 
원본일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원본은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워크스테이션에 마운트되어야 합니다.

• 워크스테이션 — 이 컴퓨터는 마운트된 데이터 원본을 호스팅합니다. 이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하여 
Snowball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워크스테이션은 프로세싱, 메모리 및 네트워킹 측면에서 높은 요구 사
항을 충족할 수 있는 강력한 컴퓨터여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워크스테이션 사양 (p. 99)을 참조하세
요.

다음: AWS Snowball 디바이스를 로컬 네트워크에 연결 (p. 24)

23



AWS Snowball 사용 설명서
Snowball을 로컬 네트워크에 연결하세요

AWS Snowball 디바이스를 로컬 네트워크에 연결
이 단계에서는 Snowball 네트워크를 연결합니다. Snowball 어플라이언스에는 앞면과 뒷면의 두 패널이 
있으며, 이 패널은 걸쇠로 열리고 위로 젖혀서 Snowball 상단에 놓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전면 패널을 열고 
Snowball 위로 뒤집은 다음 후면 패널을 열고 위로 뒤집어 첫 번째 패널에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Snowball 
전면에 내장된 E Ink 디스플레이의 터치 스크린과 후면의 전원 및 네트워크 포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캐치에서 케이블을 분리하고 Snowball을 전원에 꽂습니다. 각 Snowball은 RJ45, SFP+ 구리 또는 
SFP+ 옵티컬 10기가비트 이더넷을 통한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SFP+ 광학의 경우 자
체 케이블을 사용하고 SFP+ 포트 중 하나의 SFP+ 광학 어댑터에 연결해야 합니다. 케이블 및 포트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지원되는 네트워크 하드웨어 (p. 97)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네트워킹 옵션을 선택하고 
Snowball을 네트워크에 연결하세요. E Ink 디스플레이 위의 전원 버튼을 눌러 Snowball의 전원을 켜십시오.

1. 전원이 꺼진 Snowball을 네트워크에 Connect.

Note

데이터 소스, 워크스테이션 및 Snowball 간에 가능한 한 적은 수의 홉이 있도록 네트워크 연결
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원 케이블을 Snowball 뒷면에 연결한 다음 안정적인 전원에 꽂습니다. 그런 다음 전자 잉크 디스플레
이 위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누르고 전자 잉크 디스플레이에 [Ready]가 표시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3. Snowball이 준비되면 E Ink 디스플레이에 다음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때 [Network]를 선택하여 전자 잉크 디스플레이를 통해 기본 네트워크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Snowball 네트워크 설정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세요IP 주소 변경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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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송

Simple 클라이언트를 구성하는 데 필요하므로 표시된 IP 주소를 기록해 둡니다.

Important

데이터 손상을 방지하려면 데이터를 전송하는 동안 Snowball의 연결을 끊거나 네트워크 설정
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이제 Snowball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었습니다.

다음: 데이터 전송 (p. 25)

데이터 전송
다음 섹션에서는 데이터 전송과 관련된 단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한 단계에는 자격 증명 가져오기, 
Snowball 클라이언트 도구 다운로드 및 설치, Snowball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데이터 소스의 데이터를 
Snowball로 전송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Note

S3에 대한 S3 어댑터를 사용하여 Amazon S3 어댑터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데이터
를 전송할 수도 Snowball. 자세한 정보는 Snowball용 Amazon S3 어댑터를 사용한 데이터 전
송 (p. 63)을 참조하세요.

주제
• 자격 증명 가져오기 (p. 25)
• AWS Snowball 클라이언트 설치 (p. 26)
• AWS Snowball 클라이언트 사용 (p. 26)
• AWS Snowball클라이언트를 중지하고 Snowball의 전원을 끕니다. (p. 27)
• 디바이스 연결 해제 (p. 27)

자격 증명 가져오기
각AWS Snowball 작업에는 Snowball에 대한 액세스를 인증하기 위해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 또는 작
업 관리 API에서 가져와야 하는 자격 증명 세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 증명은 암호화된 매니페스트 파일 
및 잠금 해제 코드입니다. 매니페스트 파일에는 작업 및 작업에 연결된 권한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니페스트가 없으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잠금 해제 코드를 사용하여 매니페스트를 복
호화합니다. 이 기능이 없으면 Snowball 사용과 통신할 수 없습니다.

Note

사용자는 Snowball 디바이스를 수령한 이후에만 자격 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를AWS 반
환한 후에는 작업에 대한 자격 증명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솔을 사용하여 자격 증명을 받으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snowfamily/home에서 
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을 엽니다.

2. 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에서 작업 매니페스트를 다운로드할 특정 작업에 대한 테이블을 검색한 다
음 해당 작업을 선택합니다.

3. 해당 작업의 [Job status] 창을 확장하고 [View job details]를 선택합니다.
4. 세부 정보 창이 표시되면 [Credentials]를 확장합니다.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29자를 모두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잠금 해제 코드(하이픈 포함)를 기록해 둡니다. 대화 상자에서 [Download manifest]를 선택하고 
지침에 따라 컴퓨터에 작업 매니페스트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매니페스트 파일의 이름에는 [Job ID]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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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잠금 해제 코드의 복사본을 워크스테이션에서 해당 작업에 대한 매니페스트와 동일한 위치에 
저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Snowball 모범 사례 (p. 36)을 참조하세
요.

이제 자격 증명이 있으므로 데이터를 전송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AWS Snowball 클라이언트 설치
Snowball 클라이언트는 온프레미스 데이터 소스에서 Snowball로 전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중 하나
입니다.

Simple 클라이언트는 AWS Snowball리소스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Snowball 클라이언트는 AWS Snowball리소스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소유하고 있는 강력한 워크스테이
션에 설치해야 합니다.

AWS Snowball 클라이언트 사용
이 단계에서는 먼저 워크스테이션에서 Snowball 클라이언트를 실행하여 이 작업에 대한 Snowball 액세스를 
인증한 다음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Note

이 가이드는 오리지널 Snowball 디바이스용입니다. Snowball Edge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Snowball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Snowball Edge 디바이스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
하십시오. 둘 중 하나AWS OpsHub for Snow Family 또는 S3 어댑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AWS Snowball 디바이스 사용 (p. 46) 및 장치 관리에 사용을AWS OpsHub for Snow Family
참조하십시오.
Snowball Edge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디바이스란 무엇입니까AWSAWS Snowball Edge? 를 참
조하십시오. AWS Snowball Edge개발자 안내서에서

Snowball에 대한 액세스를 인증하려면 워크스테이션에서 터미널 또는 명령 프롬프트 창을 열고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snowball start -i [Snowball IP Address] -m [Path/to/manifest/file] -u [29 
character unlock code]

다음은 Snowball 클라이언트를 구성하는 명령의 예입니다.

snowball start -i 192.0.2.0 -m /Downloads/JID2EXAMPLE-0c40-49a7-9f53-916aEXAMPLE81-
manifest.bin  -u 12345-abcde-12345-ABCDE-12345

이 예에서 Snowball의 IP 주소는 192.0.2.0이고 다운로드한 작업 매니페스트 파일은 이
며JID2EXAMPLE-0c40-49a7-9f53-916aEXAMPLE81-manifest.bin 29자의 잠금 해제 코드는 입니
다12345-abcde-12345-ABCDE-12345.

작업에 적합한 변수와 함께 위의 명령을 입력하면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 메시지는 해당 작업을 위해 
Snowball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Snowball로 데이터 전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Linux에서 복사 (또는cp) 명령으로 파일 및 폴더를 복
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Snowball 클라이언트도cp 명령을 사용합니다. Linux에서와 같이 copy 명령
을 사용하면 명령에서 두 개의 경로 값을 제공하게 됩니다. 하나의 경로는 복사할 데이터의 원본 위치를 나
타내며 두 번째 경로는 데이터를 붙여 넣을 대상을 나타냅니다. 데이터를 전송할 때 Snowball의 대상 경로
는s3:// 루트 디렉터리 식별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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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전송하는 동안 Snowball의 루트 수준에 폴더가 하나 이상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폴더와 이 
수준의 다른 폴더는 작업을 생성할 때 선택한 대상 버킷과 동일한 이름을 가집니다. 데이터를 루트 디렉터리
에 직접 전송할 수 없는 경우 버킷 폴더 중 하나 또는 하위 폴더로 이동해야 합니다.

Snowball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워크스테이션에서 터미널 또는 명령 프롬프트 창을 
열고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snowball cp [options] [path/to/data/source] s3://[path/to/data/destination]

다음은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Snowball에 데이터를 복사하는 명령의 예입니다.

snowball cp --recursive /Logs/April s3://MyBucket/Logs 
               

Simple 사용 방법에 Snowball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세요Snowball 클라이언트 사용 (p. 53). Snowball 클
라이언트 명령을 사용하여 Snowball로의 데이터 전송을 완료하십시오. 다 마쳤으면 이제 스노우볼을 타고 
돌아올 준비를 할 차례입니다.

AWS Snowball클라이언트를 중지하고 Snowball의 전원을 끕니다.
Snowball로 데이터 전송을 마치면 다시 Snowball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AWS. 준비하려면 워크
스테이션의 터미널에서 snowball stop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이 명령을 실행하면 워크스테이션에서 
Snowball과의 모든 통신이 중지되고 백그라운드에서 로컬 정리 작업이 수행됩니다. 명령이 완료되면 E Ink 
디스플레이 위의 전원 버튼을 눌러 Snowball의 전원을 끕니다.

디바이스 연결 해제
Snowball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Snowball의 케이블을 Snowball 후면 패널 안쪽의 케이블 캐디에 고정하고 
스노우볼을 밀봉합니다. Snowball의 E Ink 디스플레이에 반품 배송 라벨이 표시되면 해당 지역의 배송사에 
반품하여 반송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AWS. 리전의 운송업체를 확인하려면 운송업체 (p. 73) 단원을 참조
하십시오.

Important

프로세스가 끝날 때 Amazon S3로 가져오기가 성공하고 데이터 전송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전송된 데이터의 로컬 사본을 삭제하지 마십시오.

다음:

디바이스 반송 (p. 27)

디바이스 반송
Snowball 반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AWS SnowballEU, 미국, 캐나다 및 싱가포르에서의 
픽업 (p. 73).

E Ink 디스플레이의 선불 배송 라벨에는 Snowball을 반품할 올바른 주소가 들어 있습니다. Snowball 반품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세요운송업체 (p. 73). Snowball은AWS 분류 시설로 배송되어
AWS 데이터 센터로 전달됩니다. 운송업체는 작업에 대한 추적 번호를 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에 자동
으로 보고합니다. 콘솔에서 작업 상태 세부 정보를 보거나 작업 관리 API를 호출하여 추적 번호 및 추적 웹 사
이트에 대한 링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Important

개인적으로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AWS, Snowball에 별도의 배송 라벨을 부착하지 마십시오. 항상 
Snowball의 E Ink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배송 라벨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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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오기 상태 모니터링

또한, 작업 생성 중에 해당 옵션을 선택한 경우 Amazon SNS 알림을 통해 작업의 상태 변경을 추적하거나 
작업 관리 API를 호출하여 추적할 수 있습니다.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 이 AP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SnowballAPI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최종 상태 값에는 Snowball을 수신한 시점AWS, 데이터 가져오기
가 시작되는 시점, 가져오기 작업이 완료된 시점이 포함됩니다.

다음: 가져오기 상태 모니터링 (p. 28)

가져오기 상태 모니터링
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을 통해 또는 작업 관리 API를 호출하여 언제든지 작업 상태를 추적할 수 있습
니다. 이 AP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SnowballAPI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Snowball이 운송 중일 때마다 
해당 지역의 배송사가 Snowball을 수령했을 때 받은 추적 번호를 사용하여 추적 웹 사이트에서 자세한 배송 
상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콘솔에서 가져오기 작업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려면 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에 로그인하십시오. 테이블
에서 추적하려는 작업을 선택하거나 테이블 위에 있는 검색 창에서 선택한 파라미터로 검색하십시오. 작업을 
선택하면 테이블 내에 작업의 실시간 상태를 보여주는 막대를 포함하여 해당 작업에 대한 세부 정보가 표시
됩니다.

패키지가AWS 도착하고 Snowball이 처리 단계로 배송되면 작업 상태가 운송 중에서AWS At로 변경됩니다
AWS. Amazon S3로의 데이터 가져오기를 시작하는 데 평균적으로 하루가 걸립니다. 그러면 작업 상태가 
[Importing]으로 변경됩니다. 이제 가져오기가 [Completed] 상태로 변경되는 데 평균 2일(영업일 기준) 걸립
니다.

이제 Snowball을 사용하여 Amazon S3로 첫 번째 데이터 가져오기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콘솔에서 데이
터 전송에 대한 보고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콘솔에서 이 보고서에 액세스하려면 테이블에서 작업을 선택하
고 펼쳐서 작업의 세부 정보를 표시하십시오. [Get report]를 선택하여 작업 완료 보고서를 PDF 파일로 다운
로드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콘솔에서 Job 완료 보고서 및 로그 가져오기 (p. 44)을 참조하세요.

다음: 추가 정보 (p. 35)

Snowball을 사용하여 Amazon S3에서 데이터 내보
내기

Amazon S3에서 데이터를 내보내는 작업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 
Snowball을 사용하여 Amazon S3에서 데이터를 내보내는 프로세스에는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주제
• 내보내기 작업 생성  (p. 28)
• AWS Snowball 디바이스 수령 (p. 29)
• AWS Snowball 디바이스를 로컬 네트워크에 연결 (p. 31)
• 데이터 전송 (p. 32)
• 디바이스 반송 (p. 34)
• 프로세스 반복 (p. 35)

내보내기 작업 생성
Note

1세대 80TB Snowball 디바이스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데이터 전송 작업에 Snowball 
Edge 스토리지 최적화 디바이스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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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내기 작업을 만들려면

• AWS Snowball 작업 생성 (p. 18) 단원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작업이 생성되면 작업 대시보드로 이동하여 작업을 보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임시 플레이스홀더이지만 생성
한 최신 작업이 기본적으로 선택됩니다. Amazon S3 리스팅 작업이 백그라운드에서 완료되면 이 최신 작업
이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수의 작업 파트로 대체됩니다.

Note

이 시점에서 작업이 [Preparing Snowball] 상태가 될 때까지 작업 및 작업 파트를 취소할 수 있습니
다. 작업을 취소하고 싶다고 생각되면 Amazon SNS 알림을 사용하여 작업이 생성된 시기를 추적하
는 것이 좋습니다.

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에서 작업 관리 및 작업 상태 추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Snow 패밀리 관
리 콘솔 사용 (p. 42)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Snowball이 준비되면 첫 번째 작업 파트의 상태가 익스포팅으로 바뀝니다. 일반적으로 내보내는 데 1일(영업
일 기준)이 걸리지만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내보내기가 완료되면 작업용 Snowball 부품이 배송 준비 중 상태로 전환되고 곧 배송 중 상태로 전환됩니다. 
배송에는 며칠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작업을 위해 준비한 Snowball의 배송 상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작업 
세부 정보에 추적 번호가 제공된 추적 웹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가 표시됩니다.

이제 내보내기 작업이 완료되었으므로 콘솔에서 Amazon S3에서 Snowball로의 데이터 전송에 대한 보고서
와 성공 및 실패 로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 또는 로그에 액세스하려면 테이블에서 작업을 선택하고 펼
쳐서 작업의 세부 정보를 표시하십시오. 작업 보고서를 다운로드하려면 [Get report]를 선택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콘솔에서 Job 완료 보고서 및 로그 가져오기 (p. 44)을 참조하세요.

다음: AWS Snowball 디바이스 수령 (p. 29)

AWS Snowball 디바이스 수령
Snowball 어플라이언스를 받으면 상자에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nowball은 물리적으로 견
고한 자체 배송 컨테이너입니다. Snowball이 처음 도착하면 손상되었거나 명백한 변조가 있는지 검사하십시
오. Snowball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면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대신 새 Snowball이 배송
될 수 있도록 당사에 연락하여 AWS Support문제를 알려주십시오.

Important

스노우볼은 의 재산입니다AWS. Snowball을 조작하는 행위는AWS 제한적 사용 정책을 위반하는 행
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aws.amazon.com/aup/를 참조하십시오.

Snowball을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데이터 전송을 시작하기 전에 Snowball 데이터 전송의 몇 가지 기본 구성 
요소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Snowball — 다음은 스노우볼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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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대상 — 이 온프레미스 디바이스에는 Snowball에서 전송하려는 데이터가 보관됩니다. 하드 드라이
브 또는 USB 스틱과 같은 단일 디바이스일 수도 있고 데이터 센터 내의 별도의 데이터 대상일 수도 있습니
다. 데이터 대상이 워크스테이션에 마운트되어야 이 대상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워크스테이션 — 이 컴퓨터는 마운트된 데이터 대상을 호스팅합니다. 이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하여 
Snowball에서 데이터를 수신하게 됩니다. 워크스테이션은 프로세싱, 메모리 및 네트워킹 측면에서 높은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강력한 컴퓨터여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워크스테이션 사양 (p. 99)을 참
조하세요.

다음: AWS Snowball 디바이스를 로컬 네트워크에 연결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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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Snowball 디바이스를 로컬 네트워크에 연결
이 단계에서는 Snowball 네트워크를 연결합니다. Snowball 어플라이언스에는 앞면과 뒷면의 두 패널이 
있으며, 이 패널은 걸쇠로 열리고 위로 젖혀서 Snowball 상단에 놓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전면 패널을 열고 
Snowball 위로 뒤집은 다음 후면 패널을 열고 위로 뒤집어 첫 번째 패널에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Snowball 
전면에 내장된 E Ink 디스플레이의 터치 스크린과 후면의 전원 및 네트워크 포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캐치에서 케이블을 분리하고 Snowball을 전원에 꽂습니다. 각 Snowball은 RJ45, SFP+ 구리 또는 
SFP+ 옵티컬 10기가비트 이더넷을 통한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SFP+ 광학의 경우 자
체 케이블을 사용하고 SFP+ 포트 중 하나의 SFP+ 광학 어댑터에 연결해야 합니다. 케이블 및 포트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지원되는 네트워크 하드웨어 (p. 97)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네트워킹 옵션을 선택하고 
Snowball을 네트워크에 연결하세요. E Ink 디스플레이 위의 전원 버튼을 눌러 Snowball의 전원을 켜십시오.

1. 전원이 꺼진 Snowball을 네트워크에 Connect.

Note

데이터 소스, 워크스테이션 및 Snowball 간에 가능한 한 적은 수의 홉이 있도록 네트워크 연결
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전원 케이블을 Snowball 뒷면에 연결한 다음 안정적인 전원에 꽂습니다. 그런 다음 전자 잉크 디스플레
이 위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누르고 전자 잉크 디스플레이에 [Ready]가 표시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3. Snowball이 준비되면 E Ink 디스플레이에 다음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때 [Network]를 선택하여 전자 잉크 디스플레이를 통해 기본 네트워크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Snowball 네트워크 설정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세요IP 주소 변경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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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 클라이언트를 구성하는 데 필요하므로 표시된 IP 주소를 기록해 둡니다.

Important

데이터 손상을 방지하려면 데이터를 전송하는 동안 Snowball의 연결을 끊거나 네트워크 설정
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이제 Snowball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었습니다.

다음: 데이터 전송 (p. 32)

데이터 전송
다음에서는 자격 증명 가져오기, Snowball 클라이언트 도구 다운로드 및 설치, Snowball 클라이언트를 사용
하여 Snowball에서 온프레미스 데이터 대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제
• 자격 증명 가져오기 (p. 32)
• AWS Snowball 클라이언트 설치 (p. 33)
• AWS Snowball 클라이언트 사용 (p. 33)
• AWS Snowball 디바이스 연결 해제 (p. 34)

자격 증명 가져오기
각AWS Snowball 작업에는 Snowball에 대한 액세스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자격 증명 세트가 있습니다. 이러
한 자격 증명은 암호화된 매니페스트 파일 및 잠금 해제 코드입니다. 매니페스트 파일에는 작업 및 작업에 연
결된 권한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니페스트가 없으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잠
금 해제 코드를 사용하여 매니페스트를 복호화합니다. 이 기능이 없으면 Snowball 사용과 통신할 수 없습니
다.

Note

사용자는 Snowball 디바이스를 수령한 이후에만 자격 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콘솔에서 자격 증명을 받으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고 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을 엽니다.
2. 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에서 작업 매니페스트를 다운로드할 특정 작업 파트에 대한 테이블을 검색

한 다음 해당 작업을 선택합니다.
3. 해당 작업 부분의 [Job status] 창을 확장하고 [View job details]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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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각 작업 부분에는 고유 자격 증명 집합이 있습니다. 두 작업 부품이 동일한 내보내기 작업에 속
하더라도 다른 작업 부품의 자격 증명으로는 한 작업 부품에 대한 Snowball을 잠금 해제할 수 
없습니다.

4. 세부 정보 창이 표시되면 [Credentials]를 확장합니다. Snowball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려면 29자를 모두 
입력해야 하므로 잠금 해제 코드 (하이픈 포함) 를 기록해 두십시오.

5. 대화 상자에서 [Download manifest]를 선택한 다음 지침에 따라 컴퓨터에 작업 매니페스트 파일을 다운
로드합니다. 매니페스트 파일의 이름에는 작업 부분 ID가 포함됩니다.

Note

잠금 해제 코드의 복사본을 워크스테이션에서 해당 작업에 대한 매니페스트와 동일한 위치에 
저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Snowball 모범 사례 (p. 36)을 참조하세
요.

이제 자격 증명을 얻었으므로 Snowball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AWS Snowball 클라이언트 설치
Snowball 클라이언트는 온프레미스 데이터 소스에서 Snowball로의 데이터 흐름을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
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Simple 클라이언트는 AWS Snowball리소스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Snowball 클라이언트는 AWS Snowball리소스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소유하고 있는 강력한 워크스테이
션에 설치해야 합니다.

AWS Snowball 클라이언트 사용
이 단계에서는 먼저 워크스테이션에서 Snowball 클라이언트를 실행하여 이 작업에 대한 Snowball 액세스를 
인증한 다음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Snowball에 대한 액세스를 인증하려면 워크스테이션에서 터미널 또는 명령 프롬프트 창을 열고 다음 명령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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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ball start -i [Snowball IP Address] -m [Path/to/manifest/file] -u [29 
character unlock code]

다음은 Snowball 클라이언트를 구성하는 명령의 예입니다.

snowball start -i 192.0.2.0 -m /Downloads/JID2EXAMPLE-0c40-49a7-9f53-916aEXAMPLE81-
manifest.bin  -u 12345-abcde-12345-ABCDE-12345

이 예에서 Snowball의 IP 주소는 192.0.2.0이고 다운로드한 작업 매니페스트 파일은 이
며JID2EXAMPLE-0c40-49a7-9f53-916aEXAMPLE81-manifest.bin 29자의 잠금 해제 코드는 입니
다12345-abcde-12345-ABCDE-12345.

작업 파트에 적합한 변수와 함께 위의 명령을 입력하면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 메시지는 해당 작업을 
위해 Snowball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snowball ls명령을 수행하면 Snowball의 
루트 수준에 폴더가 하나 이상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폴더와 이 수준의 다른 폴더는 작업을 생성할 
때 선택한 원본 S3 버킷과 동일한 이름을 가집니다.

이제 Snowball에서 데이터 전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Linux에서 복사 (또는cp) 명령으로 파일 및 폴더를 복
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Snowball 클라이언트도cp 명령을 사용합니다. Linux에서와 같이 copy 명령
을 사용하면 명령에서 두 개의 경로 값을 제공하게 됩니다. 하나의 경로는 복사할 데이터의 원본 위치를 나
타내며 두 번째 경로는 데이터를 붙여 넣을 대상을 나타냅니다. 데이터를 전송할 때 Snowball의 소스 경로
는s3:// 루트 디렉터리 식별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은 Snowball에서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복사하는 명령의 예입니다.

snowball cp --recursive s3://MyBucket/Logs /Logs/April

Snowball 클라이언트 명령을 사용하여 Snowball에서 데이터 전송을 완료하십시오. Simple 사용 방법에 
Snowball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세요Snowball 클라이언트 사용 (p. 53).

AWS Snowball 디바이스 연결 해제
Snowball에서 데이터 전송을 완료했으면 데이터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AWS. AWS. 먼저 
Snowball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Snowball의 케이블을 Snowball 후면 패널 안쪽의 케이블 캐디에 고정시킨 
다음 Snowball을 밀봉합니다.

Snowball의 E Ink 디스플레이에 반품 배송 라벨이 표시되면 반품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다음:

디바이스 반송 (p. 34)

디바이스 반송
Snowball 반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AWS SnowballEU, 미국, 캐나다 및 싱가포르에서의 
픽업 (p. 73).

E Ink 디스플레이의 선불 배송 라벨에는 Snowball을 반품할 올바른 주소가 들어 있습니다. Snowball 반품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섹션을 참조하세요운송업체 (p. 73). Snowball은AWS 분류 시설로 배송되어
AWS 데이터 센터로 전달됩니다. 리전의 운송업체는 작업에 대한 추적 번호를 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
에 자동으로 보고합니다. 콘솔에서 작업 상태 세부 정보를 조회하여 추적 번호 및 추적 웹 사이트에 대한 링
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Important

개인적으로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AWS, Snowball에 별도의 배송 라벨을 부착하지 마십시오. 항상 
Snowball의 E Ink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배송 라벨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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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반복

해당 지역의 배송사가 Snowball을 받으면 작업 상태가 전송 중으로 바뀝니다AWS. 내보내기 작업에 작업 파
트가 더 있는 경우, 다음 번 작업 파트가 [Preparing Snowball] 상태가 됩니다.

