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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에 AWS가 서울 리전(Seoul Region)을 발표한 지도 1년이 다 되어 간다. 해

외 리전만을 사용해야 했던 작년과는 환경이 많이 바뀌었으며, 서울 리전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되었다. 역자가 활동하고 있는 페이스북 AWS 

사용자 그룹의 가입자 수를 보더라도 현재 8,000명 이상으로 1월에 비해 세 배 이상 증

가하였고, 활동하시는 회원들도 많아졌다.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사용하고 계신 분들

이 많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한, 글로벌 서비스를 고려하는 공공 기관뿐만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규모의 기업까

지 AWS 사용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AWS를 도입하여 사용하

고 있지만 아직도 어떻게 사용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

다. AWS 공식 사이트에서 문서를 제공하고 있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접근이 조

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구글 검색을 해봐도 사실 입맛에 맞는 정보들이 그리 많지 않

다. 이런 상황에서 이 책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단, AWS를 활용하여 

기존 시스템을 마이그레이션하거나 구성된 AWS 인프라 구성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면 다른 책을 권하고 싶다. 하지만 AWS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기본이 되

는 서비스들을 중심으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실제 관리 콘솔의 화면을 보면서 

실습을 한다거나, CLI를 통해 AWS 서비스를 활용하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이 

책은 AWS 사용에 기초가 되는 가입과 결제 관련 내용부터 AWS 서비스의 관리 콘솔

을 통한 설정, 그리고 CLI를 사용하여 관리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또

옮긴이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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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제 관리 콘솔 화면과 CLI 실행 예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실습을 하면서 공

부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각 장이 서비스별

로 나뉘어 있으며,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찾아 볼 수 있고, AWS의 공식 문서와 함께 

본다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을 통해 AWS 기본을 다지고 다

른 서비스들도 활용하여 클라우드의 장점을 많이 활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감사의 말

저의 다섯 번째 책 출간을 위해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부

족한 저에게 매번 번역할 기회를 주시고 원고 다듬기나 일정 조정에 도움을 주시는 제

이펍 출판사의 장성두 실장님과 이주원 님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언제나 꼼꼼히 편집

해 주시는 김수미 님께도 고마움을 전한다.

또한 저희 MegaZone의 이주완 대표님, SA 팀의 여현구, 홍승형, 이현호, 백철현, 정

만성, 연영웅, 양영수, 이주영, 장문기, 김재윤 매니저님 그리고 서포트 팀의 강은성, 양

승일 매니저님의 도움에 감사한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바쁜 남편을 위해 응원해 준 아내와 언제나 아빠를 찾는 첫째 

지민이, 둘째 지유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옮긴이 박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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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AWS(Amazon Web Services)의 입문서로 집필되었다. 오늘날 SaaS(Software as a 

Service)나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세

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용자와 정보가 있는 서비스가 바로 AWS다. 그런데도 처음 시작

할 때는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기가 어렵다. 또한, 이 책을 쓰는 중

에도 여러 서비스가 출시되어 지금까지 어려웠던 문제를 쉽게 구현할 수 있게 되거나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한 예로, 이 책을 집필할 당시에는 AWS 관리 콘솔

이 영문은 물론 일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마도 머지않아 한글 메뉴의 관

리 콘솔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실전 입문서라는 특징을 가졌으며, 그중 하나로 AWS CLI(AWS Command 

Line Interface)로 실행한 내용을 담고 있다. AWS CLI를 다루는 이유는 AWS의 큰 장점 

중 하나인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인프라 서비스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함이다. 관리 콘

솔을 통한 조작도 직관적이고 편리하겠지만, 각 서비스를 명령어나 API로 조작함으로

써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구축 및 구성 변경, 장애 대응이 가능하게 되어 속도와 편

리함을 가진 인프라를 구현할 수 있다.

이런 AWS의 장점들을 설명하는 이 책의 집필진 중에는 AWS 최상위 컨설팅 파트너

와 세미나에서 AWS 도입 사례로 여러 번 소개되었던 대규모 AWS 시스템을 실제 운용

하는 엔지니어 분들도 있다. 그래서 AWS를 오래 사용하고 있는 여러 기업이 축적한 노

하우가 많이 담겨 있으니 독자 여러분은 이를 학습하고 응용하여 꼭 자신의 노하우로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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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지면 한계상 AWS의 모든 서비스를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 책에서는 AWS를 사

용하는 데 필요한 기본 개념과 각 서비스의 특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AWS의 진정한 매력과 사용법을 충분히 익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을 지탱하는 인프라 대부분의 관리는 AWS에 맡기고 독자 여러분들은 더욱 생

산적이고 유용한 시간을 확보하기 바란다.

감사의 말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다. 이 책을 쓸 기회를 주신 샤논의 후

지쿠라 카즈아키 님, 바쁜 와중에도 같이 책을 써 주신 핸즈라보의 이마이 토모아키 

님, 클라우드팩(CloudPack)의 미우라 사토루 님, 산산(Sansan)의 마세 테츠야 님, 서버 워

크스의 야나세 히데아키 님과 나가후치 쿄코 님, 그리고 몇 번이고 마감 날짜를 맞추

지 못했지만 항상 격려해 주시고 끝까지 도와주신 기술평론사의 스노하라 마사히코 님

에게 정말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집필하느라 휴일도 함께 보내지 못했는데 늘 나를 응원해 준 아내와 공

저자들의 가족, 친구, 회사 동료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은이 대표

타테오카 마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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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욱(카이스트)

책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매우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 AWS를 처음 접하는 입문자

들에게 정말로 친절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단계별로 설명하는 책의 구도를 

보면서 마치 수업에서 직접 코치를 받는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일단 책의 내용은 매우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으나, 책의 내용 전체에서 그림과 캡처 

이미지가 많은 것이 장점이자 단점으로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어떤 순서

로 동작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설정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서 매우 자세

히 설명하고 있어 책을 읽는 내내 머릿속으로 손쉽게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입문자들

이 읽기에 정말로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영(한국정보공학D&S)

2013년에 AWS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턴일 때 미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자료가 

부족하여 상당히 진땀을 뺀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 따라만 하

면 되는 안내서와도 같은 책을 접하니 감회가 무척 새롭습니다. 독자의 한 사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한글로 잘 안내된 이번 책을 즐겁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AWS에 

나만의 서버를 갖고 싶으시다면, 그저 책을 펼치시고 AWS의 12개월 프리 티어 액세스 

권한과 함께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됩니다!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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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승헌(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 코리아)

요즘에는 소규모의 스타트업이든 글로벌 규모의 대기업이든 아마존 웹 서비스(AWS)를 

자사의 인터넷 인프라로 사용하지 않는 곳을 찾기 힘듭니다. 그만큼 AWS는 공공재가 

되었고, IT에 종사하는 엔지니어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기술 스택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 책은 AWS 핵심 서비스들에 관한 실전 가이드로서 콘솔과 CLI를 통한 

다양한 예제와 함께 기본적인 소양을 쌓는 데 손색이 없습니다.

워낙 실시간으로 바뀌는 아마존이다 보니 번역하시는 분이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번역서라 다소 딱딱한 느낌이 없지는 않지만, 실전 트레이닝을 통한 기술 지식을 함양

하는 서적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핵심 서비스들의 A to Z를 다루진 않았지만, ‘꼭 알

아야 할 것’들이 잘 담겨 있네요! 재미있게 잘 봤고, 개인적으로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챙겨 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박성욱(SK Planet)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을 갖추고 싶다면 더 좋은 솔루션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루 만

에 AWS로 서비스 환경 준비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지침서인 것 같습니다.

창업을 위한 환경 구축이나 기존에 제공 중인 서비스의 인프라 비용 효율화를 위해서

도 딱 좋은 가이드입니다. 골머리 썩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친절하고 유용한 도우

미와 같은 책이었습니다. 추천해 드립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실무에 차근차근 활

용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현(SI 개발자)

책에 나온 그대로 따라만 해도 AWS의 수많은 기능이 진행될 수 있게끔 자세하게 설명

되어 있습니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의 이해도가 충분하다면 이 책을 통해서 높은 

성능의 서버 구성도 무난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약간 아쉬운 부분은 각 챕터별 

메뉴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책은 맞네요. 인프라에 대한 지식

이 있는 초중급 이상의 분들이 보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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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곤(우분투 한국 커뮤니티 소속 마이크로소프트 MVP)

책 내용이 필수적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AWS를 처음 접하는 분들

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CLI 명령어를 활용해서 AWS를 사용하는 방

법을 함께 소개하고 있으므로 ‘Chef, Ansible’ 등을 활용해서 인프라 자동화를 구축하

려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CLI 기반 명령어를 함께 소개하고 있어서 엄청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CLI 기반 명령어 관련해서 깃허브의 gist나 스

크립트 예제를 함께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Beta  
R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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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WS Management Console에 관하여

이 책은 2016년 9월 현재, 서울 리전(region, 지역)의 환경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다.

 ✚ AWS Management Console 메뉴 표기에 관하여

본문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Create Key Pair 버튼을 클릭하면 키 쌍을 입력하는 대화상자가 나오며, Key pair 

name에 ‘my-keypair’라고 입력하고 Create 버튼을 누른다(그림 2.1). 비밀 키 다운로

드가 시작되며, 파일명을 ‘my-keypair.pem’ 이름으로 알기 쉬운 장소에 저장한다. 

공개 키는 AWS 쪽에 보관하며,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사용한다.