다음: 프로세스 반복 (p. 35)

프로세스 반복
내보내기 작업 부품에 대해 반품된 Snowball을 수령하면 Snowball을 완전히 삭제합니다. 이 삭제는 미국 국
립 표준 기술 연구소(NIST) 800-88 표준에 따른 것입니다. 이 단계는 해당하는 작업 파트의 완료를 의미합니
다. 작업 파트가 더 있는 경우, 이것으로 다음 번 작업 파트를 배송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에서 모든 작업 및 작업 파트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추가 정보 (p. 35)

추가 정보
시작하기 섹션을 읽고 첫 번째 데이터 전송 작업을 시작했으니 이제 다음 주제에서 Snowball 도구 및 인터페
이스 세부 정보 사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 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 사용 (p. 42)
• AWS Snowball 디바이스 사용 (p. 46)
• Snowball을 사용한 데이터 전송 (p. 52)

또한 에 대한 작업 관리 API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AWS Snowball. 자세한 내용은 AWS SnowballAPI 참
조를 참조하세요.

처음으로 Amazon S3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우 데이터가 있으면 해당 데이터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세
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3 시작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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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모범 사례

AWS Snowball 모범 사례
다음에서는AWS Snowball (Snowball) 의 혜택과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습
니다.

AWS Snowball 보안 모범 사례
다음은 Snowball을 사용할 때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권장되는 접근 방식입니다.

• Snowball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면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대신 문의하시면 AWS 
Support새 Snowball이 배송됩니다.

• 잠금 해제 코드의 복사본을 해당 작업에 대한 매니페스트와 동일한 워크스테이션 내 위치에 저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잠금 해제 코드와 매니페스트를 별도로 저장하면 승인되지 않은 당사자가 Snowball에 액
세스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매니페스트의 
복사본을 워크스테이션에 저장합니다. 그런 다음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사용자에
게 잠금 해제 코드를 이메일로 보내 워크스테이션에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워크스테이션
에 저장된 파일 및 해당 IAM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에 액세스할 수 있는 개인만 Snowball에 액세스할 수 있
도록 제한합니다.

•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와 Snowball 간에 데이터를 전송할 때마다 로그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워크스테이
션에 저장됩니다. 이러한 로그는 일반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되며 전송하는 파일의 파일 이름 및 경로 정보
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려면 로그와 관련된 작업이 완료됨 상태
로 전환되면 이러한 로그를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nowball 로그 (p. 62)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네트워크 모범 사례AWS Snowball
다음은 네트워크에서 Snowball을 사용할 때 권장되는 접근 방식입니다.

• 워크스테이션은 데이터의 로컬 호스트여야 합니다. 성능상의 이유로 Snowball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송
할 때는 네트워크를 통해 파일을 읽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는 경우 
Snowball에 복사하기 전에 로컬 캐시를 일괄 처리하여 복사 작업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십시오.

• 워크스테이션은 데이터 전송의 병목 현상으로 간주되므로 워크스테이션은 처리, 메모리 및 네트워킹 측면
에서 높은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강력한 컴퓨터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워크스테
이션 사양 (p. 99)을 참조하세요.

• 여러 터미널에서 Snowball 클라이언트의 인스턴스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으며, 각 터미널에서는 복사 작
업을 통해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Snowball 클라이언트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Snowball 클라이언트에 대한 명령 (p. 55).

• 데이터 손상을 방지하려면 데이터를 전송하는 동안 Snowball의 연결을 끊거나 네트워크 설정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 복사하는 동안 파일은 정적 상태여야 합니다. 전송 중에 수정된 파일은 Amazon S3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리소스 모범 사례AWS Snowball
다음은 Snowball 및 데이터 리소스를 사용할 때 권장되는 접근 방식과 몇 가지 중요한 추가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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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프레미스 데이터 전송을 수행할 수 있는 10일 무료 기간은 Snowball이 데이터 센터에 도착한 다음 날부
터 시작되며 디바이스를 다시 배송하면 중단됩니다.

• [Job created] 상태에서만 작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작업이 다른 상태로 변경되면 작업을 취소할 수 없
습니다.

• 가져오기 작업의 경우 프로세스가 끝날 때 Amazon S3로 가져오기가 성공할 때까지 전송된 데이터의 로컬 
사본을 삭제하지 마십시오.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데이터 전송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 각 디렉터리 내의 파일이나 디렉터리를 500,000개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 대한 성능AWS Snowball
아래에서 AWS Snowball 성능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능을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하
겠습니다. 온프레미스 환경마다 네트워크 기술, 하드웨어, 운영 체제, 절차 등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수
행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표에는 네트워크 전송 속도가 Snowball에 데이터를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작은 파일을 큰 파일로 일괄 처리하지 않고 전송하면 오버헤드가 증가하여 전송 속도가 느
려집니다.

속도(MB/s) 42테라바이트 전송 시간 72테라바이트 전송 시간

800 14시간 1 day

450 1.09일 1.8일

400 1.16 일 2.03 일

300 1.54 일 2.7 일

277 1.67 일 2.92 일

200 2.31 일 4 일

100 4.63일 8.10일

60 8 일 13일

30 15일 27일

10 46일 81일

다음은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 전송 대신 Snowball을 사용할 시기를 결정하는 방법과 데이터 소스에서 
Snowball로의 전송 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 향상
일반적으로 성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순서대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
로 데이터 소스에서 Snowball로의 전송 속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1. 최신 Mac 또는 Linux Snowball 클라이언트 사용 — Mac 및 Linux용 최신 Snowball 클라이언트는 모두 
x86 명령어 세트 아키텍처에 대한 고급 암호화 표준 새 명령 (AES-NI) 확장을 지원합니다. 이 확장 프로
그램은 Snowball과 Mac 또는 Linux 워크스테이션 간 전송 중에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해독하는 데 필요
한 향상된 속도를 제공합니다. 지원되는 하드웨어를 포함하여 AES-N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kipedia의
AES instruction set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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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송 속도 향상

2. 작은 파일들을 Batch — 각 복사 작업에는 암호화로 인해 약간의 오버헤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별 파
일에서 많은 전송을 수행하면 큰 파일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보다 전체 성능이 느려집니다. 작
은 파일을 단일snowball cp 명령으로 일괄 처리하여 전송 속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Amazon 
S3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이러한 배치 파일은 자동으로 원래 상태로 추출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snowball 
cp 명령에 대한 옵션 (p. 59)을 참조하세요.

3. 한 번에 여러 복사 작업 수행 — 워크스테이션이 충분히 강력하면 한 번에 여러snowball cp 명령을 수
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모두 동일한 Snowball에 연결된 별도의 Snowball 클라이언트 인스턴스
에서 별도의 터미널 창에서 각 명령을 실행하면 됩니다.

4. 여러 워크스테이션에서 복사 — 단일 Snowball을 여러 워크스테이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각 워크스테
이션은 Snowball 클라이언트의 개별 인스턴스를 호스팅할 수 있습니다.

5. 파일이 아닌 디렉터리 전송 — 각snowball cp 명령마다 오버헤드가 발생하므로 개별 복사 명령을 대량
으로 대기열에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명령을 대기열에 추가하면 전송 성능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C:\\ 라는 디렉터리에 file1.txt, file2.txt, file3.txt 등 세 개의 파일만 들어MyFiles 있다고 가정해 보
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명령을 실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snowball cp C:\\MyFiles\file1.txt s3://mybucket
snowball cp C:\\MyFiles\file2.txt s3://mybucket
snowball cp C:\\MyFiles\file3.txt s3://mybucket

이 시나리오에서는 다음 복사 명령을 사용하여 전체 디렉터리를 전송한 경우보다 오버헤드가 3배 더 많습
니다.

Snowball cp –r C:\\MyFiles\* s3://mybucket

6. 전송 중에는 파일에 다른 작업을 수행하지 마십시오. 전송 중에 파일 이름을 바꾸거나, 메타데이터를 변경
하거나, 복사 작업 중에 파일에 데이터를 쓰면 전송 성능이 크게 저하됩니다. 파일을 전송하는 동안 파일
을 정적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로컬 네트워크 사용 감소 — Snowball은 로컬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합니다. 따라서 Snowball, 연결된 스위
치 및 데이터 소스를 호스팅하는 워크스테이션 간의 다른 로컬 네트워크 트래픽을 줄이면 데이터 전송 속
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8. 불필요한 홉 제거 — 단일 스위치를 통해 통신하는 유일한 시스템이 되도록 Snowball, 데이터 소스 및 워
크스테이션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이것을 삭제하고 싶을 것입니다.

성능 향상을 위한 실험
성능 결과는 하드웨어, 네트워크, 파일 수 및 크기, 저장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성과 지표를 시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전체 전송 성능이 저하될 때까지 여러 복사 작업을 시도하십시오. 한 번에 여러 복사 작업을 수행하
면 전체 전송 성능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터미널 창에서 실행 중인 단
일snowball cp 명령이 있고 이 명령이 초당 30MB의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터미널 창을 열고 전송하려는 다른 파일 세트에서 두 번째snowball cp 명령을 실행합니다. 두 명령 
모두 30MB/초의 속도로 수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 전송 성능은 60MB/초입니다.

이제 별도의 워크스테이션에서 Snowball에 연결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당 워크스테이션에서 
Snowball 클라이언트를 실행하여 전송하려는 다른 파일 세트에 대해 세 번째snowball cp 명령을 실행합
니다. 이제 성능을 확인해 보면snowball cp 명령의 세 인스턴스 모두 25MB/초의 성능으로 작동하며 총 성
능은 75MB/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각 인스턴스의 개별 성능이 감소했지만 전체 성능은 향
상되었습니다.

에 나와 있는 기술을 사용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실험하면 데이터 전송 성능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
습니다.데이터 전송 속도 향상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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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타바이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방법
페타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다음 지침에 따라 현장에 있는 Snowball과 워크스테이션 간의 데
이터 전송을 계획하고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량의 데이터로 작업할 때 약간의 지연이나 오류로 인해 전
송 속도가 크게 느려질 수 있습니다.

주제
• 대량 전송 계획 (p. 39)
• 대규모 전송 보정 (p. 41)
• 데이터를 병렬로 전송 (p. 41)

대량 전송 계획
페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 전송을 계획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 1단계: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대상 이해 (p. 39)
• 2단계: 워크스테이션 준비 (p. 39)
• 3단계: 목표 전송 속도 계산 (p. 39)
• 4단계: 필요한 눈덩이 개수 결정 (p. 40)
• 5단계: 사용자가 이것을 삭제하고 싶을 것입니다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 (p. 40)
• 6단계: 데이터를 전송 세그먼트로 분리 (p. 40)

1단계: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대상 이해
Snowball을 위한 첫 번째 작업을 생성하기 전에 전송하려는 데이터, 데이터가 현재 저장되어 있는 위치, 전송
할 대상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규모가 페타바이트 이상인 데이터 전송의 경우 이 관리 하우스키핑 
작업을 수행하면 Snowball이 도착하기 시작할 때 작업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 데이터를 스프레드시트나 화이트보드에 보관할 수 있지만 클라우드로 이전하려는 대량의 콘텐츠를 정리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처음으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경우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모
델을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계를 마치면 클라우드로 이동할 총 데이터 양을 알 수 있습니다.

2단계: 워크스테이션 준비
Snowball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전송하려는 데이터를 호스팅하는 물리적 워크스테이션에 설치된 
Snowball 클라이언트를 통해 전송합니다. 워크스테이션은 데이터 전송의 병목 현상으로 간주되므로 워크스
테이션은 처리, 메모리 및 네트워킹 측면에서 높은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강력한 컴퓨터로 사용하는 것
이 좋습니다.

매우 큰 작업의 경우, 사용자가 이것을 삭제하고 싶을 것입니다. 워크스테이션이 모두 권장 사양을 충족하는
지 확인하여 총 전송 시간을 줄이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워크스테이션 사양 (p. 99)을 참조하세요.

3단계: 목표 전송 속도 계산
각 워크스테이션에 연결된 Snowball로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전송할 수 있는지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예상 속도는 대상 전송 속도와 같습니다. 이 속도는 로컬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현실을 고려할 때 데이터가 
Snowball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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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ball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는 워크스테이션과 Snowball 간의 홉을 줄이면 각 전송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Snowball로 전송하려는 데이터를 데이터를 전송할 워크스테이션에 호스팅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 전송 속도를 계산하려면 Snowball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하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워크스테이션에
서snowball test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한 번에 둘 이상의 Snowball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각 워크스테이
션에서 이 테스트를 실행하십시오. 테스트 실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Snowball 클라이언트
를 사용한 데이터 전송 테스트 (p. 54).

목표 전송 속도를 결정할 때는 로컬 네트워크 속도, 파일 크기, 로컬 서버에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속도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Snowball 클라이언트는 조건이 허용하는 한 빨리 
데이터를 Snowball에 복사합니다. 로컬 환경에 따라 50TB Snowball을 채우는 데 하루 정도 걸릴 수 있습니
다. 두 개의 50TB Snowball을 병렬로 사용하면 동일한 시간에 두 배 많은 데이터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틀 반 만에 80TB 스노우볼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4단계: 필요한 눈덩이 개수 결정
1단계에서 찾은 클라우드로 이동할 총 데이터 양을 사용하여 대규모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하는 데 필
요한 Snowball 수를 결정하십시오. Snowball은 50TB (42개 사용 가능) 및 80TB (72개 사용 가능) 크기로 제
공되므로 이 수치를 효과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최소 14개의 Snowball로 이동
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사용자가 이것을 삭제하고 싶을 것입니다AWS Snow 패밀
리 관리 콘솔
이제 필요한 Snowball의 수를 알았으므로 각 디바이스에 대한 가져오기 작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각 
Snowball 가져오기 작업에는 하나의 Snowball이 포함되므로 여러 가져오기 작업이 생성됩니다. 자세한 정보
는 AWS Snowball 작업 생성 (p. 18)을 참조하세요.

6단계: 데이터를 전송 세그먼트로 분리
여러 개의 작업이 관련된 대규모 데이터 전송의 경우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많은 수의 작은 데이터 세그먼트로 
데이터를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리할 경우 각 세그먼트를 한 번에 하나씩 전송하
거나 여러 세그먼트를 병렬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세그먼트를 계획할 때는 각 세그먼트의 모든 데이터 크기
를 합산하여 이 작업의 Snowball에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데이터 전송을 분할할 때는 동일한 파일이나 디렉
터리를 여러 번 복사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전송을 세그먼트로 분리하는 작업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
니다.

• 각각 크기가 4TB인 세그먼트 10개를 50TB 스노우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대용량 파일의 경우 각 파일은 개별 세그먼트일 수 있습니다.
• 각 세그먼트는 크기가 다를 수 있으며 각 개별 세그먼트는 동일한 종류의 데이터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예

를 들어, 한 세그먼트에는 작은 파일을 일괄 처리하고 다른 세그먼트에는 대용량 파일을 배치하는 등의 작
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법은 다양한 종류의 파일에 대한 평균 전송 속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Note

전송되는 각 파일에 대해 메타데이터 작업이 수행됩니다. 이 오버헤드는 파일 크기와 상관없이 동
일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작은 파일을 함께 배치하면 더 빠른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파일 
일괄 처리에 대한 구현 정보는 을 참조하십시오snowball cp 명령에 대한 옵션 (p. 59).

이러한 데이터 전송 세그먼트를 만들면 전송이 하루 이상 실행된 후 대용량 전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잡
할 수 있으므로 전송 문제를 더 쉽게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페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 전송 계획을 마치면 워크스테이션에서 Snowball로 몇 개의 세그먼트를 전송하여 
속도와 총 전송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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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전송 보정
대표적인 데이터 전송 세그먼트 집합을snowball cp 사용하여 명령을 실행하여 대용량 전송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즉, 마지막 섹션의 지침에 따라 정의한 여러 데이터 세그먼트를 선택하고 Snowball로 전송하십시
오. 동시에 각 작업의 전송 속도와 총 전송 시간을 기록합니다.

Note

snowball test명령을 사용하여 Snowball을 받기 전에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명령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Snowball 클라이언트를 사용한 데이터 전송 
테스트 (p. 54).

보정을 수행하는 동안 워크스테이션의 CPU 및 메모리 사용률을 모니터링합니다. 캘리브레이션 결과가 목표 
전송 속도보다 낮으면 동일한 워크스테이션에서 데이터 전송의 여러 부분을 parallel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한 Snowball에 연결된 Snowball 클라이언트의 두 개 이상의 인스턴스를 사용하여 추가 데이터 전
송 세그먼트를 사용하여 캘리브레이션을 반복합니다. 실행 중인 Snowball 클라이언트의 각 인스턴스는 서로 
다른 세그먼트를 Snowball로 전송해야 합니다.

현재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는 모든 Snowball 클라이언트 인스턴스의 전송 속도 합계가 감소할 때까지 보정 
중에 Snowball 클라이언트의 인스턴스를 계속 추가하십시오. 이때 Snowball 클라이언트의 마지막 활성 인스
턴스를 종료하고 새 목표 전송 속도를 기록해 둘 수 있습니다.

Important

워크스테이션은 데이터의 로컬 호스트여야 합니다. 성능상의 이유로 Snowball을 사용하여 데이터
를 전송할 때는 네트워크를 통해 파일을 읽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워크스테이션의 리소스가 한계에 다다랐는데 Snowball로의 데이터 전송 목표 속도를 달성하지 못하면 워크
스테이션 내에 CPU 또는 디스크 대역폭과 같은 또 다른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완료하면 한 번에 하나의 Snowball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전송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
니다. 데이터를 더 빠르게 전송해야 하는 경우 을 참조하십시오데이터를 병렬로 전송 (p. 41).

데이터를 병렬로 전송
때때로 Snowball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데이터를 parallel 전송하는 것입니다. 병
렬화에는 다음 시나리오 중 하나 이상이 사용자가 이것을 삭제하고 싶을 것입니다.

• 단일 Snowball을 사용하여 단일 워크스테이션에서 Snowball 클라이언트의 여러 인스턴스 사용
• 단일 Snowball을 사용하여 여러 워크스테이션에서 Snowball 클라이언트의 여러 인스턴스 사용
• 여러 Snowball이 있는 여러 워크스테이션에서 Snowball 클라이언트의 여러 인스턴스 사용

워크스테이션 하나와 Snowball 한 개에 Snowball 클라이언트를 여러 개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사용자 및 홈 
디렉터리에서 Snowball 클라이언트의 각 인스턴스를 실행하므로snowball start 명령을 한 번만 실행하
면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도 동일한 사용자가 있는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여 여러 워크스테
이션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나리오에서든 에 제공된 지침을 따르십시
오대량 전송 계획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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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오기 Job 복제

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 사용
에 대한AWS Snowball 모든 작업은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 또는 의 작업 관리 API에서 생성되고AWS 
Snowball 관리됩니다. 다음은 사용 방법의 간략히 살펴봅니다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

주제
• 콘솔에서 임포트 Job 클론 생성 (p. 42)
• 내보내기 범위 사용 (p. 42)
• 콘솔에서 Job 완료 보고서 및 로그 가져오기 (p. 44)
• 콘솔에서 작업 취소 (p. 45)

Note

콘솔에서 첫 번째 작업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작하기 장을 참조하십시오AWS 
Snowball 작업 생성 (p. 18).

콘솔에서 임포트 Job 클론 생성
가져오기 작업을 처음 생성하면 Snowball이 두 개 이상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 Snowball은 단일 가져오기 작
업과 연결되므로 Snowball이 두 개 이상 필요하면 작업을 두 개 이상 생성해야 합니다. 추가 작업을 생성할 
때 작업 생성 마법사를 다시 실행하거나 기존 작업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작업 복제는 자동으로 수정되는 이름을 제외하고 작업을 정확하게 다시 생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제는 
간단한 프로세스입니다.

작업을 복제하려면

1. 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의 테이블에서 작업을 선택합니다.
2. [Actions]에서 [Clone job]을 선택합니다.
3. [Create job] 마법사가 마지막 페이지인 [Step 6: Review]로 열립니다.
4. 정보를 검토하고 해당되는 [Edit] 버튼을 선택하여 원하는 사항을 변경합니다.
5. 복제한 작업을 생성하려면 [Create job]을 선택합니다.

복제된 작업의 이름은 [Job Name-clone-number] 형식으로 지정됩니다. 이 번호는 작업 이름에 자동으로 추
가되며 처음 클론 작업을 수행한 후 이 작업을 클론한 횟수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AprilFinanceReports-
clone은 작업의 첫 번째 클론 AprilFinanceReports작업을 나타내고 DataCenterMigration-clone-42는
DataCenterMigration작업의 42번째 클론을 나타냅니다.

내보내기 범위 사용
에서 내보내기 작업을 생성할 때 전체 Amazon S3 버킷 또는 특정 범위의 객체 키를 내보내도록 선택할 수 있
습니다. 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 객체 키 이름은 버킷에서 객체를 고유하게 식별합니다. 범위를 내보내
기로 선택한 경우 포함 범위 시작, 포함 범위 끝 또는 둘 다를 제공하여 범위 길이를 정의합니다.

범위는 UTF-8 이진으로 정렬됩니다. UTF-8 이진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렬됩니다.

• 숫자 0-9는 대문자와 소문자 영어 문자 앞에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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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내기 범위 예

• 대문자 영어는 모든 소문자 영어보다 앞에 옵니다.
• 소문자 영어는 대문자 영어 및 숫자를 기준으로 정렬할 때 맨 마지막에 옵니다.
• 특수 문자는 다른 문자 집합을 따라 정렬됩니다.

구체적인 UTF-8 정렬 순서는 https://en.wikipedia.org/wiki/UTF-8을 참조하십시오.

내보내기 범위 예
UTF-8 이진 순서로 정렬된 다음 객체가 포함된 버킷이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 01
• Aardvark
• Aardwolf
• Aasvogel/apple
• Aasvogel/banana
• Aasvogel/cherry
• Banana
• Car

지정된 범위 시작 지정된 범위 종료 내보낼 범위 내 객
체

(none) (none) 버킷의 모든 객체

(none) Aasvogel 01

Aardvark

Aardwolf

Aasvogel/apple

Aasvogel/banana

Aasvogel/cherry

(none) Aasvogel/banana 01

Aardvark

Aardwolf

Aasvogel/apple

Aasvogel/banana

Aasvogel (none) Aasvogel/apple

Aasvogel/banana

Aasvogel/cherry

Banana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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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범위 시작 지정된 범위 종료 내보낼 범위 내 객
체

Aardwolf (none) Aardwolf

Aasvogel/apple

Aasvogel/banana

Aasvogel/cherry

Banana

Car

Aar (none) Aardvark

Aardwolf

Aasvogel/apple

Aasvogel/banana

Aasvogel/cherry

Banana

Car

car (none) 객체는 내보내지지 
않으며 작업을 만들
려고 하면 오류 메
시지가 표시됩니다. 
car는 UTF-8 이진 
값에 따라 Car 아래
에 정렬됩니다.

Aar Aarrr Aardvark

Aardwolf

콘솔에서 Job 완료 보고서 및 로그 가져오기
Amazon S3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Amazon S3에서 데이터를 내보낼 때마다 다운로드 가능한 PDF 작업 보
고서가 제공됩니다. 가져오기 작업의 경우 가져오기 프로세스가 끝날 때 이 보고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보내기 작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작업에 대한 Snowball이 배송되는 동안 작업 보고서를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작업 보고서는 Amazon S3 데이터 전송 상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보고서에는 기록 보관을 위한 작
업 또는 작업 파트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작업 보고서에는 Snowball과 Amazon S3 간에 전송된 총 
객체 및 바이트 수에 대한 개략적인 개요를 제공하는 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송되는 객체의 상태에 대해 더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한 경우 성공 로그 및 실패 로그라는 두 가지 관련 로
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그는 CSV(쉼표로 분리된 값) 형식으로 저장되며 각 로그의 이름에는 로그에서 
설명하는 작업 또는 작업 파트의 ID가 포함됩니다.

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에서 보고서와 로그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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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취소

작업 보고서 및 로그를 가져오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고 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을 엽니다.
2. 테이블에서 작업 또는 작업 부분을 선택하고 상태 창을 확장합니다.

작업 보고서 및 로그 가져오기에 대한 세 가지 옵션, 즉 [Get job report], [Download success log] 및 
[Download failure log]가 나타납니다.

3. 다운로드를 선택하세요.

다음 단원에서는 가능한 나열 값을 설명합니다.

• 완료 — 전송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성공 로그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완료 후 오류 발생 — 데이터의 일부 또는 전체가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실패 로그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콘솔에서 작업 취소
어떤 이유로든 작업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Snowball 준비 중 상태로 전환되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Job 
created] 상태인 경우에만 작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작업 처리를 시작한 이후에는 더 이상 작업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작업을 취소하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고 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을 엽니다.
2. 테이블에서 작업을 검색하고 선택합니다.
3. [Actions]에서 [Cancel job]을 선택합니다.

이제 작업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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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Snowball 디바이스 사용
아래에는 으로 보호되는 물리적으로 견고한 디바이스인 Snowball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개요가 나와 있습니
다.AWS Key Management Service(AWS KMS)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와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간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개요에는 Snowball 이미지, 데이터 전송을 위한 디
바이스 준비 지침, 데이터 전송 최적화에 도움이 되는 네트워킹 모범 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nowball에서 데이터를 주고 받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Snowball을 사용한 데이
터 전송 (p. 52).

Snowball이 처음 도착하면 손상되거나 명백히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검사합니다.

Warning

Snowball에 대해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대신 에 문의하십
시오.AWS Support그러면 새 Snowball이 고객에게 배송됩니다.

Snowball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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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과 후면에 두 개의 패널이 있습니다. 래치로 패널을 열어서 Snowball 맨 위로 대칭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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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면 패널을 열고 Snowball 상단에서 대칭 이동한 다음 후면 패널을 열고 첫 번째 패널 위치로 대칭 이
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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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Snowball 전면에 내장된 E Ink 디스플레이의 터치 스크린과 후면의 전원 및 네트워크 포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캐치에서 케이블을 분리하고 Snowball을 전원에 연결합니다. 각 Snowball은 RJ45, SFP+ 동선 또는 
SFP+ 광학 10 기가비트 이더넷을 통한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네트워킹 옵션을 선택하
고 Snowball을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E Ink 디스플레이 위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눌러서 Snowball의 전원을 
켭니다.

Snowball 내부 팬이 작동하는 소리가 들리고 디스플레이의 배송 라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준비 중. 몇 
분 정도 기다리면 [Ready]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Snowball이 Snowball 클라이언트 데이터 전송 도구와 
통신하고 수신 트래픽을 수락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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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Ink 디스플레이는 Snowball이 로컬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하는 데 사용할 IP 주소를 관리하는 기능과 배송 
라벨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IP 주소 변경
이 절차에 따라 IP 주소를 제공한 다른 정적 주소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Snowball의 IP 주소를 변경하려면

1. 전자 잉크 디스플레이에서 [Network]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Snowball의 현재 네트워크 설정
을 나타내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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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페이지의 상단에 [RJ45], [SFP+ Copper] 또는 [SFP+ Optical]이 강조 표시됩니다. 이 값은 Snowball이 
이 현재 로컬 네트워크에서 통신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통신 유형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활성화된 
[DHCP] 탭에 현재 네트워크 설정이 표시됩니다. 정적 IP 주소로 변경하려면 [Static]을 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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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송

이 페이지에서 IP 주소와 네트워크 마스크를 선호하는 값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Snowball을 사용한 데이터 전송
Snowball과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 간에 로컬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Snowball용 Amazon S3 어댑터 또는 
Snowball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Snowball 클라이언트 (p. 53)— 로컬 워크스테이션에서 실행되어 데이터 전송을 수행하는 독립형 터미
널 애플리케이션입니다. Snowball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데 코딩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애플리
케이션은 오류를 처리하고, 문제 해결 및 감사를 위해 로컬 워크스테이션에 로그를 기록하는 기능을 비롯
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능을 제공합니다.

• 스노우볼용 Amazon S3 어댑터 (p. 63)—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REST API 
하위 집합을 사용하여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도구 (에 후원 포함)AWS Command Line 
Interface(AWS CLI) 명령 및 Amazon S3 SDK.

Note

페타바이트급 데이터 전송을 수행할 경우 첫 번째 작업을 생성하기 전에 페타바이트 데이터를 효율
적으로 전송하는 방법 (p. 39) 단원을 읽어볼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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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ball 클라이언트를 사용한 데이터 전송
Snowball 클라이언트는 로컬 워크스테이션에서 실행되어 데이터 전송을 수행하는 독립형 터미널 애플리케
이션입니다. Snowball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데 코딩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오류
를 처리하고, 문제 해결 및 감사를 위해 로컬 워크스테이션에 로그를 기록하는 기능을 비롯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능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를 향상하기 위한 모범 사례에 대한 정보는
AWS Snowball 모범 사례 (p. 36)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에서 Snowball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AWS Snowball리소스 웹 사이트.

Snowball 클라이언트는 다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해야 합니다.AWS Snowball리소스사용자가 소유하는 강
력한 워크스테이션에 페이지 설치 이 페이지에서 사용 중인 운영 체제에 대한 설치 패키지를 찾은 다음 지침
에 따라 Snowball 클라이언트를 설치합니다. 워크스테이션의 터미널에서 Snowball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려
면 운영 체제에 따라 특정 경로를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리눅스— Snowball은 ~/에서 실행해야 합니다.snowball-client-linux-##_##/bin/ 디렉토리.
• 맥— 더install.sh스크립트는 Snowball 클라이언트.tar 파일에서 /usr/local/bin/snowball 디렉터리로 폴더를 

복사하고 심볼 링크 (symlinks) 를 생성합니다. 이 스크립트를 실행할 경우 모든 디렉터리에서 Snowball 클
라이언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단, /usr/local/bin이 bash_profile의 경로에 있어야 합니다. echo $PATH
명령을 사용하여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윈도우— 클라이언트를 설치한 후 별도의 준비 없이 모든 디렉터리에서 클라이언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Note

Linux 또는 Mac Snowball 클라이언트의 최신 버전은 x86 명령 세트 아키텍처에 대한 AES-NI 
(Advanced Encryption Standard New Instructions) 확장을 지원하므로 이 두 버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확장은 Snowball과 사용자의 Mac 또는 Linux 워크스테이션 간 전송 중에 데이터 암호
화 또는 암호 해독에 대한 향상된 속도를 제공합니다. 지원되는 하드웨어를 포함하여 AES-NI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Wikipedia의 AES instruction set를 참조하십시오.

주제
• Snowball 클라이언트 사용 (p. 53)
• Snowball 클라이언트에 대한 명령 (p. 55)
• snowball cp 명령에 대한 옵션 (p. 59)

Snowball 클라이언트 사용
아래에서는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와 Snowball 간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중 하나인 
Snowball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nowball 클라이언트는 Snowball에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 유형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Note

가져오는 각 파일 또는 객체의 크기는 5TB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내보내는 컴퓨터 워크스테이션은 데이터 전송에 대한 병목 현상으로 간주되므로 강력
한 컴퓨터를 워크스테이션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워크스테이션은 처리, 메모리, 네트워킹의 측면에서 
높은 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스테이션 사양 (p. 99)을 참조하세요.

주제
• Snowball 클라이언트를 사용한 데이터 전송 테스트 (p. 54)
• 데이터 전송을 위해 Snowball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증 (p. 54)
• Snowball 클라이언트에 대한 스키마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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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ball 클라이언트를 사용한 데이터 전송 테스트
Snowball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데이터 전송을 시작하기 전에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수행하면 
데이터를 전송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유용합니다. Snowball이 고객 현장에 배포된 
후 처음 10일 동안 무료로 제공되므로 데이터 전송을 미리 테스트하여 11일차부터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에 처음 로그인하기 이전에도 언제든지 도구 페이지에서 Snowball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
다.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 또한 작업을 생성하기 이전이나 생성 후 언제든지 Snowball 클라이언트
를 사용하여 데이터 전송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매니페스트, 잠금 해제 코드 또는 Snowball이 없어도 
Snowball 클라이언트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Snowball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데이터 전송을 테스트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에서 Snowball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http://aws.amazon.com/snowball/resources/페
이지.

2. 워크스테이션이 로컬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 원본과 통신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 사이에 지연이 
최대한 적은 것이 좋습니다.

3. Snowball 클라이언트의 테스트 명령을 실행하고 명령에 탑재된 데이터 원본 경로를 다음과 같이 포함시
킵니다.

snowball test [OPTION...] [path/to/data/source]

Example

snowball test --recursive --time 5 /Logs/2015/August

Example

snowball test -r -t 5 /Logs/2015/August

위 예에서 첫 번째 명령은 에 있는 모든 폴더와 파일을 통해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행하도록 Snowball 클라
이언트에 지시합니다./Logs/2015/August데이터 원본에서 5분간 두 번째 명령은 테스트 중에 실시간 전
송 속도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Snowball 클라이언트에 지시합니다.

Note

테스트 명령을 오래 실행할수록 더 정확한 테스트 데이터가 제공됩니다.

데이터 전송을 위해 Snowball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증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Snowball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먼저snowball start명
령. 이 명령은 Snowball에 대한 사용자의 액세스를 인증합니다. 이 명령을 실행하려면 작업에 사용하는 
Snowball이 현장에 있고, 전원 및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켜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Snowball의 전면에 E 
Ink 디스플레이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Ready].

Snowball 클라이언트의 Snowball 액세스 권한을 인증하려면

1. 매니페스트 및 잠금 해제 코드를 받습니다.

a. 매니페스트 가져오기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또는 작업 관리 API 매니페스트는 암호화되어 있
기 때문에 잠금 해제 코드가 있어야만 해독할 수 있습니다. Snowball 클라이언트는 암호화 해제 매
니페스트를 준비 시 Snowball에 입력된 정보와 비교합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가 시작하려는 데
이터 전송 작업에 적합한 Snowball이 있는지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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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9자리의 코드로, 매니페스트를 다운로드할 때도 표시되는 잠금 해제 코드를 가져옵니다. 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Snowball에 무단 액세스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한 다음 다운로드한 매니페스트와 별
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Snowball의 E Ink 디스플레이에서 Snowball의 IP 주소를 찾습니다. Snowball이 처음으로 네트워크에 연
결되면 자동으로 DHCP IP 주소를 생성합니다. 다른 IP 주소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 전자 잉크 디스플레
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Snowball 디바이스 사용 (p. 46)을 참조하세요.

3. 을 실행합니다.snowball start명령을 사용하여 Snowball의 IP 주소 및 자격 증명으로 Snowball에 대
한 액세스를 인증합니다.

snowball start -i [IP Address] -m [Path/to/manifest/file] -u [29 character unlock 
              code]

Example

snowball start -i 192.0.2.0 -m /user/tmp/manifest -u 01234-abcde-01234-ABCDE-01234

Snowball 클라이언트에 대한 스키마
Snowball 클라이언트는 스키마를 사용하여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와 Snowball 간에 전송되는 데이터의 종
류를 정의합니다. 명령을 실행할 때마다 스키마를 선언합니다.

Snowball 클라이언트 명령에 대한 소스
로컬로 탑재된 파일 시스템에서 파일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OS 유형에 적용되는 형식의 소스 경로를 지정해
야 합니다. 예를 들어 snowball ls C:\User\Dan\CatPhotos s3://MyBucket/Photos/Cats 명령
에서 원본 스키마는 원본 데이터가 표준 파일 데이터임을 지정합니다.

Snowball 클라이언트에 대한 목적지

원본 스키마 이외에 대상 스키마가 있습니다. 현재는 s3:// 대상 스키마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snowball cp -r /Logs/April s3://MyBucket/Logs 명령에서 /Logs/April의 콘텐츠는 
Snowball에서 s3:// 스키마를 사용하여 MyBucket/Logs 위치에 반복적으로 복사됩니다.

Snowball 클라이언트에 대한 명령
아래에서는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으로의 데이터 전송을 관리하는 데 유용한 
Snowball 클라이언트 명령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일 Snowball에 연결된 서로 다른 터미널 창
에 있는 Snowball 클라이언트의 여러 인스턴스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주제
• Snowball 클라이언트에 대한 복사 명령 (p. 56)
• Snowball 클라이언트에 대한 나열 명령 (p. 56)
• Snowball 클라이언트에 대한 디렉터리 작성 명령 (p. 57)
• Snowball 클라이언트에 대한 재시도 명령 (p. 57)
• Snowball 클라이언트에 대한 제거 명령 (p. 57)
• Snowball 클라이언트에 대한 시작 명령 (p. 58)
• Snowball 클라이언트에 대한 상태 명령 (p. 58)
• Snowball 클라이언트에 대한 중지 명령 (p. 58)
• Snowball 클라이언트에 대한 테스트 명령 (p. 58)
• Snowball 클라이언트에 대한 확인 명령 (p. 58)
• Snowball 클라이언트에 대한 버전 명령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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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표시 모드 옵션 사용 (p. 59)

데이터 전송 중에 Snowball의 루트 수준에 폴더가 하나 이상 나타납니다. 이 폴더와 이 수준에 있는 다른 폴
더는 이 작업을 생성할 때 선택한 Amazon S3 버킷과 동일한 이름을 가집니다. Snowball의 루트 수준에 데이
터를 쓸 수 없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버킷 폴더 중 하나 또는 하위 폴더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름에 공백이 있는 파일 또는 폴더(예: my photo.jpg 또는 My Documents)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만 클라이언트 명령에서 공백을 적절히 처리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예를 참조하세요.

• 클라이언트의 Linux 및 Mac 버전–snowball ls s3://mybucket/My\ Folder/my\ photo.jpg
• 클라이언트의 Windows 버전–snowball ls "s3://mybucket/My Documents/my photo.jpg"

Note

Snowball을 사용하여 Amazon S3 S3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전송하려는 파일 및 폴더의 이름을 
다음에 따라 지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객체 키 명명 지침Amazon S3 S3용

Snowball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단원을 참조하십시오.표준 Snowball 문제 해
결 (p. 104).

Snowball 클라이언트에 대한 복사 명령
이snowball cp명령은 Snowball과 데이터 원본 간에 파일 및 폴더를 복사합니다. Snowball 복사 명령 옵션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snowball cp) 참조snowball cp 명령에 대한 옵션 (p. 59). 
명령 옵션을 지원할 뿐 아니라 Snowball 클라이언트를 통한 데이터 전송에서는 전송 중인 데이터의 유
형을 정의하는 스키마를 지원합니다. 스키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nowball 클라이언트에 대한 스키
마 (p. 55)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사용량

snowball cp [OPTION...] SRC... s3://DEST

가져오기 예

snowball cp --recursive /Logs/April s3://MyBucket/Logs

snowball cp -r /Logs/April s3://MyBucket/Logs

내보내기 예

snowball cp --recursive s3://MyBucket/Logs/ /Logs/April

snowball cp -r s3://MyBucket/Logs/ /Logs/April

Snowball 복사 명령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snowball cp) 참조snowball cp 명령
에 대한 옵션 (p. 59).

Snowball 클라이언트에 대한 나열 명령
이snowball ls명령은 지정된 경로에 Snowball 콘텐츠를 나열합니다. 이 명령을 사용하여 워크스테이션, 
데이터 원본 또는 Snowball 외부의 기타 네트워크 위치에 있는 콘텐츠를 나열할 수 없습니다.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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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ball ls [OPTION...] s3://DEST

예

snowball ls s3://MyBucket/Logs/April

Snowball 클라이언트에 대한 디렉터리 작성 명령
이snowball mkdir명령은 Snowball에 새로운 하위 폴더를 생성합니다. 루트 수준에는 새 폴더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루트 수준은 버킷 폴더용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사용량

snowball mkdir [OPTION...] s3://DEST

예

snowball mkdir s3://MyBucket/Logs/April/ExpenseReports

Snowball 클라이언트에 대한 재시도 명령
snowball retry 명령은 snowball cp 명령을 마지막으로 실행할 때 복사되지 않은 모든 파일에 대해
snowball cp 명령을 다시 시도합니다. 복사되지 않은 파일 목록은 워크스테이션의 임시 디렉터리에 일반 
텍스트 로그로 저장됩니다. snowball cp 명령을 실행하여 파일이 복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로그의 정확한 
경로가 터미널에 인쇄됩니다.

사용 예

snowball retry

Snowball 클라이언트에 대한 제거 명령
이snowball rm명령은 Snowball에서 파일 및 폴더를 삭제합니다. 디바이스에 있는 모든 것을 삭제하는
snowball rm -r 같이 다수의 파일 또는 디렉터리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이 작업을 완료하는 데 시간이 걸
릴 수 있습니다. 이후에 snowball ls 명령을 실행하면 삭제가 완료되었을 때 디바이스의 상태를 보여줍니
다.

그러나 snowball status 명령이 보고하는 스토리지 양은 snowball rm 명령이 실행되기 전에 남아 있
었던 스토리지 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 시간 정도 후에 snowball status 명령을 시도하여 남
아 있는 스토리지의 새 값을 확인하십시오.

사용량

snowball rm [OPTION...] s3://DEST

예

snowball rm --recursive s3://MyBucket/Logs/April

snowball rm -r s3://MyBucket/Logs/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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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ball 클라이언트에 대한 시작 명령
이snowball start명령은 Snowball의 IP 주소와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Snowball에 대한 액세스를 인증합
니다. snowball start 명령을 실행한 후 snowball cp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량

snowball start -i IP Address -m Path/to/manifest/file -u 29 character unlock code

예

snowball start -i 192.0.2.0 -m /user/tmp/manifest -u 01234-abcde-01234-ABCDE-01234

Snowball 클라이언트에 대한 상태 명령
이snowball status명령은 Snowball의 상태를 반환합니다.

사용 예

snowball status

출력 예

Snowball Status: SUCCESS
S3 Endpoint running at: http://192.0.2.0:8080
Total Size: 72 TB
Free Space: 64 TB

Snowball 클라이언트에 대한 중지 명령
이snowball stop명령은 Snowball 클라이언트의 현재 인스턴스에서 Snowball로의 통신을 중지합니다.

이 명령을 사용하여 데이터 원본 서버와 Snowball 간에 다른 모든 명령이 중지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일 Snowball에 클라이언트의 여러 인스턴스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데이터 전송을 중지할 준비가 되면 각 인
스턴스에 대해 이 명령을 사용합니다. 이 명령을 실행하여 클라이언트의 한 인스턴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인스턴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계속 복사합니다.

사용 예

snowball stop

Snowball 클라이언트에 대한 테스트 명령
snowball test 명령은 시작하기 전에 데이터 전송을 테스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nowball 클라이언트
를 사용한 데이터 전송 테스트 (p. 54)을 참조하세요.

사용 예

snowball test

Snowball 클라이언트에 대한 확인 명령
경로를 지정하지 않는 한snowball validate명령은 Snowball의 객체에 대한 모든 메타데이터 및 전송 상
태를 확인하고, 경로를 지정한 경우 경로에 지정된 콘텐츠와 하위 디렉터리를 확인합니다. 이 명령은 현재 전
송 중이고 전송 상태가 미완료인 파일을 나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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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오기 작업에 대해 이렇게 하면 콘텐츠를 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AWS문제 없
이.

이 명령을 완료하려면 시간이 약간 걸릴 수 있고 때때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파일의 수가 많
고 더구나 여러 하위 폴더 내에 파일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흔히 나타납니다. verbose 옵
션으로 이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예

snowball -v validate

Snowball 클라이언트에 대한 버전 명령
이snowball version명령은 터미널에 Snowball 클라이언트 버전을 표시합니다.

사용 예

snowball version

상세 표시 모드 옵션 사용
Snowball 클라이언트 명령을 실행할 때마다 다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verbose추가 정보 옵션. 이 추가 정
보는 명령을 실행하는 동안 터미널에 인쇄됩니다.

verbose 옵션을 사용하면 각 명령이 하고 있는 작업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Snowball 클
라이언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상세 옵션은 기본적으로 꺼져 있습니다. 다음 예제와 같이 명령을 실행하는 동안 옵션을 지정하여 켤 수 있습
니다.

snowball -v cp /Logs/April/logs1.csv s3://MyBucket/Logs/April/logs1.csv

snowball --verbose ls s3://MyBucket/Logs/April/

snowball cp 명령에 대한 옵션
아래에서 snowball cp 명령 옵션에 대한 정보와 이 명령을 사용하기 위한 구문 지침을 알아볼 수 있습니
다. 이 명령을 사용하여 워크스테이션에서 Snowball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명령 옵션 설명

-b, --batch 문자열.

작은 용량의 파일을 더욱 큰 용량의 .snowballarchives 파일로 배치 처리
하면 전송 성능이 크게 향상됩니다. 파일이 배치에 포함되는 시점은 다음과 같
은 기본값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크기가 1MB 이하인 파일이 배치에 포함됩니다. 이 설정은 --
batchFileSizeInKBLimit 옵션에서 최대 파일 크기(KB)를 새롭게 지정
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최대 파일 크기의 범위는 100KB~1MB입니다. 지정
된 최대 파일 크기보다 더욱 큰 파일은 배치에 포함되지 않고 개별 파일로 
Snowball에 전송됩니다.

• 기본적으로 배치에는 최대 10,000개까지 파일이 포함됩니다. 이 제한은 --
batchNumOfFiles 옵션을 설정하여 바꿀 수 있습니다. 배치에 포함되는 파
일 수의 범위는 5,000~100,000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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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옵션 설명
Amazon S3 S3로 가져오면서 배치가 추출되고 원본 파일을 Amazon S3 S3로 
가져오게 됩니다. 복사 명령에서 이 옵션으로 생성된 .snowballarchives
파일만 가져오기 과정에서 자동으로 압축이 풀립니다.

--checksum 기본적으로 false로 설정됩니다.

동일한 이름을 가진 모든 원본 파일과 대상 파일에 대한 체크섬을 계산한 다음 
체크섬을 비교합니다. 이 명령 옵션은 복사 작업을 재개할 때 사용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복사 작업 중에 컴퓨팅 오버헤드가 증가합니다.

Note

이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복사 작업을 재개할 때 파일 이름 및 날짜
를 더 빠르게 비교합니다.

-f, --force 기본적으로 false로 설정됩니다. 이 명령 옵션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용도로 사
용됩니다.

• copy 명령과 함께 사용될 경우 -f는 전송 중인 콘텐츠의 경로 및 이름과 일
치하는 대상의 기존 콘텐츠를 덮어씁니다.

• copy 명령을 실행한 이후에 사용할 경우 -f는 --resume 명령 옵션을 무시
합니다. 대신 복사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수행하여 동일한 경로와 이름을 가
진 대상의 기존 콘텐츠를 덮어씁니다.

Note

이전 사용 사례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 전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f를 주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h, --help 기본적으로 false로 설정됩니다.

터미널에 snowball cp 명령에 대한 사용 정보를 표시합니다.

--noBatch 문자열.

작은 파일의 자동 배치 처리를 비활성화합니다. 디렉터리를 복사하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고, 또한 --recursive 옵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옵션은 숨
겨져 있습니다. 성능 상의 이유로 인해 사용 사례에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r, --recursive 기본적으로 false로 설정됩니다.

snowball cp 명령 작업 중에 디렉터리를 반복적으로 통과합니다.

-s, --stopOnError 기본적으로 false로 설정됩니다.

오류가 발생할 경우 snowball cp 명령 작업을 중지합니다.

snowball cp 명령에 대한 구문
Snowball 클라이언트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데이터 복사snowball cp명령은 Linux와 비슷한 구문을 사용합
니다.cp명령 구문. 하지만 몇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주제에서 snowball cp 명령에 사용되는 구문
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 구문을 따르지 않을 경우 Snowball로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복사할 때 다음 예제와 같이 원본 경로와 대상 경로를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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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ball cp [source path] [destination path]

디렉터리를 복사할 때 원본 디렉터리의 콘텐츠를 복사하려면 -r 옵션을 사용하여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복사
합니다.

파일 복사 구문

• 후행 슬래시를 사용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파일 복사— 대상에 파일을 복사합니다.

snowball cp /tmp/file1 s3://bucket-name/dir1/file2

이전 예에서 원본 파일 file1이 file2라는 새 파일 이름으로 Snowball에 복사됩니다.
• 슬래시를 사용하여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파일 복사— 대상에 새 디렉터리를 생성하고 파일을 새 디렉터리

에 복사합니다.

snowball cp /tmp/file3 s3://bucket-name/dir2/

이전 예에서 dir2 디렉터리는 이 명령을 실행할 때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dir2/이 예에서 에 후
행 슬래시가 있습니다. dir2는 디렉터리로 생성되고 에서 file3의 경로는 s3://bucket-name/dir2/file3 입니다.

• 기존 대상 파일에 파일 복사 기존 대상 파일에 파일 복사 기존— 지정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f기존 대상 
파일을 덮어쓰는 옵션입니다.

snowball cp -f /tmp/file4 s3://bucket-name/dir3/file5

이전 예에서 대상 파일 file5는 명령을 실행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f 옵션과 함께 이 명령을 실행
하면 s3://bucket-name/dir3/file5 대상 경로를 사용하여 file4의 콘텐츠로 file5를 덮어씁니다.

• 기존 대상 디렉터리에 파일 복사 원본 디렉터리에 파일 복사— 파일을 복사 기존 대상 디렉터리에 파일을 
복사합니다.

snowball cp /tmp/file6 s3://bucket-name/dir4/

이전 예에서 file6을 s3://bucket-name/dir4/에 복사합니다.

Note

이 명령을 실행할 때 file6가 s3://bucket-name/dir4/에 이미 있는 경우 명령이 실패합니다.
snowball cp 명령과 -f 옵션을 사용하여 대상 file6를 원본 file6로 강제로 덮어쓸 수 있습니다.

• 후행 슬래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Snowball의 버킷에 파일 복사— Amazon S3 버킷의 이름을 공유
하는 Snowball의 루트 수준 디렉터리에 파일을 복사합니다.

snowball cp /tmp/file7 s3://bucket-name

이전 예에서 file7을 s3://bucket-name/file7에 복사합니다.

Note

이 명령을 실행할 때 file7이 s3://bucket-name에 이미 있는 경우 명령이 실패합니다. snowball 
cp 명령과 -f 옵션을 사용하여 대상 file7을 원본 file7으로 강제로 덮어쓸 수 있습니다.

디렉터리 복사 구문

• 후행 슬래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새 대상에 디렉터리 복사— 소스 경로와 대상 경로를 지정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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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ball cp -r /tmp/dir1 s3://bucket-name/dir2/

snowball cp -r /tmp/dir1 s3://bucket-name/dir2

이전의 두 예에서는 동일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즉, 새 디렉터리 dir2를 생성하고 dir1의 콘텐츠를 이 디렉
터리에 반복적으로 복사합니다.