고딕 계열 서체로 표시된 부분은 관리 콘솔(management console) 안에서 값을 입력할 

수 있는 항목(예: Key pair name) 또는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나 버튼(예: Create 버튼) 등

을 나타낸다. 또한, 입력 값은 ‘ ’ 안에 표시한다(예: ‘my-keypair.pem’).

 ✚ 실행 결과에 관해서

실행 결과를 부연 설명하는 표 등이 있을 때 그 안의 항목이 실행 결과 그림 내에 전

부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실행 결과의 화면 전체를 표시하지 않고, 일

부분만을 표시했기 때문이다.

AWS	이용	시	주의	사항





1
Chapter

AWS 기본 지식



Chapter 1  AWS	기본	지식2  

AWS(Amazon Web Services)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클라우드 서비스다. 이 장

에서는 이 AWS의 전체적인 설명과 이 책에서 다루는 서비스에 관해 간단하게 설명한다.

1.1 AWS의 개요

AWS주1는 Amazon.com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웹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이다. AWS는 가상 서버를 제공하는 EC2나 매우 높은 내구성을 자랑하

는 웹 스토리지 S3 등을 서비스 단위로 제공하고 있다. 2004년 11월에 일반인에게 서비

스를 공개하였으며, 2016년 4월 현재는 50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성장했

다(그림 1.1). 이 책에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서비스에 관하여 실전적인 사용법을 

설명한다.

웹 인터페이스
관리 콘솔

인증 & 액세스
IAM

Identity Federation
Consolidated Billing

배포 & 자동화
AWS Elastic Beanstalk
AWS CloudFormation

모니터링

Amazon CloudWatch

AWS 글로벌 인프라 구조
(리전, 가용 영역, 에지 로케이션)

콘텐츠 전송

Amazon CloudFront

메시징
Amazon SNS
Amazon SQS
Amazon SES

검색
Amazon CloudSearch

분산 컴퓨팅
Elastic MapReduce

컴퓨터
Amazon EC2
Auto Scaling

스토리지
Amazon S3

Amazon Glacier
Amazon EBS

Amazon Storage Gateway
 

데이터베이스
Amazon RDS

Amazon DyamoDB
Amazon SimpleDB

Amazon ElastiCache

네트워크
Amazon VPC

Elastic Load Balancing
Amazon Route53

AWS Direct Connect

 그림 1.1   AWS 서비스 전체 구성도

주1 http://aws.amaz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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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일단 AWS의 특징을 설명하고, 다음으로 이 책에서 다루는 서비스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AWS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로 가입 방법에 관해 설명한다.

AWS의 특징

사용자가 무엇보다 AWS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	 많은 서비스

•	 유연한 리소스

•	 종량 과금

 ✚ 많은 서비스

AWS에서는 가상 서버를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서비스(EC2) 이외에 DNS 서비스

(Route53)와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서비스 등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중에는 인프라와 패치 등의 관리를 AWS가 대신 해주는 관리 서비스(management 

service)라는 서비스가 있다. 방금 이야기한 DNS 서비스와 콘텐츠 전송 서비스는 종합 

관리 서비스(full management service)다. 이러한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부하 분산을 통한 

신뢰성 높은 시스템을 손쉽게 만들고 운용할 수 있다.

 ✚ 유연한 리소스

AWS 리소스(resource)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필요한 

만큼’이란, 서버 대수나 사양을 유연하게 만들고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쇼핑몰을 운용한다고 하자. 그 쇼핑몰에서 이벤트를 시행하면 

평소보다 많은 사용자가 접속할 것이다. 이런 경우 평소 서버 리소스로는 트래픽을 처

리할 수 없겠지만, AWS 환경에서는 이벤트 기간에만 서버 리소스를 늘릴 수 있다. 또

한, 이벤트가 끝나고 트래픽이 줄어들었다면 늘렸던 리소스를 다시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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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량 과금

기본적으로 AWS 과금 모델은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종량 과금 정책을 가

지고 있다. 필요할 때 사용한 만큼만 내면 되므로 비용 효율 면에서 유리하다. 위에서 

말한 쇼핑몰 예제에서도 늘렸던 리소스에 대해서는 사용한 만큼만 내면 된다. 

1.2 AWS 기본 개념과 이 책에서 다루는 서비스

이 책에서 다룰 서비스를 설명하기 전에 AWS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인 리전

(region), 가용 영역(availability zone), 에지 로케이션(edge location)에 관해 설명한다. 이 설

명이 끝난 후에 서비스에 관해서 설명하겠다.

AWS 기본 개념

 ✚ 리전

AWS 전체에 관련된 개념으로 리전이 있다. 리전이란, AWS의 각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을 뜻한다. 예를 들어, 서울(Seoul 리전)이나 미국 동부(US East 리전) 등 2016년 9월 

현재 전 세계에는 13개의 리전이 있다(그림 1.2). 