• 이미 존재하는 대상 디렉토리에 디렉토리 복사— 원본 디렉터리의 고유한 콘텐츠만 대상 디렉터리에 복사
됩니다.snowball cp명령은 다음과 함께 사용됩니다.-f전체 대상 디렉토리를 강제로 덮어쓰는 옵션입니
다.

snowball cp -r /tmp/dir3 s3://bucket-name/dir4/

이전 예에서 원본 디렉터리의 고유한 콘텐츠만 대상 디렉터리 dir4에 복사됩니다.

snowball cp -r -f /tmp/dir3 s3://bucket-name/dir4/

이전 예에서 원본 dir3 디렉터리의 콘텐츠로 대상 디렉터리 dir4를 덮어씁니다.
• 이미 있는 대상 파일에 디렉터리 복사 원본 파일에 디렉터리 복사 원본 파일에 디렉터리 복사— 를 사용하

지 않는 한 이 작업은 실패합니다.snowball cp를 사용한 명령-f선택권. 이 경우 대상 파일을 동일한 이
름을 가진 원본 파일로 덮어쓰므로 작업은 성공합니다.

snowball cp -r -f /tmp/dir5 s3://bucket-name/dir6

이전 예에서 Snowball의 dir6은 실제로 파일입니다. 원본 dir5는 디렉터리이므로 이 경우 이 명령은 일반적
으로 실패합니다. 하지만 -f를 사용하므로 dir6 파일을 원본 dir5의 콘텐츠를 사용하여 디렉터리로 강제로 
덮어씁니다.

• Snowball의 버킷에 디렉터리 복사 원본 양식— 대상 경로에서 버킷 이름을 지정합니다.

snowball cp -r /tmp/dir7 s3://bucket-name/

Note

이 명령을 실행할 때 dir7이 s3://bucket-name에 이미 있는 경우 이 명령은 원본 디렉터리의 고유
한 콘텐츠를 대상 디렉터리에 복사합니다. snowball cp 명령과 -f 옵션을 사용하여 대상 dir7
을 원본 dir7으로 강제로 덮어쓸 수 있습니다.

Snowball 로그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와 Snowball 간에 데이터를 전송할 때 Snowball 클라이언트는 일반 텍스트 로그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워크스테이션에 저장합니다. Snowball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동안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경우 연결된 로그 파일을 복사하여 메시지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포함시킵니
다.AWS Support.

워크스테이션의 운영 체제에 따라 로그는 다음 위치에 저장됩니다.

• 윈도우— C:\Users\<username>\ .aws\ .aws\
• 맥— /사용자/<username>/.aws/ball/logs/
• 리눅스— /home/<username>/.aws/ball/lo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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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는 snowball_<year>_<month>_<date>_<hour> 파일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시간은 워크스테이션의 
로컬 시스템 시간을 기반으로 하며 24시간제를 사용합니다.

예제 로그 이름

snowball_2016_03_28_10.log

각 로그의 최대 파일 크기는 5MB입니다. 로그가 이 크기에 도달하면 새 파일이 생성되고 로그는 새 파일에 
계속 기록됩니다. 이전 로그와 동일한 시간에 추가 로그가 시작될 경우 첫 번째 로그의 이름에 .1, 두 번째 로
그에 .2 등의 순으로 추가됩니다.

Important

로그는 일반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되며 전송하는 파일에 대한 파일 이름과 경로 정보를 포함합니다. 
민감할 수 있는 이 정보를 보호하려면 로그와 연결된 작업이 [completed] 상태로 전환된 후 로그를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Snowball용 Amazon S3 어댑터를 사용한 데이터 전
송

Snowball용 Amazon S3 어댑터는 1세대 80TB Snowball 디바이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방식 도
구입니다. GPU 디바이스로 최적화된 Snowball Edge 스토리지, 컴퓨팅 최적화 및 컴퓨팅 최적화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오.Amazon S3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파일 전송.

Snowball용 Amazon S3 어댑터를 사용하여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와 Snowball 간에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데이터를 Snowball에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전송할 경우 모든 데이터는 예외 없이 Snowball용 Amazon S3 어
댑터를 통과합니다.

Snowball용 Amazon S3 어댑터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AWS Snowball리소스사용자가 소유하는 강력한 워
크스테이션에 페이지 설치

강력한 컴퓨터를 워크스테이션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워크스테이션은 처리, 메모리, 네트워킹의 측면
에서 높은 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스테이션 사양 (p. 99)을 참조하세요.

Snowball용 Amazon S3 어댑터 다운로드 및 설치
에서 Snowball용 Amazon S3 어댑터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AWS Snowball리소스 웹 사이트.

Snowball용 Amazon S3 어댑터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AWS Snowball리소스사용자가 소유하는 강력한 워
크스테이션에 페이지 설치 이 페이지에서 사용 중인 운영 체제에 대한 설치 패키지를 찾은 다음 지침에 따라 
Snowball용 Amazon S3 어댑터를 설치합니다. 워크스테이션의 터미널에서 어댑터를 실행하려면 운영 체제
에 따라 특정 경로를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댑터를 설치하려면 먼저 스노우볼 어댑터를 다운로드하세요.##_###.zip 파일AWS Snowball리소스페이
지. 파일의 압축을 풀고 압축 해제된 폴더로 이동합니다. Mac 및 Linux 버전 어댑터의 경우 snowball-adapter 
파일을 실행 파일로 만들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bin 디렉터리에서 이 파일에 대한 권한을 변경합니다.

chmod +x snowball-adapter

어댑터가 성공적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려면

1. 어댑터가 설치된 워크스테이션에서 터미널 창을 엽니다.
2. snowball-adapter-operating_system 하위 디렉터리를 선치한 디렉터리로 이동합니다.
3. snowball-adapter-operating_system/bin으로 이동합니다.
4. ./snowball-adapter --help 명령을 입력하여 어댑터가 올바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어댑터가 성공적으로 설치된 경우 터미널에 사용량 정보가 표시됩니다.

63

https://docs.aws.amazon.com/snowball/latest/developer-guide/using-adapter.html
http://aws.amazon.com/snowball/resources/
http://aws.amazon.com/snowball/resources/
http://aws.amazon.com/snowball/resources/
http://aws.amazon.com/snowball/resources/


AWS Snowball 사용 설명서
AWS CLI 버전 1.16.14 다운로드 및 설치

또한 어댑터를 설치하면 snowball 하위 디렉터리가 에 추가됩니다..aws directory. 이 snowball 디렉터리 내에 
로그와 config 하위 디렉터리가 있습니다. 해당 콘텐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로그 디렉터리에는 Snowball용 Amazon S3 어댑터를 통해 Snowball로 데이터를 전송할 로그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 config 디렉터리에는 다음 두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snowball-adapter-logging.config 파일에는 ~/.aws/snowball/logs 디렉터리에 기록된 로그 파일에 대한 

구성 설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snowball-adapter.config 파일에는 어댑터 자체에 대한 구성 설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Note

이.aws directory은 에 위치합니다~/.awsLinux, OS X, Unix에서, 또는C:\User
\USERNAME\.awsWindows의 경우.

AWS CLI 버전 1.16.14 다운로드 및 설치
현재 버전 1.16.14 및 이전 버전만이AWS CLISnowball 디바이스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버전을 다운
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AWS CLI...에서 GitHub. 다음 절차에 따라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Note

AWS CLI 버전 1.16.14를 설치하기 전에 Python 2.6.5+ 또는 3.4+ 버전을 설치해야 합니다.

AWS CLI 1.16.14 버전을 다운로드 및 설치하려면

1. 기존에 설치된 AWS CLI를 제거합니다. Linux 설치의 경우 이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 윈도우— 자세한 정보는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제거의AWS Command Line Interface사용 설명서.
• 리눅스— Linux 설치의 경우 이 단계는 선택 사항입니다. 하지만 AWS CLI의 기존 설치를 제거하려면 

터미널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sudo rm -rf /usr/local/aws
sudo rm /usr/local/bin/aws

2. 를 다운로드합니다.AWS CLI같이.zip 파일( 사용)AWS GitHub 해당 저장소가 있는 저장소
3. 다음 절차 중 하나를 사용하여 1.16.14.zip 파일에서 AWS CLI 버전 1.16.14를 설치합니다.

• Windows
1. 아카이브를 컴퓨터의 위치에 압축 해제합니다(예: C:\Users\username\aws_cli\aws-
cli-1.6.14).

2.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 아카이브를 압축 해제한 폴더로 이동하고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설치 스크
립트를 실행합니다.

py setup.py install

3. PATH 환경 변수에 AWS CLI를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AWS CLI 버전 1.6.14가 설치됩니다.
• Linux

1. 아카이브를 컴퓨터의 위치에 압축 해제합니다(예: /home/username/aws_cli/aws-
cli-1.6.14).

2. 터미널 창을 열고, 아카이브를 압축 해제한 디렉터리로 이동하고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설치 스크
립트를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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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setup.py install

Note

sudo를 포함한 명령을 실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명령은 AWS CLI 버전 1.6.14를 설치하고, 이전에 설치된 AWS CLI 버전에서 생성된 모든 파일
을 덮어씁니다.

Snowball용 Amazon S3 어댑터 사용
아래에서는 Amazon S3 REST API 작업을 사용하여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와 Snowball 간에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해주는 Snowball용 Amazon S3 어댑터에 대한 개요를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이 Amazon S3 REST API 지원은 작업의 하위 집합으로 제한됩니다. 즉, 지원되는 Amazon S3 하위 집
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AWS CLI명령 또는 다음 중 하나AWS데이터 전송을 위한 SDK

솔루션에서 AWS SDK for Java 버전 1.11.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S3ClientOptions를 사용해야 합
니다.

• disableChunkedEncoding()— chunked 인코딩이 어댑터에서 지원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 setPathStyleAccess(true)— 모든 요청에 대해 경로 방식 액세스를 사용하도록 어댑터를 구성합니

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다음 섹션을 참조하세요.클래스 S3ClientOptions.builderAmazon에서 AppStream 
SDK for Java.

주제
• Snowball용 Amazon S3 어댑터 시작 (p. 65)
• 어댑터를 사용하여 Snowball의 상태 가져오기 (p. 66)
• Snowball에서 지원되지 않는 Amazon S3 기능 (p. 67)
• Snowball용 Amazon S3 어댑터 옵션 (p. 67)
• Adapter Amazon S3 함께 어댑터를 사용하여AWS CLI (p. 68)
• 지원되는 REST API 작업 (p. 69)

Snowball용 Amazon S3 어댑터 시작
Snowball용 Amazon S3 어댑터를 사용하려면 워크스테이션의 터미널에서 어댑터를 시작하고 데이터를 전
송하는 동안 실행 상태로 유지합니다.

Note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내보내는 컴퓨터 워크스테이션은 데이터 전송에 대한 병목 현상으로 간주
되므로 강력한 컴퓨터를 워크스테이션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워크스테이션은 처리, 메모
리, 네트워킹의 측면에서 높은 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스테이션 사
양 (p. 99)을 참조하세요.

어댑터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 스노우볼의 IP 주소— 어댑터를 시작할 때 Snowball의 IP 주소를 제공하여 어댑터에 전송된 데이터를 보낼 
위치를 알려줍니다. 이 IP 주소는 Snowball의 E Ink 디스플레이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작업의 매니페스트 파일— 매니페스트 파일에는 작업 및 작업에 연결된 권한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
어 있습니다. 이 파일이 없으면 Snowball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작업이 WithCustomer 상태로 전환된 
이후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암호화된 파일입니다. 매니페스트는 잠금 해제 코드를 통해 복호화됩니다.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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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페스트 파일을 콘솔에서 가져오거나 작업 관리 API 작업을 호출하여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가져올 수 있
습니다.

• 작업의 잠금 해제 코드— 잠금 해제 코드는 4개의 대시를 포함한 29자의 문자열이며, 매니페스트를 복호화
하는 데 사용됩니다. 잠금 해제 코드를 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 (p. 25)또는 작
업 관리 API에서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당신의AWS신임장— Snowball과의 모든 상호 작용은AWS서명 버전 4 알고리즘 자세한 내용은 서명 버전 
4 서명 프로세스를 참조하십시오. Snowball용 Amazon S3 어댑터를 시작할 때 다음을 지정합니다.AWS
이 통신에 서명하는 데 사용할 자격 증명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댑터에서는 home directory/.aws/
credentials 파일의 [default] 프로파일 아래에 지정된 자격 증명을 사용합니다. 이 서명 버전 4 알고리즘
이 Snowball용 Amazon S3 어댑터에서 로컬로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
오.Snowball 용 Amazon S3 API 어댑터를 사용한 권한 부여 (p. 88).

상기 정보가 있는 경우 워크스테이션에서 어댑터를 시작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다음 절차에서는 이 프로세
스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어댑터를 시작하려면

1. 어댑터가 설치된 워크스테이션에서 터미널 창을 엽니다.
2. snowball-adapter-operating_system 디렉터리를 선치한 디렉터리로 이동합니다.
3. 빈 하위 디렉터리로 이동합니다.
4. ./snowball-adapter -i Snowball IP address -m path to manifest file -u 29 

character unlock code 명령을 입력하여 어댑터를 시작합니다.

Note

아무 것도 지정하지 않은 경우AWS어댑터 시작 시 자격 증명, 의 기본 프로파일의home 
directory/.aws/credentials파일이 사용됩니다.

Snowball용 Amazon S3 어댑터는 이제 워크스테이션에서 시작됩니다. 어댑터를 실행하는 동안 이 터미널 창
을 열린 상태로 둡니다. 당신이 사용할 예정이라면AWS CLISnowball로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다른 터미널 창
을 열고AWS CLI거기에서 명령을 내리십시오.

어댑터를 사용하여 Snowball의 상태 가져오기
를 시작하여 Snowball의 상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HEADSnowball용 Amazon S3 어댑터에 대한 요청 XML 
문서의 형태로 상태 응답을 수신합니다. XML 문서에는 스토리지 정보, 지연 시간 정보, 버전 번호 등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AWS CLI또는 그 중 하나AWS여기에서 상태를 검색하기 위한 SDK. 하지만 다음 예제와 
같이 어댑터에서 curl 명령을 실행하여 유선으로 HEAD 요청을 쉽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curl -H "Authorization Header" -X HEAD http://192.0.2.0:8080

Note

Snowball의 상태를 요청할 때 권한 부여 헤더를 추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다음 
섹션을 참조하세요.서명AWS서명 버전 4를 사용한 요청.

다음은 이 요청에서 반환되는 XML 문서의 예입니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
<Status xsi:schemaLocation="http://s3.amazonaws.com/doc/2006-03-01/" xmlns:xsi="http://
www.w3.org/2001/XMLSchema-instance"> 
    <snowballIp>192.0.2.0</snowballIp> 
    <snowballPort>8080</snowballPort> 
    <snowballId>012EXAMPLE01</snowbal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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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alSpaceInBytes>77223428091904</totalSpaceInBytes> 
    <freeSpaceInBytes>77223428091904</freeSpaceInBytes> 
    <jobId>JID850f06EXAMPLE-4EXA-MPLE-2EXAMPLEab00</jobId> 
    <snowballServerVersion>1.0.1</snowballServerVersion> 
    <snowballServerBuild>2016-08-22.5729552357</snowballServerBuild> 
    <snowballAdapterVersion>Version 1.0</snowballAdapterVersion> 
    <snowballRoundTripLatencyInMillis>1</snowballRoundTripLatencyInMillis>
</Status>

Snowball에서 지원되지 않는 Amazon S3 기능
Snowball용 Amazon S3 어댑터를 사용하여 Amazon S3 API 작업을 통한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Snowball에
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수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Amazon S3 전송 기능 및 API 작업이 Snowball 디바
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되는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
시오.

• Adapter Amazon S3 함께 어댑터를 사용하여AWS CLI (p. 68)
• 지원되는 REST API 작업 (p. 69)

이들 주제에 명시적으로 나열되지 않은 기능 또는 작업은 지원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기능 및 
작업은 Snowball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지 않습니다.

• TransferManager— 이 유틸리티는 SDK for Java SDK를 사용하여 로컬 환경에서 Amazon S3 S3로 파일
을 전송합니다. 대신 지원되는 API 작업 또는 AWS CLI 명령을 어댑터에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
오.

• GET Bucket (List Objects— 이 GET 작업의 구현은 버킷 내 객체를 일부 또는 전부 (최대 1,000개) 반환합
니다. GET Bucket(List Objects) 버전 1 작업 또는 ls AWS CLI 명령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Snowball용 Amazon S3 어댑터 옵션
아래에서는 어댑터에서 Snowball과 통신하는 방법을 구성하는 데 유용한 Amazon S3 Snowball 어댑터 옵션
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Note

Snowball을 사용하여 Amazon S3 S3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전송하려는 파일 및 디렉터리의 이
름을 에 따라 지정했는지 확인합니다.객체 키 명명 지침.

옵션 설명 사용 및 예

-a

--aws-
profile-name

이AWSSnowball에 대한 요청에 서명하는 데 사용할 
프로파일의 이름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댑터에서는
home directory/.aws/credentials 파일의 [default] 
프로파일 아래에 지정된 자격 증명을 사용합니다. 다
른 프로파일을 지정하려면 프로파일 이름 앞에 이 옵
션을 사용합니다.

snowball-adapter -a

snowball-adapter -a 
 Lauren

-s

--aws-secret-
key

이AWSSnowball에 대한 요청에 서명하는 데 사용
할 비밀 키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댑터에서는 home 
directory/.aws/credentials 파일의 [default] 프로
파일 아래에 지정된 기본 프로파일에 있는 키를 사용
합니다. 다른 프로파일을 지정하려면 보안 키 앞에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두 옵션이 모두 지정된 경우 --
aws-profile-name 옵션이 우선합니다.

snowball-adapter -s

snowball-adapter -s 
 wJalrXUtnFEMI/K7MDENG/
bPxRfiCYEXAMPLEKEY

-h 어댑터에 대한 사용 정보입니다. snowball-adapter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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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사용 및 예
--help

-i

--ip

스노우볼의 E Ink 디스플레이에서 찾을 수 있는 스노
우볼의 IP 주소입니다.

snowball-adapter -i

snowball-adapter -i 
 192.0.2.0

-m

--manifest

이 작업에 대한 매니페스트 파일의 경로입니다. 매니
페스트 파일을 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 (p. 25)또는 작업 관리 API에서 프로
그래밍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snowball-adapter -m

snowball-adapter -m ~/
Downloads/manifest.bin

-u

--unlockcode

이 작업에 대한 잠금 해제 코드입니다. 잠금 해제 코드
를 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AWS Snow 패밀리 관리 콘
솔 (p. 25)또는 작업 관리 API에서 프로그래밍 방식으
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snowball-adapter -u

snowball-adapter -u 
 01234-abcde-01234-
ABCDE-01234

-ssl

--ssl-enabled

Secure Socket Layer(SSL) 프로토콜을 어댑터와 통
신하는 데 사용할지 여부를 지정하는 값입니다. 추가 
인증 경로 또는 프라이빗 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자
체 서명된 인증서와 키가 home directory/.aws/
snowball/config 디렉터리에 생성됩니다.

snowball-adapter -ssl

snowball-adapter -ssl

-c

--ssl-
certificate-
path

어댑터와 통신할 때 SSL 프로토콜에 사용할 인증서의 
경로입니다.

snowball-adapter -c

~/.aws/snowball/myssl/
certs

-k

--ssl-
private-key-
path

어댑터와 통신할 때 SSL 프로토콜에 사용할 프라이빗 
키의 경로입니다.

snowball-adapter -k

~/.aws/snowball/myssl/
keys

Adapter Amazon S3 함께 어댑터를 사용하여AWS CLI
아래에서는 Snowball용 Amazon S3 어댑터를 적용 가능한 엔드포인트로 지정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
다.AWS CLI명령. Amazon S3 내용도 찾을 수 있습니다.AWS CLI어댑터를 사용하여 Snowball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명령이 지원됩니다.

Note

설치 및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AWS CLI(만들려는 영역 지정 포함)AWS CLI반대 전화, 참
조AWS Command Line Interface사용 설명서.

어댑터를 AWS CLI 엔드포인트로 지정

을 사용할 때AWS CLISnowball에 명령을 실행하려면 엔드포인트가 다음과 같이 Snowball용 Amazon S3 어
댑터로 지정되도록 지정합니다.

aws s3 ls --endpoint http://<IP address for the S3 Adapter>: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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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어댑터는 포트 8080에서 실행됩니다. Snowball용 Amazon S3 어댑터 다운로드 및 설
치 (p. 63)에 설명된 snowball-adapter.config 파일에서 콘텐츠를 변경하여 다른 포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
다.

지원되는AWS CLIAmazon S3 명령

다음에서 하위 집합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AWS CLIAmazon S3 대한 명령 및 옵션AWS 
Snowball Edge디바이스 지원 아래에 나열되지 않은 명령이나 옵션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sse, --
storage-class 등과 같은 일부 지원되지 않는 옵션을 명령과 함께 선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옵
션은 무시되며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CPSnowball에서 파일 또는 객체를 양방향으로 복사합니다.
• --dryrun(부울) 지정된 명령을 사용하여 수행할 작업이 실행되지 않고 표시됩니다.
• --quiet(부울) 지정된 명령에 의해 수행되는 작업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 --include(문자열) 지정한 패턴과 일치하는 파일 또는 객체를 명령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단원을 참

조하십시오.제외 및 포함 필터 사용의AWS CLI명령 참조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
• --exclude(문자열) 지정한 패턴과 일치하는 모든 파일 또는 객체를 명령에서 제외합니다.
• --follow-symlinks | --no-follow-symlinks(부울) 로컬 파일 시스템에서 S3로 업로드하는 경

우에만 심볼 링크 (symlinks) 를 따릅니다. Amazon S3 S3는 심볼 링크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링크 대상
의 콘텐트는 링크 이름 아래에 업로드됩니다. 두 가지 옵션을 모두 지정하지 않는 경우 기본값은 symlink
를 따르는 것입니다.

• --only-show-errors(부울) 오류와 경고만 표시됩니다. 다른 모든 출력은 억제됩니다.
• --recursive(부울) 지정된 디렉터리 또는 접두사 아래의 모든 파일 또는 객체에 대해 명령이 수행됩니

다. 현재 이 옵션은 Snowball에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metadata(맵) Amazon S3 객체와 함께 저장할 메타데이터 맵입니다. 이 맵은 이 요청에 속한 모든 

객체에 적용됩니다. 즉, 동기화 시 변경되지 않은 파일은 새 메타데이터를 받지 않습니다. 두 Amazon S3 
위치 간에 복사할 때 메타데이터 지침 인수의 기본값은 입니다.REPLACE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Important

Snowball의 한 디렉터리에서 동일한 Snowball의 다른 디렉터리로 동기화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한 Snowball에서 다른 Snowball로 동기화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ls스노우볼에 있는 오브젝트를 나열합니다.
• --human-readable(부울) 파일 크기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 --summarize(부울) 요약 정보가 표시됩니다(객체 수, 총 크기).

• rm스노우볼에서 오브젝트를 삭제합니다.
• --dryrun(부울) 지정된 명령을 사용하여 수행할 작업이 실행되지 않고 표시됩니다.
• --include(문자열) 지정한 패턴과 일치하는 파일 또는 객체를 명령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제외 및 포함 필터 사용의AWS CLI명령 참조.
• --exclude(문자열) 지정한 패턴과 일치하는 모든 파일 또는 객체를 명령에서 제외합니다.
• --only-show-errors(부울) 오류와 경고만 표시됩니다. 다른 모든 출력은 억제됩니다.
• --quiet(부울) 지정된 명령에 의해 수행되는 작업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지원되는 REST API 작업
다음에는 Snowball에서 사용할 수 있는 REST API 작업이 나와 있습니다.

주제
• 지원되는 Snowball API 작업 (p. 70)
• 지원되는 Amazon S3 API 작업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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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Snowball API 작업

헤드 Snowball

설명

현재 특정 디바이스에 대한 상태 정보를 반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Snowball REST API 작업 하나만 있
습니다. 이 작업은 Snowball의 상태를 반환합니다. 이 상태에는 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 있습니
다.AWS Support문제 해결을 위해.

에서는 이 작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AWS의 SDKAWS CLI. curl 또는 HTTP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도록 권
장합니다. 이 작업에 대한 요청은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청

아래 예에서 스노우볼의 IP 주소는 192.0.2.0입니다. 이 값을 실제 디바이스의 IP 주소로 바꾸십시오.

curl -X HEAD http://192.0.2.0:8080

응답

<Status xsi:schemaLocation="http://s3.amazonaws.com/doc/2006-03-01/" xmlns:xsi="http://
www.w3.org/2001/XMLSchema-instance"> 
    <snowballIp>127.0.0.1</snowballIp> 
    <snowballPort>8080</snowballPort> 
    <snowballId>device-id</snowballId> 
    <totalSpaceInBytes>499055067136</totalSpaceInBytes> 
    <freeSpaceInBytes>108367699968</freeSpaceInBytes> 
    <jobId>job-id</jobId> 
    <snowballServerVersion>1.0.1</snowballServerVersion> 
    <snowballServerBuild>DevBuild</snowballServerBuild> 
    <snowballClientVersion>Version 1.0</snowballClientVersion> 
    <snowballRoundTripLatencyInMillis>33</snowballRoundTripLatencyInMillis>
</Status>

지원되는 Amazon S3 API 작업
아래에서는 Snowball용 Amazon S3 어댑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Amazon S3 REST API 작업 목록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는 Amazon S3 S3에서 API 작업이 과 연동하는 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목록에서는 Amazon S3 API 작업과 Snowball 작업의 동작 차이를 보여줍니
다. Snowball 선언에서 반환되는 모든 응답Server같이AWSSnowball다음 예제와 같이.

HTTP/1.1 200 OK
x-amz-id-2: JuKZqmXuiwFeDQxhD7M8KtsKobSzWA1QEjLbTMTagkKdBX2z7Il/jGhDeJ3j6s80
x-amz-request-id: 32FE2CEB32F5EE25
Date: Fri, 08 2016 21:34:56 GMT
Server: AWSSnowball

• GET Bucket (List Objects— 이 GET 작업 실행 시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 페이지 매김이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 마커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구분자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목록이 반환될 때 목록이 정렬되지 않습니다.
• 버전 1만 지원됩니다. GET Bucket(List Objects) 버전 2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Snowball 어댑터는 많은 목록 작업용으로 최적화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객체를 디바이스로 전송

한 후 객체 목록을 조회하려는 폴더에 백만 개가 넘는 객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작업에 대해 
Snowball Edge를 주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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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Service
• HEAD Bucket
• HEAD Object
• GET Object— 를 사용하여 Snowball에 객체를 업로드할 때GET Object멀티파트 업로드를 사용하여 객

체를 업로드하지 않는 한 개체 태그 (ETag) 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ETag는 객체의 해시입니다. ETag는 객
체의 콘텐츠에 대한 변경 사항만 반영하고 메타데이터에 대한 변경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ETag는 객체 데
이터의 MD5 다이제스트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ETag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공
통 응답 헤더의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PI Re

• PUT Object— 를 사용하여 Snowball에 객체를 업로드할 때PUT Object멀티파트 업로드를 사용하여 객
체를 업로드하지 않는 한 ETag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 DELETE Object
• 멀티파트 업로드 시작— 이 구현에서는 이미 Snowball에 있는 객체에 대한 멀티파트 업로드 요청을 시작

하면 먼저 해당 객체가 삭제된 다음 Snowball에 파트로 복사됩니다.
• 멀티파트 업로드 목록 조회
• 부분 업로드
• 멀티파트 업로드 완료
• 멀티파트 업로드 중단

Note

이 목록에 없는 Amazon S3 REST API 작업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되지 않는 REST API 작업을 
Snowball Edge에 사용하면 해당 작업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오류 메시지가 반환됩니다.

71

https://docs.aws.amazon.com/AmazonS3/latest/API/RESTServiceGET.html
https://docs.aws.amazon.com/AmazonS3/latest/API/RESTBucketHEAD.html
https://docs.aws.amazon.com/AmazonS3/latest/API/RESTObjectHEAD.html
https://docs.aws.amazon.com/AmazonS3/latest/API/RESTObjectGET.html
https://docs.aws.amazon.com/AmazonS3/latest/API/RESTCommonResponseHeaders.html
https://docs.aws.amazon.com/AmazonS3/latest/API/RESTCommonResponseHeaders.html
https://docs.aws.amazon.com/AmazonS3/latest/API/RESTObjectPUT.html
https://docs.aws.amazon.com/AmazonS3/latest/API/RESTObjectDELETE.html
https://docs.aws.amazon.com/AmazonS3/latest/API/mpUploadInitiate.html
https://docs.aws.amazon.com/AmazonS3/latest/API/mpUploadListMPUpload.html
https://docs.aws.amazon.com/AmazonS3/latest/API/mpUploadUploadPart.html
https://docs.aws.amazon.com/AmazonS3/latest/API/mpUploadComplete.html
https://docs.aws.amazon.com/AmazonS3/latest/API/mpUploadAbort.html


AWS Snowball 사용 설명서
배송을 위한 Snowball 준비

AWS Snowball에 대한 배송 고려 사항
다음에서 배송 처리 방법에 대한 정보와 지원되는 각AWS 리전 항목을 보여주는 목록을 찾을 수 있습니
다.AWS Snowball 작업에 대해 선택한 배송료는 해당 작업에 사용된 Snowball 또는 Snowball을 보내고 받는 
데 모두 적용됩니다. 배송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Snowball가격을 참조하십시오.

주제
• 배송을 위한 Snowball 준비 (p. 72)
• 리전 기반 배송 제한 (p. 72)
• AWS Snowball 디바이스 배송 (p. 73)

작업을 생성할 때 배송 주소와 배송 기간을 지정합니다. 이 배송 속도는 작업을 생성한 날부터 Snowball을 얼
마나 빨리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기기가 운송되는 시간과 배송 주소만 표시됩니다.AWS 이 
시간에는 처리 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처리 시간은 작업 유형(일반적으로 내보내기 작업이 가져오기 작
업보다 더 오래 걸림), 작업 크기(일반적으로 80TB 모델이 50TB 모델보다 더 오래 걸림)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배송업체는 일반적으로 나가는 스노우볼을 하루에 한 번만 픽업합니다. 따라
서 배송 전 처리에 하루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Note

Snowball 디바이스는 디바이스가 주문된AWS 리전 위치 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내보내는 데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송을 위한 Snowball 준비
다음은 Snowball 어플라이언스를 준비하여 로 반송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AWS.

Snowball 배송을 준비하려면

1. 이 작업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Snowball로 또는 Snowball에서 전송했는지 확인하십시오.
2. 디지털 디스플레이 위의 전원 버튼을 눌러 Snowball의 전원을 끕니다.

Note

전원을 끄고 Snowball의 플러그를 뽑았는데 1분 정도 지나도 배송 라벨이 나타나지 않으면 에 
문의하십시오 AWS Support.

3. Snowball과 함께 보내진 케이블을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Snowball의 후면 패널에는 왕복 여행 중에 케
이블을 안전하게 고정하는 케이블 캐디가 있습니다.

4. Snowball의 앞면과 뒷면에 있는 두 개의 패널을 닫고 딸깍 소리가 나고 느껴질 때까지 누릅니다.

Snowball은 물리적으로 견고한 자체 배송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Snowball을 끄면 Snowball 전면의 E Ink 디스플레이가 반품 배송 라벨로 바뀝니다.

리전 기반 배송 제한
작업을 생성하기 전에 Amazon S3 데이터가 들어AWS 리전 있는 콘솔에서 로그인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배송 제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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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ball 배송

• 미국 지역에서의 데이터 전송의 경우 Snowball은 미국 외 국가로 배송하지 않습니다.
• 유럽 (아일랜드) 에서 유럽 (프랑크푸르트) 으로, 아시아 태평양 (뭄바이) 에서 아시아 태평양 (시드니) 으로 

가는 등 미국 외 지역 간에는 Snowball을 배송하지 않습니다.
• 아시아 태평양 (시드니) 에서의 데이터 전송의 경우, 당사는 호주 내에서만 Snowball을 배송합니다.
• 아시아 태평양 (뭄바이) 에서의 데이터 전송의 경우 당사는 인도 내에서만 Snowball을 배송합니다.
• 일본 내 데이터 전송의 경우, 당사는 일본 내에서만 Snowball을 배송합니다.
• 한국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 한국 내에서만 Snowball을 배송합니다.
• EU 지역에서의 데이터 전송의 경우, 당사는 다음 목록에 있는 EU 회원국에만 Snowball을 배송합니다.

•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공화국, 체코 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
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
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및 스웨덴

• 아시아 태평양 (싱가포르) 리전에서의 데이터 전송의 경우 Snowball Snowball (Snowball) 을 Snowball 
Snowball (싱가포르) 리전으로만 배송합니다.

Note

AWS스노우볼을 우체국 상자로 배송하지 않습니다.

AWS Snowball 디바이스 배송
선불 배송 라벨에는 Snowball을 반품할 수 있는 올바른 주소가 들어 있습니다. Snowball은AWS 분류 시설
로 배송되어AWS 데이터 센터로 전달됩니다. 리전의 운송업체를 통해 패키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을 사용하여 작업에 대한 상태 변경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Important

개인적으로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AWS, Snowball에 별도의 배송 라벨을 부착하지 마십시오. 항상 
Snowball 디지털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배송 라벨을 사용하십시오.

운송업체
작업을 생성할 때 Snowball 배송 주소를 입력합니다. 해당 지역을 지원하는 배송사가 Snowballs의AWS 배송
을 처리해 드립니다AWS. Snowball이 배송될 때마다 추적 번호를 받게 됩니다. 작업 대시보드에서 또는 작업 
관리 API에 대한 API 호출을 사용하여 각 작업의 추적 번호와 추적 웹사이트 링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 지역별 Snowball 지원 이동통신사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도의 경우 Blue Dart가 운송업체입니다.
• 일본의 경우 Schenker-Seino Co., Ltd.가 운송업체입니다.
• 한국의 경우 Kuehne + Nagel이 배송업체입니다.
• 중국의 경우 SF Express가 배송업체입니다.
• 다른 모든 리전의 경우 UPS가 운송업체입니다.

AWS SnowballEU, 미국, 캐나다 및 싱가포르에서의 픽업
EU, 미국, 캐나다 및 싱가포르에서는 UPS가 Snowball을 픽업할 수 있도록 다음 정보를 염두에 두십시오.

• UPS에 직접 픽업 일정을 예약하여 UPS에서 Snowball을 픽업하거나 Snowball을 UPS 패키지 배송 시설로 
가져가 배송되도록AWS 합니다. UPS 픽업을 예약하려면 UPS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 E Ink 디스플레이의 선불 UPS 배송 라벨에는 Snowball을 반품할 수 있는 올바른 주소가 포함되어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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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owball은AWS 분류 시설로 배송되어AWS 데이터 센터로 전달됩니다. UPS에서는 작업에 대한 추적 번
호를 자동으로 보고합니다.

Important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한AWS, Snowball에 별도의 배송 라벨을 부착하지 마십시오. 항상 Snowball
의 E Ink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배송 라벨을 사용하십시오.

브라질에서 AWS Snowball 픽업
브라질에서는 UPS가 Snowball을 픽업할 수 있도록 다음 정보를 염두에 두십시오.

• 스노우볼을 반품할 준비가 되면 0800-770-9035로 전화하여 UPS와 픽업 일정을 잡으십시오.
• Snowball은 26개 주와 디스트리토 페데럴을 포함하는 브라질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adastro Nacional de Pessoa Juridica(CNPJ) 세금 ID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생성하기 전에 이 ID를 알

고 있어야 합니다.
• Snowball 디바이스를 반품하려면 적절한 문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ICMS 등록에 따라 거주하고 있는 주에

서 어떤 문서가 필요한지 세무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파울루 내 — 일반적으로 비 ICMS 신고서 및 전자 세금 계산서 (NF-e) 가 필요합니다.
• 상파울루 외부 — 일반적으로 다음이 필요합니다.

• ICMS를 제외한 세금 신고서
• nota fiscal avulsa
• 전자 세금 계산서(NF-e)

Note

ICMS를 제외한 세금 신고서의 경우에는 보관용 1부와 발송용 3부 등 총 4부를 복사하는 것이 좋습
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AWS Snowball 픽업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Snowball을 으로 다시 배송하는AWS 경우 제목에 Snowball 픽업 요청을 적어
snowball-pickup@amazon.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픽업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 본문에 다
음 정보를 포함합니다.

• Job ID — 반환하려는 Snowball과 관련된 작업AWS ID입니다.
• AWS 계정ID — 작업을AWS 계정 생성한 사람의 ID입니다.
• 가장 빠른 픽업 시간 (현지 시간) — 하루 중 Snowball을 픽업하고 싶은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 최근 픽업 시간 (현지 시간) — 하루 중 Snowball을 픽업하고 싶은 가장 늦은 시간입니다.
• 특별 지침 (선택 사항) — Snowball을 픽업하기 위한 모든 특별 지침.

곧 디바이스가 본래 배송되었어야 하는 주소에서 지연된 픽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은 Snowball 팀의 후
속 이메일을 수신할 것입니다.

인도의 AWS Snowball 픽업
인도에서는 블루 다트가 Snowball 장치를 사용합니다. Snowball 디바이스를 반품할 준비가 되면 
전원을 끄고 반품 배송 준비를 하십시오. 픽업 일정을 잡으려면 제목에 Snowball 픽업 요청을 적어
snowballpickupindia@amazon.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이메일 본문에 다음 정보를 포함합니다.

• Job ID — 반환하려는 Snowball과 관련된 작업AWS ID입니다.
• AWS 계정ID - 작업을 생성한AWS 계정의 I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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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빠른 픽업 시간 (현지 시간) — 하루 중 Snowball을 픽업하고 싶은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 최근 픽업 시간 (현지 시간) — 하루 중 Snowball을 픽업하고 싶은 가장 늦은 시간입니다.
• 특별 지침 (선택 사항) — 픽업 조정을 위한 연락처 정보를 포함하여 Snowball 픽업을 위한 모든 특별 지침.

Snowball 팀에서 Blue Dart와 함께 픽업을 준비하고 확인 이메일을 보냅니다. Blue Dart는 paper 배송 라벨을 
제공하고 Snowball 디바이스를 픽업합니다.

Important

인도에서 Snowball을 사용할 때는 모든 관련 세금 서류를 해당 주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AWS Snowball 픽업
일본에서는 Schenker-Seino가 픽업을 처리합니다. 기기를 반품할 준비가 되면 쉔커-세이노 예약 웹사이트
https://track.seino.co.jp/CallCenterPlusOpenPickupOpen /.do에서 픽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를 
반환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Schenker-Seino와 직접 픽업 일정을 잡아서 Schenker-Seino가 스노우볼을 픽업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 디바이스에 딸린 주머니에서 반송 라벨 스티커를 찾아 디바이스 측면에 있는 기존의 배송 라벨 스티커 위

에 붙이십시오. 도어 표면, 도어 내부, 디바이스 밑면 또는 E Ink 디스플레이에 라벨 스티커를 붙이면 안 됩
니다.

• Snowball은AWS 분류 시설로 배송되어AWS 데이터 센터로 전달됩니다. Schenker-Seino에서는 작업에 대
한 추적 번호를 자동으로 보고합니다.

Note

일본의 경우 운송 회사는 $120.00의 배송비를 청구합니다. 요금 설명에는 Snowball이 표시되지만 
요금은 모든 Snow Family 디바이스의 배송에 적용됩니다.

한국에서 AWS Snowball 픽업
한국에서 Kuehne + Nagel이 픽업을 처리합니다. 디바이스를 반송할 준비가 되면 제목 줄에 Snowball 픽업 
요청이라고 입력한 후 snowball-shipping@amazon.com에 이메일을 보내 픽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메
일 본문에 다음 정보를 포함합니다.

• Job ID — 반환하려는 Snowball과 관련된 작업AWS ID입니다.
• 픽업 주소 - 디바이스를 픽업할 주소입니다.
• 픽업 날짜 - 디바이스를 픽업하려는 가장 빠른 날짜입니다.
• 연락처 세부 정보 - 필요한 경우 Kuehne + Nagel이 사용자와 연락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이름, 이메일 주

소 및 현지 전화 번호입니다.

곧 디바이스를 픽업하도록 제공한 주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Snowball 팀의 후속 이메일을 수신할 것입니
다. 디바이스의 전원을 껐다가 켜고 픽업 준비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1300에서 1500 사이입니다.

배송 기간
국가마다 이용 가능한 배송 기간이 다릅니다. 이러한 배송 속도는 Snowball을 배송하는 국가를 기반으로 합
니다. 배송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호주 — 호주 내에서 배송하는 경우 특급 배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급 배송되는 Snowball
은 약 하루 안에 배송됩니다.

• 브라질 — 브라질 내에서 배송하는 경우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배송하는 UPS 국내 특급 Saver 배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송 속도는 국경에서 지연되는 시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75

https://track.seino.co.jp/CallCenterPlusOpen/PickupOpen.do


AWS Snowball 사용 설명서
운송업체

• 유럽 연합 (EU) — EU 내 국가로 배송하는 경우 특급 배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급 배송되
는 Snowball은 약 하루 안에 배송됩니다. 또한 EU 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표준 배송을 이용하며 일반적으
로 편도 기준으로 1주일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 인도 — 인도 내 배송의 경우 Snowball은 모든 관련 세금 서류를AWS 받은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발송
됩니다.

• 일본 — 일본 내 배송 시 표준 배송 속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 - 한국 내에서 배송할 경우 보통 1 - 3일 내의 일반 배송 기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미국 (미국) 및 캐나다 — 미국 또는 캐나다 내에서 배송하는 경우 1일 배송 및 2일 배송을 이용할 수 있습

니다.
• 싱가포르 — 싱가포르 내에서 배송하는 경우 국내 익스프레스 세이버 배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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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Snowbal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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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
다. 또한, AWS는 또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타사 감사원은 정기적으로 AWS 규
제 준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안 효과를 테스트하고 검증합니다. AWS Snowball에 적용되는 규정 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정 준수 프로그램 제공 범위 내의 AWS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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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Snowball 사용 시 공동 책임 모델을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주
제에서는 보안 및 규정 준수 목표를 충족하도록 AWS Snowball를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또한 AWS 
Snowball 리소스를 모니터링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AWS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봅니
다.

주제
• AWS Snowball의 데이터 보호 (p. 77)
• AWS Snowball의 자격 증명 및 액세스 관리 (p. 81)
• AWS Snowball의 로깅 및 모니터링 (p. 89)
• AWS Snowball의 규정 준수 확인 (p. 89)
• 복원성 (p. 89)
• AWS Snowball의 인프라 보안 (p. 90)

AWS Snowball의 데이터 보호
AWS Snowball데이터 보호에 대한 규정 및 지침을 포함하는AWS 공동 책임 모델을 준수합니다. AWS는 모
든 제품을 실행하는 글로벌 인프라를 보호할 책임이AWS 있습니다. AWS고객 콘텐츠 및 개인 데이터를 처리
하기 위한 보안 구성 컨트롤을 포함하여 이 인프라에서 호스팅되는 데이터의 제어를 유지합니다. AWS데이
터 컨트롤러 또는 데이터 프로세서 역할을 하는 고객 및 APN 파트너는 에 입력한 모든 개인 데이터에 대한 
책임이AWS 클라우드 있습니다.

주제
•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보호 (p. 78)
• 디바이스에서 데이터 보호 (p. 80)

데이터 보호를 위해AWS 계정 자격 증명을 보호하고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을 사용하
여 개별 사용자를 설정하여 각 사용자에게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만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각 계정마다 멀티 팩터 인증(MFA)을 사용합니다.
• SSL/TLS를 사용하여 AWS 리소스와 통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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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CloudTrail로 API 및 사용자 활동 로깅을 설정합니다.
• AWS 암호화 솔루션을 AWS 서비스 내의 모든 기본 보안 컨트롤과 함께 사용합니다.
• Amazon S3에 저장된 개인 데이터를 검색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Amazon Macie와 같은 고급 관리

형 보안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이름 필드와 같은 자유 형식 필드에 고객 계정 번호와 같은 중요 식별 정보를 절대 입력하지 마세요. 여기에
는 AWS Snowball 또는 기타 AWS 서비스에서 콘솔, API, AWS CLI 또는 AWS SDK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
우가 포함됩니다. AWS Snowball 또는 기타 서비스에 입력하는 모든 데이터는 진단 로그에 포함하기 위해 선
택될 수 있습니다. 외부 서버에 URL을 제공할 때 해당 서버에 대한 요청을 검증하기 위해 자격 증명 정보를 
URL에 포함시키지 마세요.

데이터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보안 블로그의 AWS 공동 책임 모델 및 GDPR 블로그 게시물을 참
조하세요.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보호
AWS SnowballAmazon S3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내보낼 때, 작업을 생성할 때, 디바이스를 업데이트할 때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Snowball을 사용하거나 온라인 상태이거나 클라우드에서 상호 작용
할AWS 때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주제
• 전송 중 암호화 AWS Snowball (p. 78)
• AWS Key Management ServiceSnowball 에서 (p. 79)

전송 중 암호화 AWS Snowball
표준 Snowball을 사용하여 S3로 데이터를 가져올 경우 Snowball에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는 두 개의 암호화 
계층이 있습니다.

1. 암호화 계층은 로컬 워크스테이션의 메모리에 적용됩니다. Snowball 또는 Snowball 클라이언트용 
Amazon S3 어댑터를 사용 중인 사람, Snowball 클라이언트를 사용 중인 사람, Snowball 클라이언트를 사
용 중인 사람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이 암호화에서는 AES GCM 256비트 키를 사용하며, 키는 60GB의 데
이터를 전송할 때마다 순환됩니다.

2. SSL 암호화는 표준 Snowball에서 주고 받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두 번째 암호화 계층입니다.

AWS Snowball에서는 SSE(서버 측 암호화)를 사용하여 유휴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AWS Snowball의 서버 측 암호화

AWS Snowball를 사용하여 Amazon S3 관리형 암호화 키 SSE-S3 및 관리형 키 (SSE-KMS) 를 사용한AWS 
Key Management Service 서버 측 암호화를 지원합니다. 서버 측 암호화는 저장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사용 설명서 의 서버 측 암호화를 사용하여 데이
터 보호 를 참조하십시오.

현재 Snowball 은 고객 제공 키 (SSE-C) 를 사용한 서버 측 암호화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SSE 
옵션을 사용하여 가져온 데이터를 보호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내보내려는 데이터에 대해 이미 이 암호
화 옵션을 사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가져오기 — SSE-C를 사용하여 S3로 가져온 객체를 암호화하려면 해당 버킷 정책의 일부로 SSE-KMS 또
는 SSE-S3 암호화가 설정된 다른 버킷에 해당 객체를 복사하십시오.

• 내보내기 — SSE-C로 암호화된 객체를 내보내려면 먼저 해당 객체를 서버 측 암호화가 없거나 해당 버킷
의 버킷 정책에 SSE-KMS 또는 SSE-S3 이 지정된 다른 버킷으로 복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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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우볼에서 Amazon S3로 가져온 데이터에 대해 SSE-S3 활성화

Amazon S3 관리 콘솔에서 다음 절차를 사용하여 Amazon S3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SSE-S3 기능을 
활성화하십시오. Snowball 디바이스 자체에는 구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

Amazon S3로 가져오는 데이터에 대해 SSE-S3 암호화를 활성화하려면 데이터를 가져오는 모든 버킷의 버
킷 정책을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업로드 요청에 x-amz-server-side-encryption 헤더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객체 업로드(s3:PutObject) 권한을 거부하도록 정책을 업데이트합니다.

Amazon S3로 가져온 데이터에 대해 SSE-S3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한 후 https://console.aws.amazon.com/s3/에서 Amazon S3 콘솔
을 엽니다.

2. 버킷 목록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려는 버킷을 선택합니다.
3. Permissions를 선택합니다.
4. [Bucket Policy]를 선택합니다.
5. [Bucket policy editor]에 다음 정책을 입력합니다. 이 정책에서 YourBucket의 모든 인스턴스를 실제 버

킷 이름으로 바꿉니다.

{ 
  "Version": "2012-10-17", 
  "Id": "PutObjPolicy", 
  "Statement": [ 
    { 
      "Sid": "DenyIncorrectEncryptionHeader", 
      "Effect": "Deny", 
      "Principal": "*", 
      "Action": "s3:PutObject", 
      "Resource": "arn:aws:s3:::YourBucket/*", 
      "Condition": { 
        "StringNotEquals": { 
          "s3:x-amz-server-side-encryption": "AES256" 
        } 
      } 
    }, 
    { 
      "Sid": "DenyUnEncryptedObjectUploads", 
      "Effect": "Deny", 
      "Principal": "*", 
      "Action": "s3:PutObject", 
      "Resource": "arn:aws:s3:::YourBucket/*", 
      "Condition": { 
        "Null": { 
          "s3:x-amz-server-side-encryption": "true" 
        } 
      } 
    } 
  ]
}

6. 저장(Save)을 선택합니다.

Amazon S3 버킷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이 버킷으로 가져오는 데이터가 SSE-S3로 보호됩니다. 필요에 따라 
다른 버킷에 대해 이 절차를 반복합니다.

AWS Key Management ServiceSnowball 에서
AWS KMS(AWS Key Management Service)는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암호화 키를 쉽게 작성하고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AWS KMS는 HSM(하드웨어 보안 모듈)을 사용하여 키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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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보호합니다. 특히 AWS Snowball의 작업에 대해 선택한 AWS KMS 키의 ARN(Amazon 리소스 이름)은 
KMS 키와 연결됩니다. 이 KMS 키는 작업에 대한 잠금 해제 코드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잠금 해제 코
드는 매니페스트 파일에서 암호화의 맨 위 계층을 해독하는 데 사용됩니다. 매니페스트 파일에 저장된 암호
화 키는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암호화 및 암호화 해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Snowball 에서는 기존 KMS 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WS KMS키에 ARN을 지정하면 Snowball에서 고유 
키를 암호화하는AWS KMS key 데 어느 것을 사용할지 Snowball에 지시합니다.

데이터는 Snowball로 전송되기 전에 워크스테이션의 로컬 메모리에서 암호화됩니다. Snowball에는 검색 가
능한 키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Amazon S3에는AWS KMS 관리형 키 (SSE-KMS) 를 사용하는 server-side-encryption 옵션이 있습니다. 
AWS Snowball에서 지원되는 SS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Snowball의 서버 측 암호화 (p. 78)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관리 대상 고객을AWS KMS key Snowball에 사용하기

계정용으로 생성된AWS KMS key for Snowball을 사용하려면 다음 절차를 사용하십시오.

작업에AWS KMS key 맞는 것을 선택하려면

1. 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에서 작업 생성을 선택합니다.
2. 작업 유형을 선택하고 [Next]를 선택합니다.
3. 배송 세부 정보를 제공한 다음 [Next]를 선택합니다.
4. 작업의 세부 정보를 작성한 다음 [Next]를 선택합니다.
5. 보안 옵션을 설정합니다. 암호화에서 KMS 키에 대해 이전에 만든 사용자 지정 키 또는 사용자 지정 키

를 선택하거나AWS KMS, 별도의 계정에서 소유한 키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 키 ARN 입력을 선택합니
다.AWS 관리형 키

Note

AWS KMS keyARN은 고객 관리 키의 글로벌 고유 식별자입니다.
6. 다음을 선택하여 KMS 키 선택을 마칩니다.

사용자 지정 KMS 봉투 암호화 키 생성

AWS Snowball에서 사용자 지정 AWS KMS 봉투 암호화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체 키를 생성할 경우 작
업이 생성된 곳과 동일한 리전에서 키를 생성해야 합니다.

작업에 사용할AWS KMS 키를 직접 만들려면 AWS Key Management Service개발자 안내서의 키 생성을 참
조하십시오.