또, 리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르므로 사용하고 싶은 리전에서 서비스

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최신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미국 리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순차적으로 다른 리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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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   글로벌 리전   출처 	http://aws.amazon.com

 ✚ 가용 영역

다음으로는 가용 영역이라는 개념이 있다. 가용 영역은 독립된 데이터 센터라고 말할 

수 있으며, 모든 리전에 반드시 두 개 이상의 가용 영역이 존재한다(그림 1.3). 그 이유는 

가용성을 위한 것으로, 하나의 가용 영역이 천재지변이나 장애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더라도 다른 가용 영역에서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설계

로 AWS의 가용성은 확보되고, 사용자도 안정한 시스템을 손쉽게 구축할 수 있다.

AWS

리전

가용 영역 가용 영역

가용 영역

리전

가용 영역 가용 영역

가용 영역

 그림 1.3   가용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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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용 영역 사이에는 고속 회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DB의 마스터와 

슬레이브를 가용 영역으로 분리해도 마스터의 갱신을 슬레이브에 반영하는 데 많은 지

연 없이 동기화할 수 있다.

 ✚ 에지 로케이션

마지막으로, 에지 로케이션이라는 개념이다. 에지 로케이션은 콘텐츠 전송 서비스인 

CloudFront 및 DNS 서버 서비스인 Route53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2016년 9월 현

재 전 세계 60개의 에지 로케이션이 있는데, 한국에는 두 개, 일본에는 세 개의 에지 

로케이션이 있다(그림 1.4).

 그림 1.4   아시아 태평양 에지 로케이션

예를 들어, CloudFront로 콘텐츠를 전송할 때 에지 로케이션이 사용자와 가까운 곳

에 있으면 빠른 전송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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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다루는 서비스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AWS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에서 모든 서비스

를 설명할 수는 없으므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설명

하겠다. 이 책에서 다룰 서비스는 표 1.1과 같다.

 표 1.1   이 책에서 다룰 AWS의 서비스

서비스 개요 장

EC2 서버를	자유롭게	생성할	수	있는	서비스	 2~3장

Route53 SLA	100%	DNS	서비스 4장

VPC 논리적인	가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서비스 5장

S3 아주	높은	내구성을	가진	웹	스토리지	서비스 6장

CloudFront 콘텐츠를	전	세계로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 6장

RDS OS	및	패치	등의	관리가	필요	없는	RDB 7장

ELB 자동으로	스케일	인,	스케일	아웃이	가능한	고가용성을	가진	

로드	밸런서	서비스

8장

CloudWatch 여러	AWS	서비스의	감시와	모니터링을	하는	서비스 9장

IAM 사용자와	사용자의	권한을	관리하는	서비스 10장

Billing AWS	비용	관리와	분석을	하는	서비스 11장

1.3 AWS 가입

AWS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계정을 만드는 순서

를 간단하게 설명한다. 계정을 생성할 때에는 메일 주소, 신용카드, 전화번호 등이 필

요하므로 미리 준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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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가입 순서

AWS 가입은 아래의 순서로 진행된다.

1. 브라우저로 https://console.aws.amazon.com/에 접속한다.

2.  로그인 또는 AWS 계정 만들기 화면에서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항목에 자신의 

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새 사용자입니다.’를 선택한 후에 ‘보안 서버를 사용하

여 로그인’ 버튼을 클릭한다.

3.  로그인 자격 증명 화면에서 이름,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계정 생

성’ 버튼을 클릭한다.

4.  연락처 정보 화면에서 전체 이름, 회사명, 전화번호, 보안 확인 등을 입력하

고, ‘계정을 만들고 계속 진행’ 버튼을 클릭한다.

5. 결제 정보 화면에서 신용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고 ‘계속’ 버튼을 클릭한다.

6.  ID 확인 화면에서 전화번호를 입력한다. 잠시 기다리면 AWS에서 자동화 시스

템을 통해 전화가 오고, 화면에 표시된 PIN 코드를 전화에 입력한다(그림 1.5). 

ID 확인이 완료되면 ‘지원 계획 선택 계속’ 버튼을 클릭한다.

7. 계획 지원 화면에서 기본(무료)을 선택하고 ‘계속’ 버튼을 클릭한다.

 그림 1.5   ID 확인 화면에서 PIN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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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가입이 완료되었다.

관리 콘솔 시작 

가입을 완료하면 ‘Amazon Web Services 사용을 환영합니다.’ 화면으로 이동한다. ‘콘

솔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열리고, 방금 등록한 메일 주소와 비밀번

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할 수 있다. 

1.4 정리

이 장에서는 AWS의 개요와 이 책에서 다룰 서비스에 관해 설명했다. 또한, AWS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계정도 생성하였다. 이제 다음 장부터 AWS를 직접 사용해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