디바이스에서 데이터 보호
AWS Snowball 보호
다음은 Snowball을 사용할 때 고려할 것을 권장하는 몇 가지 보안 사항과 처리를AWS 위해 Snowball이 도착
했을 때 취하는 기타 보안 예방 조치에 대한 상위 수준 정보입니다.

다음 보안 접근 방식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 Snowball이 처음 도착하면 손상되었거나 명백한 변조가 있는지 검사하십시오. Snowball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면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대신 문의하시면 AWS Support새 Snowball이 배송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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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자격 증명이 누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작업의 매니페스트 및 잠금 해제 코드에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은 해당 작업에 대해 전송된 Snowball 디바이스의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Snowball을 적재 도크에 그대로 두지 마세요. 로딩 독에 방치하면 요소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Snowball
은 견고하지만 날씨로 인해 가장 견고한 하드웨어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Snowball 도난, 분실 또는 파손된 
Snowball 신고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세요. 이러한 Snowball 문제가 빨리 보고될수록 작업을 완료하
기 위해 다른 문제를 더 빨리 보낼 수 있습니다.

Note

스노우볼은 의 재산입니다AWS. Snowball을 조작하는 행위는AWS 제한적 사용 정책을 위반하는 행
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aws.amazon.com/aup/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보안 단계를 수행합니다.

• Snowball로 전송된 모든 객체의 메타데이터가 변경됩니다. filename 및 filesize 메타데이터만 동일
하게 유지됩니다. 다른 모든 메타데이터는 다음 예제와 같이 설정됩니다. -rw-rw-r-- 1 root root 
[filesize] Dec 31 1969 [path/filename]

• Snowball이AWS 도착하면 모든 디바이스에 변조 흔적이 있는지 검사하고 TPM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모
듈) 에서 변경 사항이 감지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AWS Snowball변조 방지 인클로저, 256비트 암호화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과 완전한 관리 체계를 모두 제공하도록 설계된 업계 표준 TPM을 포함하여 데이터
를 보호하도록 설계된 다중 보안 계층을 사용합니다.

• 데이터 전송 작업이 처리되고 확인되면 미디어 삭제를 위한 미국 표준 기술 연구소 (NIST) 지침에 따라 
Snowball 디바이스의 소프트웨어 삭제를AWS 수행합니다.

AWS Snowball의 자격 증명 및 액세스 관리
모든 AWS Snowball 작업을 인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계정에서 IAM 사용자를 생성 및 관리할 수 있습니
다. IAM을 사용하면 에서 사용자 및 권한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AWS 있습니다.

AWS Snowball 사용자는 AWS Snowball AWS Management Console에 액세스하여 작업을 생성하려면 특
정 IAM 관련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가져오기 또는 내보내기 작업을 생성하는 IAM 사용자는 작업에 사용할 
Amazon S3 버킷과 같은 올바른 Amazon S3 스토리지 서비스 (Amazon S3) 리소스에도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제
• AWS Snowball에서 권한 부여 및 액세스 제어 (p. 81)
• Snowball 용 Amazon S3 API 어댑터를 사용한 권한 부여 (p. 88)

AWS Snowball에서 권한 부여 및 액세스 제어
Snowball 작업을 생성하려면 유효한 자격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액세스를 인
증합니다. 또한 유효한 자격 증명이 있는 요청자는 리소스 소유자의 권한이 있어야 리소스 소유자의 리소스
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제품을 사용하여 계정에 
사용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IAM 사용자는 요청을 할 수 있는 유효한 자격 증명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
로 리소스에 액세스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래에서 Snowball 리소스에 액세스하기 위한 요청을 인증하고 권
한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Note

다음은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 및 Snowball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합니다. 프로그
래밍 방식으로 작업을 생성하고 데이터를 전송할 계획이라면 AWS SnowballAPI Reference를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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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모든 Snowball 작업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계정에서 IAM 사용자를 생성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IAM을 사용하면 에서 사용자 및 권한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AWS 있습니다.

Snowball 사용자는 특정 IAM 관련 권한이 있어야 작업을 생성할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 수 있습니
다. 가져오기 또는 내보내기 작업을 생성하는 IAM 사용자는 작업에 사용할 Amazon S3 버킷과 같은 올바른 
Amazon S3 스토리지 서비스 (Amazon S3) 리소스에도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하려면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 IAM 사용자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IAM 사용자는 다음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모든 Amazon S3 버킷을 나열하고 필요에 따라 새 버킷을 생성합니다.
•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Amazon SNS) 주제를 생성합니다.
• AWS KMS(AWS Key Management Service) 키 선택
• IAM 역할 Amazon 리소스 이름 (ARN) 을 생성합니다.

사용자에게 Amazon S3 버킷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을 참조하십시
오Snowball 용 IAM 사용자 생성 (p. 82).

• Amazon S3 버킷에 대한 쓰기 권한을 사용하여 IAM 역할을 생성해야 합니다. 또한 역할은 Snowball과 신
뢰 관계를 가져야 하므로 Snowball의 데이터를 지정된 Amazon S3 버킷에 쓸AWS 수 있습니다. 각 작업에 
대한 작업 생성 마법사에서 이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며, 이 작업을 수동으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
한 정보는 Snowball 용 IAM 역할 생성 (p. 84)을 참조하세요.

Snowball 용 IAM 사용자 생성
Snowball 콘솔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계정이 루트 계정 또는 관리자가 아닌 경우 IAM Management Console
을 사용하여 해당 사용자에게 작업을 생성하여 관리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음 절차에서
는 이러한 용도로 IAM 사용자를 생성하고 인라인 정책을 통해 해당 사용자에게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
법을 보여줍니다.

기존 IAM 사용자를 업데이트할 경우 6단계부터 시작하십시오.

Snowball 용 새 IAM 사용자를 생성하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에 로그인하여 https://console.aws.amazon.com/iam에서 IAM Management 
Console을 엽니다.

2. 탐색 창에서 [Users]를 선택합니다.
3. 새 사용자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4.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고 [Create]을 선택합니다.
5. 나타나는 화면에서 방금 생성한 IAM 사용자에 대한 보안 자격 증명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IAM 사

용자를 생성하면 액세스 키 ID 및 보안 액세스 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사용하여 에 보내는 프로그래
밍 방식의 요청에 서명할 수AWS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자격 증명을 다운로드하려면 [Download]를 선
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close]를 선택하여 사용자 목록으로 돌아갑니다.

Note

이 액세스 단계를 마치면 보안 키는AWS 관리 콘솔을 통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사본만 남
게 됩니다.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키를 기밀로 유지하도록 하고, 결코 이메일로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AWS또는 Amazon.com의 이름으로 문의가 온다 할지라도 조직 외부로 키를 공유하
지 마세요. Amazon을 합법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보안 키를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
다.

6. 사용자 세부 정보 페이지를 보려면 테이블에서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7. [Permissions] 탭을 선택한 다음 [Inline Policy]를 확장합니다.
8. [click here] 링크를 선택하여 새 인라인 정책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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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ustom Policy]를 선택한 다음 [Select]를 선택하여 자체 정책 문서를 제공합니다.
10. 사용자 지정 정책에 기억할 수 있는 이름 (예:) 을 만드세요 JobCreation.
11. 사용자 지정 [Policy Document]에 다음 텍스트를 붙여 넣습니다.

Note

기존 사용자를 업데이트하는 경우 변경하려던 것이 아닌 허가를 잘못 부여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를 변경하기 전에 다음 텍스트를 신중하게 검토하십시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3:ListBucket", 
                        "s3:GetBucketPolicy", 
                        "s3:GetBucketLocation", 
                        "s3:ListBucketMultipartUploads", 
                        "s3:ListAllMyBuckets", 
                        "s3:CreateBucket" 
            ], 
            "Resource": [ 
                "*" 
            ] 
        }, 
        { 
            "Effect": "Allow", 
            "Action": [ 
                        "kms:DescribeKey", 
                        "kms:ListAliases", 
                        "kms:ListKeys", 
                        "kms:CreateGrant" 
            ], 
            "Resource": [ 
                "*" 
            ] 
        }, 
        { 
           "Effect": "Allow", 
           "Action": [ 
                "iam:AttachRolePolicy", 
                "iam:CreatePolicy", 
                "iam:CreateRole", 
                "iam:ListRoles", 
                "iam:ListRolePolicies", 
                "iam:PutRolePolicy" 
           ], 
           "Resource": [ 
                "*" 
           ] 
        }, 
        { 
            "Effect": "Allow", 
            "Action": "iam:PassRole", 
            "Resource": "*", 
            "Condition": { 
                "StringEquals": { 
                    "iam:PassedToService": "importexport.amazonaws.com" 
                } 
            } 
        }, 
        { 
            "Effect": "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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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on": [ 
                        "sns:CreateTopic", 
                        "sns:GetTopicAttributes", 
                        "sns:ListSubscriptionsByTopic", 
                        "sns:ListTopics", 
                        "sns:Subscribe", 
                        "sns:SetTopicAttributes" 
            ], 
            "Resource": [ 
                "*" 
            ] 
         }, 
         { 
            "Effect": "Allow", 
            "Action": [ 
                "snowball:*", 
                "importexport:*" 
            ], 
            "Resource": "*" 
        } 
    ]
}

12. Apply Policy (정책 적용) 를 선택하여 새 인라인 정책을 마무리하고 콘솔의 IAM Users 페이지로 돌아가
십시오.

위 절차에서는 Snowball 콘솔에서 작업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Snowball 용 IAM 역할 생성

Amazon S3 버킷에 대한 읽기 및 쓰기 권한을 사용하여 IAM 역할을 생성해야 합니다. 또한 역할은 Snowball
과 신뢰 관계를 가져야 하므로 데이터를 가져오는지 내보내는지에 따라 Snowball과 Amazon S3 버킷에 데이
터를 쓸AWS 수 있습니다.

에서 작업을 생성할 때 권한 섹션의 4단계에서 필요한 IAM 역할을 생성합니다.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 
이 프로세스는 자동으로 진행되며, Snowball이 맡도록 허용한 IAM 역할은 전송된 데이터가 포함된 Snowball
이 도착했을 때 버킷에 데이터를 쓰는 데만 사용됩니다AWS. 다음 절차에서는 이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설명
합니다.

가져오기 작업에 대한 IAM 역할을 생성하려면

1. AWS Management Console로그인하고 https://console.aws.amazon.com/importexport/ 에서AWS 
Snowball 콘솔을 엽니다.

2. 작업 생성(Create job)을 선택합니다.
3. 첫 번째 단계에서 Amazon S3로 가져오기 작업의 세부 정보를 입력한 후 [Next] 를 선택합니다.
4. 2단계에서 [Permission]에서 [Create/Select IAM Role]을 선택합니다.

IAM 관리 콘솔이 열리고 지정된 Amazon S3 버킷으로 객체를 복사하는 데AWS 사용하는 IAM 역할이 표
시됩니다.

5. 이 페이지에서 세부 정보를 검토한 후 허용을 선택합니다.

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로 돌아갑니다. 선택한 IAM 역할 ARN에 방금 생성한 IAM 역할에 대한 
ARN(Amazon 리소스 이름)이 포함됩니다.

6. 다음을 선택하여 IAM 역할 생성을 마칩니다.

위 절차에서는 데이터를 가져오려는 Amazon S3 버킷에 대한 쓰기 권한이 있는 IAM 역할을 생성합니다. 생
성되는 IAM 역할은 가져오기 작업을 위한 것인지 내보내기 작업을 위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구조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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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오기 작업을 위한 IAM 역할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3:GetBucketPolicy", 
                    "s3:GetBucketLocation", 
                    "s3:ListBucketMultipartUploads", 
                    "s3:ListBucket", 
                    "s3:HeadBucket", 
                    "s3:PutObject", 
                    "s3:AbortMultipartUpload", 
                    "s3:ListMultipartUploadParts", 
                    "s3:PutObjectAcl", 
                    "s3:GetObject" 
                ], 
                "Resource": [ 
                    "arn:aws:s3:::YourS3BucketARN", 
                    "arn:aws:s3:::YourS3BucketARN/*" 
                 ] 
            } 
        ]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importexport.amazonaws.com" 
      }, 
      "Action": "sts:AssumeRole" 
    } 
  ]
}

AWS KMS—Managed KMS (SSE-KMS) 를 통한 서버 측 암호화를 사용하여 가져오기 작업과 관련된 
Amazon S3 버킷을 암호화하는 경우 다음 명령문도 IAM 역할에 추가해야 합니다.

{ 
    "Effect": "Allow", 
     "Action": [ 
       "kms:GenerateDataKey" 
     ], 
     "Resource": "arn:aws:kms:us-west-2:123456789012:key/abc123a1-abcd-1234-
efgh-111111111111"
}

객체 크기가 더 큰 경우 가져오기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Amazon S3 클라이언트는 멀티파트 업로드를 사용
합니다. SSE-KMS를 사용하여 멀티파트 업로드를 시작하는 경우 업로드된 모든 파트가 지정된 AWS KMS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됩니다. 파트는 암호화되므로 멀티파트 업로드를 완료하기 위해 어셈블하려면 먼저 해
독해야 합니다. 따라서 SSE-KMS를 사용하여 Amazon S3에 멀티파트 업로드를 실행할 때는AWS KMS 키 
(kms:Decrypt) 를 해독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kms:Decrypt 권한이 필요한 가져오기 작업에 필요한 IAM 역할의 예입니다.

85



AWS Snowball 사용 설명서
권한 부여 및 액세스 제어

{ 
    "Effect": "Allow", 
     "Action": [ 
       "kms:GenerateDataKey","kms:Decrypt" 

     ], 
     "Resource": "arn:aws:kms:us-west-2:123456789012:key/abc123a1-abcd-1234-
efgh-111111111111"
}

다음은 내보내기 작업에 필요한 IAM 역할의 예입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3:GetBucketLocation", 
                    "s3:GetObject", 
                    "s3:ListBucket", 
                    "s3:GetBucketPolicy" 
                ], 
                "Resource": [ 
                    "arn:aws:s3:::YourS3BucketARN", 
                    "arn:aws:s3:::YourS3BucketARN/*" 
                ] 
            } 
        ] 
    }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importexport.amazonaws.com" 
      }, 
      "Action": "sts:AssumeRole" 
    } 
  ]
}

AWS KMS—Managed 키를 사용한 서버 측 암호화를 사용하여 내보내기 작업과 관련된 Amazon S3 버킷을 
암호화하는 경우 IAM 역할에 다음 명령문도 추가해야 합니다.

{ 
     "Effect": "Allow", 
     "Action": [ 
            “kms:Decrypt” 
      ], 
     "Resource": "arn:aws:kms:us-west-2:123456789012:key/abc123a1-abcd-1234-
efgh-11111111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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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제어
IAM 리소스 소유자는 Snowball 콘솔, Snowball 및 Snowball 사용과 관련된 기타 자산에 대한 액세스 제어 및 
보안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에는 Amazon S3 버킷,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는 워크스테이션, 
온프레미스 데이터 등이 포함됩니다.

경우에 따라 Snowball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액세스 제어에 대한 업계 모범 사례를 따르도록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
니다.

리소스 설명 액세스 제어 방법

AWS Snow 패
밀리 관리 콘솔

작업이라는 개별 작업 단위를 사용하여 온 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와 Amazon S3 간의 데이터 전송을 생
성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 콘솔에 액세스하려면 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IAM 사용자를 생성하거나 관리
하여 이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
보는 Snowball 용 IAM 사용자 생
성 (p. 82)을 참조하세요.

Amazon S3 버
킷

Amazon S3 모든 데이터는 객체라는 단위로 저장됩
니다. 객체는 버킷이라고 하는 컨테이너에 저장됩니
다. Amazon S3에 보내는 모든 데이터는 버킷에 저
장해야 합니다.

Amazon S3 버킷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가져오기 작업을 생
성한 IAM 사용자에게 Amazon 
S3 버킷에 대한 읽기 및 쓰기 권
한이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에
게 Amazon S3 버킷에 대한 액세
스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개발자 안내서에
서 Amazon S3가 버킷 작업 요청
을 승인하는 방법 및 예제 1: 버킷 
소유자가 사용자에게 버킷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Snowball Snowball은 물리적으로 견고하고AWS Key 
Management Service (AWS KMS) 에서 보호하
며 Amazon에서 소유하는 스토리지 디바이스입니
다. 이AWS Snowball 서비스에서는 Amazon S3와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 간의 모든 데이터 전송은 
Snowball 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데이터 전송 도구
인 Snowball 클라이언트를 통해서만 Snowball에 액
세스할 수 있습니다. Snowball에 액세스하려면 온
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 Snowball 클라이언트가 
설치된 물리적 워크스테이션에 연결해야 합니다. 
Snowball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면 Snowball 클라이
언트가 Snowball과의 통신을 시작하는 데 사용하는 
명령에 작업 매니페스트와 잠금 해제 코드를 제공하
여 Snowball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작업 매니페스트와 잠금 해제 코
드를 신중하게 배포하여 Snowball
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습
니다.

매니페스트 매니페스트는 작업이 Processing 상태로 전환된
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 후 다운로드할 수 있
는 암호화된 파일입니다. 클라이언트를 처음 시작할 
때 Snowball 클라이언트를 통해 Snowball에 두 값
을 모두 전달하면 잠금 해제 코드에 의해 매니페스
트가 해독됩니다.

잠금 해제 코드의 복사본을 해당 
작업에 대한 매니페스트와 동일
한 위치에 저장하지 않는 것이 좋
습니다. 이를 별도로 저장하면 승
인되지 않은 당사자가 해당 작업
과 관련된 Snowball에 액세스하
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니페스트의 사본을 워크스
테이션에 저장하고 해당 코드를 
IAM 사용자에게 이메일로 보내 워

87

https://console.aws.amazon.com/snowfamily/home
https://console.aws.amazon.com/snowfamily/home
https://docs.aws.amazon.com/AmazonS3/latest/dev/access-control-auth-workflow-bucket-operation.html
https://docs.aws.amazon.com/AmazonS3/latest/dev/access-control-auth-workflow-bucket-operation.html
https://docs.aws.amazon.com/AmazonS3/latest/dev/access-control-auth-workflow-bucket-operation.html
https://docs.aws.amazon.com/AmazonS3/latest/dev/example-walkthroughs-managing-access-example1.html
https://docs.aws.amazon.com/AmazonS3/latest/dev/access-control-auth-workflow-bucket-operation.html
https://docs.aws.amazon.com/AmazonS3/latest/dev/example-walkthroughs-managing-access-example1.html
https://docs.aws.amazon.com/AmazonS3/latest/dev/access-control-auth-workflow-bucket-operation.html
https://docs.aws.amazon.com/AmazonS3/latest/dev/example-walkthroughs-managing-access-example1.html
https://docs.aws.amazon.com/AmazonS3/latest/dev/access-control-auth-workflow-bucket-operation.html
https://docs.aws.amazon.com/AmazonS3/latest/dev/example-walkthroughs-managing-access-example1.html
https://docs.aws.amazon.com/AmazonS3/latest/dev/access-control-auth-workflow-bucket-operation.html


AWS Snowball 사용 설명서
Snowball 용 Amazon S3 API 어댑터를 사용한 권한 부여

리소스 설명 액세스 제어 방법
크스테이션에서 데이터 전송을 수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Snowball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
람을 워크스테이션에 저장된 파일 
및 해당 IAM 사용자의 이메일 주
소에 액세스할 수 있는 개인으로 
제한합니다.

잠금 해제 코드 잠금 해제 코드는 영숫자 25개와 하이픈 4개를 포함
하는 29자의 코드입니다. 이 코드는 클라이언트가 
처음 시작될 때 매니페스트와 함께 Snowball 클라
이언트를 통해 Snowball로 전달될 때 매니페스트를 
해독합니다. 작업이 Snowball 준비 중 상태로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 전환되면 에서 잠금 해제 코
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에 대한 매니페스트
를 다운로드할 때 대화 상자에도 표시됩니다. 잠금 
해제 코드는 화면에만 표시되고 다운로드되지 않습
니다.

다시 말해서 잠금 해제 코드의 복
사본을 해당 작업에 대한 매니페
스트와 동일한 위치에 저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별도로 
저장하면 승인되지 않은 당사자
가 해당 작업과 관련된 Snowball
에 액세스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
습니다. 예를 들어 매니페스트의 
사본을 워크스테이션에 저장하고 
해당 코드를 IAM 사용자에게 이메
일로 보내 워크스테이션에서 데이
터 전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Snowball에 액세스
할 수 있는 사람을 워크스테이션
에 저장된 파일 및 해당 IAM 사용
자의 이메일 주소에 액세스할 수 
있는 개인으로 제한합니다.

Snowball 용 Amazon S3 API 어댑터를 사용한 권한 부
여
Snowball용 Amazon S3 어댑터를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상호 작용이AWS 서명 버전 4 알고리즘으로 
서명됩니다. 이 권한 부여는 소스에서 어댑터로 이동하는 데이터를 확인하는 데에만 사용됩니다. 모든 암
호화와 복호화는 워크스테이션의 메모리에서 수행됩니다. 암호화되지 않은 데이터는 워크스테이션이나 
Snowball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어댑터를 사용할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서명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워크스테이션에 어댑터를 설치한 후 Snowball-adapter.config 파일을 수
정하여 서명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은 /.aws/snowball/config에 저장되며 기본적으로 true로 설
정되는 auth.enabled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을 false로 변경한 경우 서명 버전 4 알고리즘을 통해 서명
을 비활성화합니다. 서명은 어댑터와 데이터 스토리지 사이에서 이동하는 데이터가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
도록 방지하는 데 사용되므로 서명을 비활성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HTTPS를 활성화하고 어댑터와 
통신할 때 자체 인증서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추가 옵션을 사용하여 어댑터를 시작합니
다. 자세한 정보는 Snowball용 Amazon S3 어댑터 옵션 (p. 67)을 참조하세요.

Note

Snowball에서 송수신되는 데이터는 서명 솔루션과 관계없이 항상 암호화됩니다.
• 암호화 키는 사용하는AWS 자격 증명에 따라 변경되지 않습니다. Signature Version 4 알고리즘을 사용한 

서명은 소스에서 어댑터로 이동하는 데이터를 확인하는 데만 사용되므로 Snowball에서 데이터를 암호화
하는 데 사용되는 암호화 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어떤AWS 프로필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Amazon S3 Adapter for Snowball은AWS 자격 증명을 확인하
기AWS 위해 다시 연결되지 않으므로 어댑터가 있는 어떤AWS 프로필이든 워크스테이션과 어댑터 간에 
이동하는 데이터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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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owball에는AWS 자격 증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온프레미스에서 Snowball에 대한 액세스 제
어 및 권한 부여를 관리합니다. Snowball 또는 어댑터의 어떤 소프트웨어도 한 사용자와 다른 사용자 간
의 액세스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Snowball, 매니페스트 및 잠금 해제 코드에 액세스할 수 있으면 해
당 사용자는 디바이스와 디바이스의 모든 데이터에 완전하고 완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Snowball에 대한 물리적 및 네트워크 액세스를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AWS Snowball의 로깅 및 모니터링
모니터링은 AWS Snowball와 사용자 AWS 솔루션의 안정성, 가용성 및 성능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
다. 다중 지점 실패가 발생할 경우 보다 쉽게 디버깅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AWS
는 AWS Snowball 리소스를 모니터링하고 잠재적 인시던트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도구를 제공합니다.

AWS CloudTrail 로그

CloudTrail 에서 사용자, 역할 또는AWS 서비스가 수행한 작업의 기록을 제공합니다AWS Snowball. 
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사용하여 에 수행된 요청 CloudTrail, 요청이 수행된 IP 주소AWS Snowball, 요
청을 수행한 사람, 요청이 수행된 시간 및 추가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AWS 
CloudTrail을 사용하여 AWS Snowball API 호출 로깅 (p. 95)을 참조하세요.

AWS Snowball의 규정 준수 확인
타사 감사자는 SOC, PCI, FedRAMP, HIPAA 등 여러 AWS 규정 준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AWS Snowball
의 보안 및 규정 준수를 평가합니다.

특정 규정 준수 프로그램 범위에 속하는 AWS 서비스의 목록은 규정 준수 프로그램 제공 AWS 범위 내 서비
스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일반 정보는 AWS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참조하세요.

AWS Artifact를 사용하여 타사 감사 보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Artifact의 보고
서 다운로드를 참조하세요.

사용 시 귀하의 규정 준수AWS Snowball 책임은 데이터의 민감도, 조직의 규정 준수 목표, 관련 법률과 규정
에 따라 결정됩니다. AWS에서는 규정 준수에 도움이 되도록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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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PAA 보안 및 규정 준수 기술 백서 아키텍팅 - 이 백서는 기업에서 AWS를 사용하여 HIPAA를 준수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AWS 규정 준수 리소스 – 사용자의 업계와 위치에 해당할 수 있는 워크북 및 안내서 모음입니다.
• AWS Config – 이 AWS 서비스로 리소스 구성이 내부 관행, 업계 지침 및 규정을 준수하는 정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 AWS Security Hub - 이 AWS 서비스는 보안 산업 표준 및 모범 사례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AWS 내 보안 상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줍니다.

복원성
AWS 글로벌 인프라는 AWS 리전 및 가용 영역을 중심으로 구축됩니다. AWS 리전에서는 물리적으로 분리
되고 격리된 다수의 가용 영역을 제공하며 이러한 가용 영역은 짧은 대기 시간, 높은 처리량 및 높은 중복성
을 갖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용 영역을 사용하면 중단 없이 가용 영역 간에 자동으로 장애 조치
가 이루어지는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가용 영역은 기존의 단일 또
는 다중 데이터 센터 인프라보다 가용성, 내결함성,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AWS 리전 및 가용 영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글로벌 인프라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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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보안

AWS Snowball의 인프라 보안
관리형 서비스인 AWS Snowball는 Amazon Web Services: 보안 프로세스 개요 백서에 설명된 AWS 글로벌 
네트워크 보안 절차로 보호됩니다.

AWS에서 게시한 API 호출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AWS Snowball에 액세스합니다. 클라이언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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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모
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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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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유효성 검사AWS Snowball
다음은 Snowball이 데이터 전송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와, 작업 중과 작업 후에 데이터 무결
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수동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제
• 전송된 데이터의 체크섬 유효성 검사 (p. 91)
• 일반적인 유효성 검사 오류 (p. 91)
• 전송 중 Snowball의 수동 데이터 유효성 검사 (p. 92)
• Amazon S3 S3로 가져온 후 Snowball의 수동 데이터 유효성 검사 (p. 92)

전송된 데이터의 체크섬 유효성 검사
Snowball 클라이언트 또는 Snowball용 Amazon S3 어댑터를 사용하여 로컬 데이터 원본에서 Snowball로 파
일을 복사하면 여러 체크섬이 생성됩니다. 이러한 체크섬은 전송되는 데이터의 유효성을 자동으로 검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체크섬은 파일별로(또는 큰 파일의 부분에 대해) 생성됩니다. 이러한 체크섬은 절대 볼 수 
없으며 다운로드할 수 없습니다. 체크섬은 전송 전반에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검증하는 데 사용되며, 데이터
가 올바르게 복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체크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연결된 데이터를 Amazon S3 S3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유효성 검사 오류
유효성 검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 오류가 발생하면 해당 데이터(파일 또는 큰 파일의 일
부)가 대상에 작성되지 않습니다. 유효성 검사 오류의 일반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볼 링크를 복사하려는 경우
• 수정 중인 파일을 복사하려는 경우. 이로 인해 유효성 검사 오류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전송이 끝났을 때 

체크섬이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 크기가 5TB 이상인 전체 파일을 복사하려는 경우
• 크기가 512MB 이상인 부분을 복사하려는 경우
• 데이터 스토리지 용량이 이미 다 찬 Snowball로 파일을 복사하려는 경우
• 을 따르지 않는 Snowball로 파일을 복사하려는 경우객체 키 명명 지침Amazon S3 S3용.

이러한 유효성 검사 오류 중 하나가 발생할 때마다 기록됩니다. 다음 단원에 설명된 대로 절차에 따라 유효성 
검사에 실패한 파일과 그 이유를 수동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 전송 중 Snowball의 수동 데이터 유효성 검사 (p. 92)— 온프레미스가 있는 동안에 실패한 파일을 확인
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설명합니다.

• Amazon S3 S3로 가져온 후 Snowball의 수동 데이터 유효성 검사 (p. 92)— Amazon S3로 가져온 후 실
패한 파일을 확인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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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중 Snowball의 수동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전송 중 Snowball의 수동 데이터 유효성 검사
수동 검증을 사용하여 데이터가 디바이스로 성공적으로 전송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을 시
도한 후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수동 유효성 검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섹션을 사용하여 Snowball에
서 수동으로 데이터를 검증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패한 파일 로그 확인 — Snowball 클라이언트

Snowball 클라이언트를 실행할 때copy명령을 실행하면 Snowball로 전송할 수 없는 파일을 보여주는 로그가 
생성됩니다. 데이터 전송 중에 오류가 발생하면 실패한 파일 로그의 경로가 터미널에 인쇄됩니다. 이 로그는 
쉼표로 구분된 값 (.csv) 파일로 저장됩니다. 운영 체제에 따라 다음 위치 중 하나에서 이 로그를 찾을 수 있습
니다.

• Windows – C:/Users/<username>/AppData/Local/Temp/snowball-<random-character-
string>/failed-files

• Linux – /tmp/snowball-<random-character-string>/failed-files
• 맥–/var/folders/gf/<random-character-string>/<random-character-
string>/snowball-7464536051505188504/failed-files

Snowball 클라이언트 복사 명령에 —verbose 옵션 사용

Snowball 클라이언트를 실행할 때copy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verbose옵션을 사용하여 Snowball로 
전송되는 모든 파일을 나열합니다. 이 목록을 사용하여 Snowball로 전송된 콘텐츠의 유효성을 검사할 수 있
습니다.

로그 확인 — 스노볼용 Amazon S3 어댑터

Snowball용 Amazon S3 어댑터를 실행하여AWS CLI로그가 생성됩니다. 이러한 로그는 파일 시스템에 따라 
다음 위치에 저장됩니다.

• Windows – C:/Users/<username>/.aws/snowball/logs/
snowball_adapter_<year_month_date_hour>

• Linux – /home/.aws/snowball/logs/snowball_adapter_<year_month_date_hour>
• 맥–/Users/<username>/.aws/snowball/logs/
snowball_adapter_<year_month_date_hour>

—StopOnError 복사 옵션 사용

Snowball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여 파일이 실패할 경우 전송 프로세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실패 시 복사를 중지하므로 복사 작업을 계속하기 전에 해당 오류를 해결할 수 있습니
다. 자세한 정보는 snowball cp 명령에 대한 옵션 (p. 59)을 참조하십시오.

Snowball 클라이언트의 유효성 검사 명령 실행

Snowball 클라이언트snowball validate명령은 Snowball의 파일이 모두 Snowball에 완전히 복사되었는
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로를 지정한 경우 경로에 지정된 콘텐츠와 하위 디렉터리를 확인합니다. 이 명령은 
현재 전송 중이고 전송 상태가 미완료인 파일을 나열합니다. validate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
하십시오.Snowball 클라이언트에 대한 확인 명령 (p. 58).

Amazon S3 S3로 가져온 후 Snowball의 수동 데이터 
유효성 검사

가져오기 작업이 완료되면 Amazon S3 S3용 데이터를 수동으로 검증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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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동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작업 완료 보고서 및 연결된 로그 확인

Amazon S3 S3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내보낼 때마다 다운로드 가능한 PDF 작업 보고서가 생성됩니다. 가
져오기 작업의 경우 가져오기 프로세스가 끝날 때 이 보고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콘솔에서 
Job 완료 보고서 및 로그 가져오기 (p. 44)을 참조하십시오.

S3 인벤토리

여러 작업에서 Amazon S3 S3로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한 경우, 각 작업 완료 보고서를 검토하게 되면 시간
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하나 이상의 Amazon S3 버킷에 있는 모든 객체의 인벤토리
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Amazon S3 인벤토리는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객체 및 해당 메타데이터를 보여 주
는 .csv 파일을 제공합니다. 이 파일에는 Amazon S3 버킷 또는 공유 접두사의 객체 (즉 이름이 공통 문자열
로 시작하는 객체) 가 포함됩니다.

데이터를 가져온 Amazon S3 버킷의 인벤토리가 있으면 이를 원본 데이터 위치에 전송한 파일과 손쉽게 비
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전송되지 않은 파일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Amazon S3 동기화 명령 사용

워크스테이션을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을 실행하여 전송된 모든 파일에 대한 최종 유효성 검
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AWS CLI명령aws s3 sync. 이 명령은 디렉터리 및 S3 접두사를 동기화합니
다. 이 명령은 소스 디렉터리의 새 파일 및 업데이트된 파일을 대상에 복사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s:// 
docs.aws.amazon.com/cli/latest/reference/s3/sync.html을 참조하십시오.

Important

로컬 스토리지를 이 명령의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 동기화하는 파일의 백업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러한 파일은 지정된 Amazon S3 원본의 콘텐츠로 덮어쓰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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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ball 알림
Snowball 은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 (Amazon SNS) 에서 제공되는 강력한 알림을 활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작업을 만드는 동안 쉼표로 분리된 이메일 주소 목록을 제공하여 작업에 대한 이메일 알림
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Amazon SNS 콘솔에서 이러한 상태 알림에 대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Amazon SNS 구성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Amazon SNS SNS를 사용하여 SMS 알림 전송 및 수신.

작업을 생성한 후 Amazon SNS 알림을 받기 위해 지정한 모든 이메일 주소는 다음 주소로 이메일을 수신합
니다.AWS주제 구독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알림입니다. 추가 알림을 받으려면 각 이메일 주소에 대해 계정 
사용자는 다음을 선택하여 구독을 확인해야 합니다.구독 확인.

Amazon SNS 알림 이메일은 각 트리거 상태에 맞게 조정되며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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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loudTrail을 사용하여 AWS 
Snowball API 호출 로깅

이AWS Snowball어플라이언스가 통합됨AWS CloudTrail, 사용자, 역할 또는 작업이 수행한 작업 기록을 제
공하는 서비스AWS서비스AWS Snowball. CloudTrail은 AWS Snowball에 대한 모든 API 호출을 이벤트로 
캡처합니다. 캡처되는 호출에는 AWS Snowball 콘솔로부터의 호출과 AWS Snowball API 작업에 대한 코
드 호출이 포함됩니다. 추적을 생성하면 AWS Snowball 이벤트를 포함한 CloudTrail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Amazon S3 버킷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추적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CloudTrail 콘솔의 Event history(이
벤트 기록)에서 최신 이벤트를 볼 수 있습니다. CloudTrail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AWS Snowball에 수
행된 요청, 요청이 수행된 IP 주소, 요청을 수행한 사람, 요청이 수행된 시간 및 추가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loudTrail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Trail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CloudTrail의 AWS Snowball 정보
CloudTrail 활성화되어 있습니다.AWS 계정은 계정 생성 시. AWS Snowball에서 활동이 발생하면 해당 활동
이 이벤트 기록의 다른 AWS 서비스 이벤트와 함께 CloudTrail 이벤트에 기록됩니다. 에서 최신 이벤트를 확
인, 검색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AWS 계정.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Trail 사용 설명서에서 CloudTrail 
이벤트 기록을 사용하여 이벤트 보기를 참조하세요.

AWS Snowball에 대한 이벤트를 포함하여 AWS 계정에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려면 추적을 생성합니
다. CloudTrail은 추적을 사용하여 Amazon S3 버킷으로 로그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콘솔에서 추적을 
생성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AWS 리전에 추적이 적용됩니다. 트레일은 모든 이벤트를 기록합니다.AWS 리
전의AWS파티션을 생성하고 지정한 Amazon S3 버킷에 로그 파일을 전송합니다. 또는 CloudTrail 로그에서 
수집된 이벤트 데이터를 추가 분석 및 처리하도록 다른 AWS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Trail 사용 설명서에서 다음 주제를 참조하십시오.

• 추적 생성 개요
• CloudTrail 지원 서비스 및 통합
• CloudTrail에 대한 Amazon SNS 알림 구성
• 여러 리전에서 CloudTrail 로그 파일 받기 및 여러 계정에서 CloudTrail 로그 파일 받기

모든 작업 관리 작업은 에 설명되어 있습니다.AWS SnowballAPI 참조은 CloudTrail에 의해 로깅됩니다.

• CreateAddress 작업은 고객의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록되지 않습니다.
• 모든 읽기 전용 API 호출은 (Get, Describe의 접두사로 시작하는 API 작업용, 또는 List) 응답 요소를 기

록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벤트 및 로그 항목에는 요청을 생성한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자격 증명 정보를 이용하
면 다음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요청을 루트로 했는지 아니면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사용자 자격 증명으로 했는지.
• 역할 또는 페더레이션 사용자에 대한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요청이 생성되었는지 여부.
• 다른 AWS 서비스에서 요청했는지 여부.

자세한 내용은 AWS CloudTrail 사용 설명서의 CloudTrail userIdentity 요소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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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Snowball용 로그 파일 항목 이해

AWS Snowball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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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의 단일 요청을 나타내며 요청된 
작업, 작업 날짜와 시간, 요청 파라미터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CloudTrail 로그 파일은 퍼블릭 API 호
출의 주문 스택 트레이스가 아니므로 특정 순서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음 예제는 CloudTrail 로그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DescribeJob작업.

      {"Records": [ 
    { 
        "eventVersion": "1.05", 
        "userIdentity": { 
            "type": "Root", 
            "principalId": "111122223333", 
            "arn": "arn:aws:iam::111122223333:root", 
            "accountId": "111122223333", 
            "accessKeyId": "AKIAIOSFODNN7EXAMPLE", 
            "sessionContext": {"attributes": { 
                "mfaAuthenticated": "false", 
                "creationDate": "2019-01-22T21:58:38Z" 
            }}, 
            "invokedBy": "signin.amazonaws.com" 
        }, 
        "eventTime": "2019-01-22T22:02:21Z", 
        "eventSource": "snowball.amazonaws.com", 
        "eventName": "DescribeJob", 
        "awsRegion": "eu-west-1", 
        "sourceIPAddress": "192.0.2.0", 
        "userAgent": "signin.amazonaws.com", 
        "requestParameters": {"jobId": "JIDa1b2c3d4-0123-abcd-1234-0123456789ab"}, 
        "responseElements": null, 
        "requestID": "12345678-abcd-1234-abcd-ab0123456789", 
        "eventID": "33c7ff7c-3efa-4d81-801e-7489fe6fff62", 
        "eventType": "AwsApiCall", 
        "recipientAccountId": "4444555566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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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Snowball 사용 설명서
지원되는 네트워크 하드웨어

AWS Snowball 사양
다음 표에는 Snowball 어플라이언스의 하드웨어 사양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항목 사양

스토리지 용량 50TB 스노우볼에는 42TB의 사용 가능한 공간이 있습니다. 80TB 스노우볼에
는 72TB의 가용 공간이 있습니다.

온보드 I/O 10기가비트 
인터페이스

각 스노우볼은 RJ45 (Cat6), SFP+ 구리 및 SFP+ 옵티컬을 지원합니다.

케이블 각 스노우볼은 RJ45 및 구리 SFP+ 케이블과 함께 배송됩니다. SFP+ 광학 장
치의 경우 SFP+ 포트 중 하나의 SFP+ 광학 어댑터에 연결된 자체 케이블을 사
용해야 합니다.

열 요구 사항 Snowball은 사무실 운영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데이터 센터 운영에 적합합니
다.

데시벨 출력 평균적으로 Snowball은 68데시벨의 사운드를 생성하는데, 일반적으로 진공청
소기나 거실 음악보다 조용합니다.

Weight 47파운드 (21.3 킬로그램)

높이 19.75인치 (501밀리미터)

너비 12.66인치 (320밀리미터)

길이 21.52인치 (548밀리미터)

전력 미국 지역: NEMA 5—15p 100—220볼트. 모든 지역에 전원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력 소비 200와트.

전압 100 — 240V AC

빈도 47/63Hz

전력 변환 효율성 25°C에서 80 — 84%, 230진공

온도 범위 0 — 40°C (작동 시)

작동 외 고도 지정되지 않음

작동 고도 0~3,000미터 (0~10,000')

지원되는 네트워크 하드웨어
Snowball의 후면 패널을 열고 나면 다음 사진에 표시된 네트워크 포트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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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네트워크 하드웨어

이러한 포트는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하드웨어를 지원합니다.

1. RJ45

이 포트는 1Gbase-TX/10Gbase-TX 작업을 제공하며, RJ45 커넥터로 종단처리된 UTP 케이블을 통해 연결
됩니다.

1G 작업은 깜박이는 주황색 등에 의해 표시됩니다. Snowball 디바이스로의 대규모 데이터 전송에는 1G 작업
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전송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10G 작업은 깜박이는 녹색 등에 의해 표시되며, 최대 작동 길이가 100미터 (328피트) 인 Cat6A UTP 케이블
이 필요합니다.

2. SFP+

이 포트는 SFP+ 트랜시버 모듈 및 직접 연결 구리 (DAC) 케이블 모두와 호환되는 SFP+ 인터페이스를 제공
합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송수신장치 또는 DAC 케이블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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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스테이션 사양

• 10Gbase-LR(단일 모드 광섬유) 송수신장치
• 10Gbase-SR(다중 모드 광섬유) 송수신장치
• SFP+ DAC 케이블

3. SFP+

이 포트는 SFP+ 인터페이스와 LC 커넥터가 있는 다중 모드 광섬유 미디어를 사용하는 10GBase-SR 트랜시
버를 제공합니다.

워크스테이션 사양
워크스테이션은 마운트된 데이터 원본을 호스팅하는 컴퓨터, 서버 또는 가상 컴퓨터입니다. Snowball을 이 
워크스테이션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워크스테이션은 Snowball과 데이터 소스 간에 데이터를 전
송할 때 병목 현상으로 간주되므로 처리, 메모리 및 네트워킹에 대한 높은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강력
한 컴퓨터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를 전송하는 동안 Snowball 클라이언트 또는 Snowball용 Amazon S3 어댑터를 실행하는 작업 전용 컴
퓨터로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라이언트 또는 어댑터의 각 인스턴스에는 암호화 수행과 
같이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작업을 위해 최대 7GB의 전용 RAM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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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스테이션 사양

Note

Snowball과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사용되는 워크스테이션의 하드웨어 사양은 강력한 컴퓨터를 위
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드웨어 사양은 주로 서비스의 보안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합니다. 데이터가 
Snowball로 전송되면 워크스테이션의 메모리에 파일이 로드됩니다. 메모리에 있는 동안 해당 파일
은 Snowball 클라이언트 또는 Snowball용 Amazon S3 어댑터에 의해 완전히 암호화됩니다. 파일이 
암호화되면 암호화된 파일 청크가 Snowball로 전송됩니다. 어떤 데이터도 디스크에 저장되지 않습
니다. 모든 데이터는 메모리에 보관되며 암호화된 데이터만 Snowball로 전송됩니다. 메모리로 로드
하고, 암호화하고, 청크하고, Snowball로 전송하는 이러한 단계는 CPU와 메모리를 모두 많이 사용
합니다.

다음 표에는 사용 중인 워크스테이션의 권장 사양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항목 제안된 사양

처리 파워 16코어 CPU

메모리 16 기가 바이트의 RAM

Important

실행 중인 각 클라이언트 및/또는 어댑터 인스턴스에는snowball cp
명령 수행과 같이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작업을 위해 최대 7GB의 
전용 RAM이 필요합니다.

Microsoft Windows 지원 
(64비트 전용)

• Windows 7
• Windows 8
• Windows 10

Mac 지원 Mac OS X 버전 10.10 이상

Linux 지원 (64비트 전용) • 우분투 버전 12 이상
• Red Hat Enterprise Linux (RHEL) 버전 6 이상

사용자 인터페이스 지원 • 키보드
• 마우스
• 모니터링

네트워크 I/O 지원 • RJ45
• SFP+ 동선
• SFP+ 옵티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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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Snowball에 대한 리전별 제한

AWS Snowball 할당량
아래에서는 사용 제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AWS Snowball(Snowball).

Important

Snowball을 사용하여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 개별 Amazon 
S3 객체 크기는 최소 0바이트에서 최대 5테라바이트 (TB) 까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AWS Snowball에 대한 리전별 제한
이AWS Snowball서비스에는 두 디바이스 유형 (표준 Snowball 및 Snowball Edge) 이 있습니다. 다음 표는 리
전별로 사용 가능한 디바이스를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Note

지금 읽고 있는 이 안내서는 50TB 또는 80TB의 스토리지 공간이 있는 Snowball 을 위한 것입니다. 
Snowball Edge에 대한 문서를 찾는 경우 를 참조하십시오.AWS Snowball Edge개발자 안내서.

리전 Snowball 가용성 Snowball Edge 가용성

미국 동부(오하이오) 50TB 및 80TB 100TB

미국 동부(버지니아 북부) 50TB 및 80TB 100TB

미국 서부(캘리포니아 북부) 50TB 및 80TB 100TB

미국 서부(오레곤) 50TB 및 80TB 100TB

캐나다(중부) 80TB만 100TB

아시아 태평양(뭄바이) 80TB만 100TB

아시아 태평양(싱가포르) 80TB만 100TB

아시아 태평양(시드니) 80TB만 100TB

아시아 태평양(도쿄) 80TB만 100TB

유럽(프랑크푸르트) 80TB만 100TB

유럽(아일랜드) 80TB만 100TB

유럽(런던) 80TB만 100TB

남아메리카(상파울루) 80TB만 100TB

AWS Snowball 작업 제한
AWS Snowball 작업을 생성하는 데 적용되는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안을 위해 Snowball 준비 후 90일 이내에 데이터 전송을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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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ball 을 사용한 온프레미스 데이터 전송 제한

• 현재AWS Snowball Edge디바이스는 고객 제공 키를 사용한 서버 측 암호화 (SSE-C) 를 지원하지 않습니
다.AWS Snowball Edge디바이스는 Amazon S3가 관리하는 암호화 키 (SSE-S3) 와 서버 측 암호화로 서
버 측 암호화를 지원합니다.AWS Key Management Service—관리형 키 (SSE-KMS) 입니다. 자세한 내용
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서버 측 암호화를 사용하여 데이터 보호의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 미국 리전에서는 Snowball이 두 가지 크기로 제공됩니다. 50TB 및 80TB 다른 모든 리전에서는 80TB 
Snowball 만 제공됩니다. Snowball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가져오고 단일 Snowball에 적합한 것보다 더 많
은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는 경우 추가 작업을 생성합니다. 각 내보내기 작업에서 여러 Snowbal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Snowball 수에 대한 기본 서비스 제한은 1입니다. 서비스 제한을 높이려면 에 문의
하십시오.AWS Support.

• Snowball에 전송되는 모든 객체의 메타데이터가 변경됩니다. filename 및 filesize 메타데이터만 동
일하게 유지됩니다. 다른 모든 메타데이터는 다음 예제와 같이 설정됩니다. -rw-rw-r-- 1 root root 
[filesize] Dec 31 1969 [path/filename]

Snowball 을 사용한 온프레미스 데이터 전송 제한
온프레미스에서 Snowball 디바이스와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다음과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 복사하는 동안 파일은 정적 상태여야 합니다. 전송 중에 수정되는 파일은 Amazon S3 S3로 가져오지 않습
니다.

• 점보 프레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즉, 페이로드가 1500바이트 이상인 이더넷 프레임입니다.
• 내보낼 데이터를 선택할 때 이름에 후생 슬래시(/ 또는 \)가 있는 객체는 전송되지 않음을 유의하십시오. 

후행 슬래시가 있는 객체를 내보내기 전에 슬래시를 제거하여 이름을 업데이트하십시오.
• Snowball용 Amazon S3 어댑터를 사용하는 경우AWS CLI데이터를 전송하려면--recursive에 대한 옵

션cp명령은 Snowball에 데이터를 업로드할 때만 지원되고 Snowball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지
원되지 않습니다.

• 멀티파트 데이터를 전송할 때 최대 크기는 512메가바이트(MB)입니다.

Snowball 배송 제한
Snowball 배송에 적용되는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AWSSnowball 을 우체국 박스에 배송하지 않습니다.
• AWS에서는 미국 이외 국가 간 (예: EU (아일랜드) 에서 EU (프랑크푸르트) 또는 아시아 태평양 (뭄바이) 

에서 아시아 태평양 (시드니) 으로) 으로 Snowball 을 배송하지 않습니다.
• Snowball 을 Snowball 을 생성할 때 지정한 해외 주소로 이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AWS서비스 약관.

배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Snowball에 대한 배송 고려 사항 (p. 72)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반송된 Snowball 가져오기 관련 처리 제한
반송된 Snowball 을 가져오기 위해 Snowball 스테이션 중 하나에 연결하려면 디바이스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Snowball 디바이스가 손상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면과 후면의 두 액세스 패널을 제외하고 어떠한 이유로
도 Snowball을 열지 마십시오.

• 디바이스가 물리적으로 손상되어서는 안 됩니다. 래치가 딸깍 소리가 나면서 고정될 때까지 Snowball 의 
두 패널을 닫아서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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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owball의 E Ink 디스플레이가 표시되고 Snowball에 대한 데이터 전송을 마칠 때 자동으로 생성된 반송 
라벨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Note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은 채 반송되는 모든 Snowball은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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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Snowball 문제 해결
디바이스를 식별하는 방법

Snowball 장치와 스노우볼 엣지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갖고 있는 디바이스 유형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 AWS Snowball 디바이스 차이점 (p. 4)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연결 문제 해결
다음은 Snowball 연결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초당 100메가바이트의 속도로 작동하는 라우터와 스위치는 Snowball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초당 
1GB 이상의 속도로 작동하는 스위치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디바이스에 이상한 연결 오류가 발생할 경우 Snowball 전원을 끄고 모든 케이블을 뽑은 후 10분 동안 그대
로 둡니다. 10분이 지나면 디바이스를 다시 시작한 후 다시 연결을 시도합니다.

•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또는 방화벽이 Snowball 디바이스의 네트워크 연결을 차단하고 있는지 확인합
니다.

• LCD 디스플레이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는 경우어플라이언스 시간 초과, Snowball 전원을 끄고 모든 케
이블을 뽑은 후 10분 동안 기기를 그대로 두었다가 다시 연결한 후 다시 시작합니다.

더 높은 수준에서 연결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 Snowball과 통신할 수 없다면 디바이스의 IP 주소를 ping합니다. ping이 no connect를 반환하면 디바이
스의 IP 주소를 확인하고 로컬 네트워크 구성을 확인합니다.

• IP 주소가 정확한데 디바이스 후면의 등이 깜박이는 경우 telnet을 사용하여 포트 22 및 8080에서 디바이스
를 테스트합니다. 포트 22를 테스트하면 Snowball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트 8080 
테스트를 통해 디바이스가 디바이스의 Amazon S3 버킷에 쓸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트 22에서 
연결할 수 있지만 포트 8080에서는 연결할 수 없다면 먼저 Snowball의 전원을 끈 다음 모든 케이블을 뽑습
니다. 10분 동안 디바이스를 그대로 두었다가 다시 연결한 후 다시 시작합니다.

매니페스트 파일 문제 해결
각 작업에는 연결된 특정 매니페스트 파일이 있습니다. 작업을 여러 개 생성하는 경우 각 매니페스트가 어떤 
작업에 해당하는지 추적합니다.

매니페스트 파일을 분실했거나 매니페스트 파일이 손상되었다면 특정 작업에 대해 매니페스트 파일을 다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콘솔에서 이와 같이 하려면AWS CLI또는 다음 중 하나AWSAPI.

데이터 전송 문제 해결
Snowball 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Snowball로부터 데이터를 받을 때 성능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단원을 참
조하십시오.에 대한 성능AWS Snowball (p. 37)전송 성능 향상에 대한 권장 사항 및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다
음은 Snowball과의 데이터 송수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 Snowball의 루트 디렉터리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를 Snowball으로 전송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루트 폴더가 아닌 Snowball의 하위 디렉터리로 데이터 전송을 시도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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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 하위 디렉터리에는 사용자가 작업에 포함시킨 Amazon S3 버킷의 이름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이 
하위 디렉터리에 배치합니다.

• 보안을 위해 Snowball 준비 후 90일 이내에 데이터 전송을 마쳐야 합니다. 90일이 지나면 Snowball이 잠겨 
온프레미스 데이터 전송을 추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데이터 전송 중 Snowball이 잠긴 경우 Snowball을 반
환하고 나머지 데이터를 전송할 새 작업을 생성하십시오. 가져오기 작업 중에 Snowball이 잠긴 경우에도 
Snowball의 기존 데이터를 Amazon S3 S3로 계속 전송할 수 있습니다.

• Snowball로 전송되는 객체의 최대 키 길이는 933바이트입니다. 1바이트보다 큰 문자를 포함하는 키 이름
의 최대 키 길이는 여전히 933바이트입니다. 키 길이를 확인할 경우 파일 또는 객체 이름과 경로 또는 접두
사를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파일 이름이 짧더라도 경로가 여러 개 중첩되어 길어지면 933바이트를 초과
할 수 있습니다. 키 길이를 확인할 때 버킷 이름은 경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 예를 참조하십시오.

객체 이름 버킷 이름 경로와 버킷 이
름

키 길이

sunflower-1.jpgpictures sunflower-1.jpg15자

receipts.csv MyTaxInfo /Users/
Eric/
Documents/2016/
January/

47자

bhv.1 $7$zWwwXKQj$gLAOoZCj$r8p /.VfV/
FqGC3QN
$7BXys3KHYePfuIOMNjY83dVx 
ugPYlxVg/
evpcQEJLT/
rSwZc
$MlVVf/
$hwefVISRqwepB
$/BiiD/PPF
$twRAjrD/
fIMp/0NY

135자

키 길이가 933바이트보다 크면 오브젝트를 Snowball에 복사하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오류 메시지가 나타
납니다.

Failed to copy the following file: <Name of object with a keylength over 933 bytes> 
          PARENT_NOT_FOUND:

이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면 객체의 키 길이를 줄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Linux 를 사용할 경우 UTF-8 문자 파일을 Snowball에 업로드할 수 없다면 Linux 워크스테이션에서 

UTF-8 문자 인코딩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을 설치하여 해결할 수 있습
니다.localesLinux 워크 스테이션에 패키징하고 다음과 같은 UTF-8 로캘 중 하나를 사용하도록 구성합
니다.en_US.UTF-8. locales 패키지는 환경 변수 LC_ALL을 내보내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예: export 
LC_ALL=en_US.UTF-8).

• Snowball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동안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경우 알려 주십시오. 로그의 복사본을 만
들고 메시지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포함시킵니다.AWS Support. 로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nowball 로그 (p. 62) 단원을 참조하십시오.

AWS CLI 문제 해결
다음 주제를 통해 Snowball 및 Snowball 작업 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AWS C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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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CLI오류 메시지: “Null일 수 없는 프로필”
AWS CLI 작업 시 "Profile cannot be null"이라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AWS CLI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AWS CLI 프로필이 구성되지 않았다면 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할 조치

워크스테이션에 AWS CLI를 다운로드하여 구성했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설
치AWS CLI번들 설치 프로그램 사용 (Linux, macOS 또는 Unix)의AWS Command Line Interface사용 설명
서.

AWS CLI 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때 발생하는 
null 포인터 오류
AWS CLI 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때 null 포인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오류는 다음과 같은 조
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파일 이름의 철자가 잘못된 경우. 예: flowwer.png 대신에 flower.npg 또는 flower.png로 되
어 있는 경우.

• 지정된 경로가 잘못된 경우. 예: C:\Doccuments\flower.png 대신에 C:\Documents
\flower.png로 되어 있는 경우.

• 파일이 손상된 경우

취할 조치

파일 이름과 경로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합니다. 이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 파일이 손상된 것은 아닌
지 확인하여 전송을 포기하거나 파일 복구를 시도합니다.

클라이언트 문제 해결
다음은 Snowball 클라이언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Snowball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명령을 입력합니다.snowball help에서 해당 도
구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작업 목록을 보려면

• Snowball 클라이언트의 여러 인스턴스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지만 클라이언트의 각 인스턴스에는 메모리 
집약적인 작업을 위해 최대 7GB의 전용 RAM이 필요합니다 (예:snowball cp명령. Snowball 클라이언트
를 실행할 때 워크스테이션의 메모리가 부족한 경우 Java가 표시됩니다.OutOfMemoryError터미널 창에
서 예외가 반환되었습니다. 워크스테이션에서 리소스를 확보하거나 워크스테이션의 메모리 양을 늘린 다
음 Snowball 클라이언트 작업을 다시 수행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Microsoft Windows Server를 실행하는 PC에서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Snowball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동
안 문제가 발생하면 Windows의 데이터 중복 제거 기능 때문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중복 제거 기능이 켜져 
있는 경우 Snowball용 Amazon S3 어댑터를AWS CLI대신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Snowball
용 Amazon S3 어댑터를 사용한 데이터 전송 (p. 63)을 참조하십시오.

Snowball 클라이언트 유효성 검사 문제 해결
데이터를 전송할 때 복사 작업은 먼저 복사할 각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미리 확인합니다. 파일의 메타데이터
에 대해 다음 속성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파일을 전송하기 전에 복사 작업이 중지됩니다.

• 파일 크기가 5TB 이상입니다.— Amazon S3 객체 크기는 5TB 이하여야 하므로 크기가 5TB 더 큰 파일은 
Snowball로 전송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면 파일을 5TB보다 작은 부분으로 분리하고 파일을 5TB 
제한 범위 내에 있도록 압축하거나 파일 크기를 줄인 다음 다시 시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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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은 심볼릭 링크이며 다른 파일 또는 디렉토리에 대한 참조만 포함합니다.— 심볼 링크 (또는 교차점) 
를 Amazon S3 S3로 전송할 수 없습니다.

• 파일 액세스에 대한 권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해당 파일에 대한 읽기 권한이 없는 경우 
Snowball 클라이언트에서 파일을 읽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권한 문제로 인해 사전 검사가 실패합니다.

• 객체 키 길이가 너무 큽니다.객체의 키 길이가 933바이트보다 크면 사전 검사에 실패합니다.

전송할 수 없는 파일 목록을 보려면 데이터 복사가 시작되기 전에 터미널을 확인하십시오. 이 목록은 다음 항
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temp directory>/snowball-<random-character-string>/failed-
files파일 - 워크스테이션의 Snowball 클라이언트 폴더에 저장됩니다. Windows의 경우 이 임시 디렉토리
는C:/Users/<username>/AppData/Local/Temp. Linux와 Mac의 경우 임시 디렉토리는/tmp.

를 실행할 때 오류가 발견된 경우snowball validate명령을 사용하여 전송에 실패한 파일을 식별하고 오
류 메시지가 보고하는 문제를 해결한 다음 해당 파일을 다시 전송합니다. 유효성 검사 명령이 동일한 오류 메
시지와 함께 실패하면–f옵션을 사용하여snowball cp복사 작업을 강제하고 잘못된 파일을 덮어쓰려면 명
령을 사용합니다.

Snowball 클라이언트의 Java 힙 오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상황에서 Snowball 클라이언트에서 Java 힙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전송에 사용하는 물리적 워크스테이션이 최소 하드웨어 사양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Java 기반 리소스에 문제가 있는 경우

취할 조치

워크스테이션이 권장 하드웨어 사양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워크스테이션 사양 (p. 99)을 
참조하십시오. VM은 워크스테이션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Snowball 클라이언트는 Java 응용 프로그램이므로 워크스테이션이 최소 하드웨어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다른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설명과 같습니다.

Important

이러한 단계는 고급 문제 해결 단계입니다. 진행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 문의해 주십시오.AWS 
Support.

• 명령을 사용하여 명령과 연관된 작업자 스레드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w옵션은 다음 예와 같이 응용 프로
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전용 물리적 메모리의 양을 기준으로 합니다.

snowball -w 20 cp [source] [destination] —-recursive 

• Snowball 클라이언트 배치 파일 자체를 편집하여 Java 힙 크기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 응용 프로그
램에 사용할 수 있는 전용 물리적 메모리의 양과 이를 늘릴 수 있는 정확한 메모리 양을 알고 있는 경우에
만 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Snowball 클라이언트 배치 파일을 편집하려면

1. 터미널 창을 열고 Snowball 클라이언트를 중지합니다.
2. snowball.bat 파일로 이동합니다. Windows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 파일은 다음 경로에 저장됩니

다.C:\Program Files (x86)\SnowballClient\bin.
3. 열기snowball.bat파일을 늘리고-Xmx7G응용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전용 물리적 메모리 양에 

따라 7부터 더 높은 숫자까지의 값입니다.
4. 파일을 저장하고 Snowball 클라이언트를 다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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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댑터 문제 해결
다음 주제를 통해 Snowball용 Amazon S3 어댑터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댑터를 Snowball에 Connect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어댑터를 Snowball에 연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Unlock 명령을 실행한 터미널 세션은 연결을 설정하려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연결 명령을 시작하려면 보
조 터미널 창을 엽니다.

• 어댑터 엔드포인트는 Snowball의 IP 주소가 아니라 어댑터가 설치된 워크스테이션의 IP 주소를 사용합니
다.

어댑터의 자격 증명을 찾을 수 없는 경우
Snowball용 Amazon S3 어댑터를 통해 Snowball과 통신하는 경우AWS CLI라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Unable to locate credentials. You can configure credentials by running 
"aws configure".

취할 조치

구성AWS자격 증명을 사용할 자격 증명AWS CLI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명령을 실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
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구성AWSCommand Line Interface의AWS Command Line Interface사용 
설명서.

작업 가져오기 문제 해결
Amazon S3 S3로 파일을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지정된 작업을 시도하십시오. 파일 가져오기가 실패하면 가져오기를 다시 시도합니다. 다시 가져
오려면 Snowball에 대한 새로운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객체 이름의 잘못된 문자로 인해 Amazon S3 S3로 파일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파일 또는 폴더 이름에 Amazon S3 지원하지 않는 문자가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Amazon S3 S3
에는 객체 이름에 포함될 수 있는 문자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객체 키 명명 지침 단원을 참
조하십시오.

취할 조치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작업 완성 보고서에서 가져오기에 실패한 파일 및 폴더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경우에 따라 이 목록은 엄청나게 크거나 목록의 파일이 너무 커서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
우 새 Snowball 가져오기 작업을 생성하고, Amazon S3 규칙에 맞게 파일 및 폴더 이름을 변경하고, 파일을 
다시 전송해야 합니다.

파일이 작고 수가 많지 않은 경우 를 통해 Amazon S3 복사할 수 있습니다.AWS CLI또는AWS Management 
Console.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S3 버킷에 파일 및 폴더를 업로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
까?의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사용

작업 내보내기 문제 해결
워크스테이션에 파일 내보내기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지정된 작업을 시도하십시오. 파일 내보내기가 실패하면 내보내기를 다시 시도합니다. 다시 내보
내려면 Snowball에 대한 새로운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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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Windows Server로 파일 내보내기 실패

파일 또는 관련 폴더가 Windows가 지원하지 않는 형식으로 이름이 지정된 경우 Microsoft Windows Server
로 파일 내보내기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일 또는 폴더 이름에 콜론(:)이 있는 경우 Windows가 
파일 또는 폴더 이름에 해당 문자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보내기가 실패합니다.

취할 조치

1. 오류의 원인인 이름의 목록을 만듭니다. 내보내기에 실패한 파일 및 폴더의 이름은 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콘솔에서 Job 완료 보고서 및 로그 가져오기 (p. 44)을 참조하십시오.

2. Amazon S3 문제를 일으키는 객체의 이름을 변경하여 지원되지 않는 문자를 제거하거나 교체합니다.
3. 이름 목록이 엄청나게 크거나 목록의 파일이 너무 커서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객체에 대

해 특히 새 내보내기 작업을 생성합니다.

파일이 작고 수가 많지 않은 경우 Amazon S3 이름이 바뀐 객체를 복사합니다.AWS CLI또는AWS 
Management Console.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S3 버킷에서 객체를 다운로드하려
면?의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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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Job 관리 API 참조입니다.AWS 
Snowball

AWS Snowball에 대한 작업 관리 API는 HTTP(RFC 2616)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입니다. 이 
RFC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ETF 웹 사이트의 HTTP (RFC 2616) 를 참조하십시오. 작업 관리 API를 호출할 
때마다 작업을 관리하려는AWS 리전 지역별 작업 관리 API 엔드포인트에 HTTP 요청을 보냅니다. API에서
는 HTTP 요청/응답 본문에 대해 JSON(RFC 4627) 문서를 사용합니다.

Note

미국 지역 내에서 작업을 나열하거나 주소를 설명하기 위해 API를 호출하면 해당 계정에 대한 미국 
내 모든 작업 또는 주소가 각각 반환됩니다.

Snowball용 작업 관리 API는 고정된 작업 세트가 있고 각 작업의 구문이 사전 상호 작용 없이 클라이언트에 
알려지는 RPC 모델입니다. 아래에서 작업 이름이 사용자 코드에 표시되지 않는 추상 RPC 표기법을 사용하
여 각 API 작업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각 작업에 대해 주제는 HTTP 요청 요소에 대한 매핑을 지정
합니다.

지정된 요청이 매핑되는 특정 작업 관리 작업은 요청 메서드(GET, PUT, POST 또는 DELETE)와 요청-URI가 
일치되는 다양한 패턴의 조합에 따라 결정됩니다. 작업이 PUT 또는 POST인 경우 Snowball은 요청 본문의 
요청 URI 경로 세그먼트, 쿼리 파라미터 및 JSON 객체에서 호출 인수를 추출합니다.

작업 이름 (예:) 은 회선에 표시되지 않지만 이러한 작업 이름은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IAM) 정책에서 의미가 있습니다.CreateJob 작업 이름은 명령줄 도구 및AWS SDK API 요소의 명령 이름
을 지정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AWS CLI(AWS Command Line Interface) 명령 create-job은
CreateJob 작업에 매핑됩니다. 작업 이름은 Snowball API 호출의 CloudTrail 로그에도 표시됩니다.

AWS CLI전화를 걸 지역을 지정하는 것을AWS CLI 포함하여 설치 및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Command Line Interface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Note

작업 관리 API는 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AWS Snow 패밀리 관리 콘솔기능인 Snowball용 
작업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Snowball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하여 로컬로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Snowball 클라이언트 또는 Snowball용 Amazon S3 어댑터
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Snowball을 사용한 데이터 전송 (p. 52)을 참조하세요.

API 엔드포인트
API 엔드포인트는 API 호출에 대한 HTTP URI에서 호스트로 사용되는 DNS(Domain Name Service) 이름입
니다. 이러한 API 엔드포인트는 리전별로 고유하며 다음과 같은 형식을 사용합니다.

snowball.aws-region.amazonaws.com

예를 들어, 미국 서부 (오레곤) 리전에 대한 Snowball API 엔드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snowball.us-west-2.amazonaws.com

AWS Import/ExportSnowball에서 지원하는 목록 (작업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위치) 은 의AWS 리전 를 
참조하십시오 AWS 일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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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API 엔드포인트는 API 호출 시 액세스할 수 있는 Snowball 리소스의 범위를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여ListJobs 작업을 호출하면 계정에 생성된 미국 서부 (오레곤) 지역의 작업 목
록이 표시됩니다.

API 버전
호출에 사용되는 API 버전은 요청 URI의 첫 번째 경로 세그먼트로 식별되며 형식은 ISO 8601 날짜입니다. 
이 문서에서는 API 버전 2016-06-30에 대해 설명합니다.

API 권한 정책 참조
Snowball용 작업 관리 API를 사용하여 작업을 생성하려면 다음 정책이 필요합니다.

작업 생성을 위한 역할 신뢰 정책

작업 관리 API를 사용하여 작업을 생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신뢰 정책이 필요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Sid": "", 
      "Effect": "Allow", 
      "Principal": { 
        "Service": "importexport.amazonaws.com" 
      }, 
      "Action": "sts:AssumeRole", 
      "Condition": { 
        "StringEquals": { 
          "sts:ExternalId": "AWSIE" 
        } 
      } 
    } 
  ]
}

Note

신뢰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 설명서에서 역할 수정을 참조하세요.

가져오기 작업 생성을 위한 역할 정책

가져오기 작업을 생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역할 정책이 필요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3:GetBucketLocation", 
                "s3:ListBucketMultipartUploads" 
            ], 
            "Resource": "arn:aws:s3:::*" 
        }, 
        { 
            "Effect": "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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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on": [ 
                "s3:GetBucketPolicy", 
                "s3:PutObject", 
                "s3:AbortMultipartUpload", 
                "s3:ListMultipartUploadParts", 
                "s3:PutObjectAcl" 
            ], 
            "Resource": "arn:aws:s3:::*" 
        }, 
        { 
            "Effect": "Allow", 
            "Action": [ 
                "snowball:*" 
            ], 
            "Resource": [ 
                "*" 
            ] 
        } 
    ]
}

내보내기 작업 생성을 위한 역할 정책

내보내기 작업을 생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역할 정책이 필요합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3:GetBucketLocation", 
        "s3:GetObject", 
        "s3:ListBucket" 
      ], 
      "Resource": "arn:aws:s3:::*" 
    }, 
    { 
       "Effect": "Allow", 
       "Action": [ 
         "snowball:*" 
       ], 
       "Resource": [ 
         "*" 
       ] 
    } 
  ]
}

작업 생성을 위한 Amazon S3 버킷 정책 원칙

Snowball과 함께 사용하는 Amazon S3 버킷에 위임된 역할의 역할 세션 이름을 나열해야 하는 버킷 정책
이 있는 경우 해당 정책에 식별하는 보안 주체를 지정해야 합니다AWSImportExport-Validation. 다음 
Amazon S3 버킷 정책 예시는 그 방법을 실행하는 방법을 실행하는 방법을 실행하는 방법을 실행하는 방법
을 실행하는 방법을 실행하는 방법을 실행하는 방법을 실행하는 방법을 실행하는 방법을

Example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Sid": "Allow AWS Snowball To Create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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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제

  "Effect": "Deny", 
  "NotPrincipal": { 
   "AWS": [ 
    "arn:aws:iam::111122223333:role/rolename", 
    "arn:aws:sts::111122223333:assumed-role/rolename/AWSImportExport-Validation", 
    "arn:aws:iam::111122223333:root" 
   ] 
  }, 
  "Action": "S3:*", 
  "Resource": ["arn:aws:s3:::examplebucket/*"] 
 }
}

이 정책 예에서는 NotPrincipal 요소로 지정한 보안 주체만 제외하고 모든 보안 주체에 대한 액세스를 거
부합니다.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NotPrincipal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NotPrincipal.

관련 주제
• AWS Snowball AP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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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록
• API 버전: 최신
• 최신 문서 업데이트: 2018년 7월 11일

다음 표에는 AWS Snowball의 최신 릴리스가 발표된 이후(2018년 7월 이후) 이 설명서에서 변경된 중요 사
항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업데이트에 대한 알림을 받으려면 RSS 피드를 구독하시면 됩니다.

Note

1세대 80TB Snowball 디바이스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데이터 전송 작업에 Snowball 
Edge 스토리지 최적화 디바이스를 사용하십시오.

변경 사항 설명 날짜

문제 해결 콘텐츠 개선 (p. 114) 문제 해결에 관한 장이 업데이트 
및 재구성되었습니다.

2018년 7월 11일

다음 표에는 AWS Snowball의 최신 릴리스가 발표된 이후(2018년 7월 이전) 이 설명서에서 변경된 중요 사
항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변경 사항 설명 변경 날짜

인도 운송업체 변경 인도의 운송업체는 이제 Blue Dart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Snowball에 대한 배송 고려 사항 (p. 72)을 참조하세요.

2018년 4월 4일

NewAWS 리전지원 AWS Snowball이제 아시아 태평양 (싱가포르) 리전에서 이 
지원됩니다. 배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
시오.AWS 리전, 참조AWS Snowball에 대한 배송 고려 사
항 (p. 72).

2018년 3월 1일

NewAWS 리전지원 AWS Snowball이제 유럽 (파리) 리전에서 이 지원됩니다. 배
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AWS 리전, 참
조AWS Snowball에 대한 배송 고려 사항 (p. 72).

2017년 12월 18일

작은 용량 파일의 
전송 속도 향상

이제 을 사용하여 작은 용량의 파일을 자동으로 배치 처리하여 
전송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batchSnowball 클라이언트 
복사 명령의 옵션입니다. Amazon S3 S3으로 가져오면서 자동
으로 압축이 풀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snowball cp 명령에 대한 
옵션 (p. 59)을 참조하세요.

2017년 11월 14일

NewAWS 리전지원 AWS Snowball이제 아시아 태평양 (도쿄) 리전에서 이 지원
되고 리전별 배송 옵션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Snowball에 대한 배송 고려 사항 (p. 72)을 참조하세요.

2017년 9월 19일

NewAWS 리전지원 AWS Snowball이제 남아메리카 (상파울루) 리전에서 이 지
원되고 리전별 배송 옵션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Snowball에 대한 배송 고려 사항 (p. 72)을 참조하세요.

2017년 8월 8일

NewAWS 리전지원 AWS Snowball이제 캐나다 (중부) 리전에서 이 지원되고 리전
별 배송 옵션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Snowball에 
대한 배송 고려 사항 (p. 72)을 참조하세요.

2017년 2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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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설명 변경 날짜

문서 업데이트 오른쪽 탐색이 명확성과 일관성을 위해 업데이트되었으며, 리
전별 제한 섹션이 추가되었습니다.

2017년 5월 8일

이제 하둡 분산 파
일 시스템(HDFS) 
사용자 지정 구성 
파일 읽기가 지원됩
니다.

이제 새로운 을 사용하여 HDFS 사용자 지정 구성 XML 파일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hdfsconfigSnowball 클라이
언트에 대한 옵션cp명령.

2017년 2월 8일

이제 하둡 분산 파
일 시스템(HDFS) 
클러스터(버전 2.x)
에서 데이터 가져오
기가 지원됩니다.

이제 Snowball을 통해 HDFS 클러스터 (버전 2.x) 에서 
Amazon S3 S3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016년 9월 30일

이제 프로그래밍 방
식의 작업 관리 및 
데이터 전송이 지원
됩니다.

이제 Snowball을 사용하여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작업을 관
리하고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Snowball용 작업 관리 
API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하십시오.AWS 
SnowballAPI 참조. Snowball용 Amazon S3 어댑터를 사용하
여 Amazon S3 REST API 작업을 호출하여 Snowball과 함께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원을 참조
하십시오.Snowball용 Amazon S3 어댑터를 사용한 데이터 전
송 (p. 63).

2016년 8월 11일

이제 유럽 연합 (프
랑크푸르트) 에서 
Snowbal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에서 작업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유럽(프랑
크푸르트)AWS Management Console. 자세한 내용은 AWS 
Snowball에 대한 배송 고려 사항 (p. 72)을 참조하세요.

2016년 7월 25일

이제 인도에서 
Snowbal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 태평양 (뭄바이) 리전에서 Snowbal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Snowball에 대한 배송 고려 사
항 (p. 72)을 참조하세요.

2016년 6월 27일

이제 새로운 버전으
로 Snowball 을 사
용할 수 있습니다
AWS 리전새로운 
스토리지 용량 옵션
이 제공됩니다.

이제 아시아 태평양 (시드니), 아시아 태평양 (시드니), 아시아 
태평양 (시드니), 아시아 태평양 (시드니), 아시아 태평양 (시
드니), 아시아 태평양 (시드니), 아시아 태평양 (시드니) 리전에
서 Snowball 이용 가능AWS GovCloud(우리). 자세한 내용은
AWS Snowball에 대한 배송 고려 사항 (p. 72)을 참조하세요. 
Snowball은 또한 모든 리전에서 새로운 80TB 모델로 제공되
며, 50TB 모델은 미국 리전에서만 제공됩니다.

2016년 4월 19일

AWS Snowball에 
대한 내보내기 도입

이제 Snowball을 사용하여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에서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2016년 2월 29일

하드웨어 업데이트: 
SFP+ 광학 인터페
이스

Snowball 디바이스는 구리 인터페이스보다 약간 더 우수한 신
호 무결성을 제공하지만 그 밖에는 동일한 고성능을 공유하는 
새로운 SFP+ 광학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도록 업데이트되었습
니다. 이 날짜 이전에 Snowball을 수령한 경우 이 네트워크 인
터페이스 옵션이 없습니다.

2015년 11월 18일

AWS Snowball 소
개

AWS Snowball은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으로 가져오기 위한 데이터 전송 서비스입니다. Snowball
을 사용하면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서 Amazon S3 S3으로 
수백 테라바이트 또는 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
니다.

2015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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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