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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AWS는 어떤 제안, 계약, 약속 또는 보증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혜택은 AWS의 단독 재량이며 별도의 통지 없이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AWS와 AWS 고객 및/또는 

APN 파트너 간 계약의 일부가 아니며, 이를 수정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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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AWS 컴피턴시 프로그램의 목표는 전문 솔루션 영역에서 기술적 숙련도와 고객 성과를 입증한 AWS 파트너 네트워크 

파트너(‘APN 파트너’)를 인증하는 것입니다. 컴피턴시 파트너 검증 체크리스트(이하 “체크리스트”)는 AWS 컴피턴시에 지원할 

의사가 있는 APN 파트너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 체크리스트에는 AWS 컴피턴시 프로그램에 선정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요건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정 컴피턴시에 지원하는 APN 파트너는 구체적인 역량에 대한 감사를 받게 됩니다. 

AWS 에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사내 전문가 및 타사를 활용합니다. AWS 는 언제든지 이 문서의 내용을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대 사항 
모든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도 AWS 컴피턴시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하기 전에 APN 파트너는 이 문서를 상세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먼저 AWS 파트너 개발 담당자(“PDR”) 또는 AWS 파트너 

개발 관리자(“PDM”)에게 문의하십시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PDR/PDM 이 프로그램 사무실에 연락할 것입니다. 

 

프로그램 신청서 제출이 준비되면 APN 파트너는 이 문서에서 아래에 설명된 체크리스트의 Partner Self-Assessment(파트너 

자체 평가) 항목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1. APN 파트너 센트럴(https://partnercentral.awspartner.com/)에 Alliance Lead 로 로그인합니다. 

2. 페이지 왼쪽에서 [View My APN Account]를 선택합니다. 

3. “Program Details” 섹션으로 스크롤을 이동합니다. 

4. AWS Competency 옆에 있는 “Update”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5. 프로그램 신청서를 작성하고 “Submit”을 클릭합니다. 

6. 작성한 자체 평가를 competency-checklist@amazon.com 으로 보냅니다.  

o 자체 평가 필수 기재 사항: 

▪ 솔루션 카테고리(제품 설계, 생산 설계, 생산 또는 운영) 

▪ 배포 유형(SaaS 또는 고객이 AWS 에 배포) 

▪ AWS 사례 연구에 대한 문서(아래 정의 참조) 

 

위 지침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면 PDR/PDM 에게 문의하십시오. 

 

AWS 는 5 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질문을 검토하고 회신하여 감사 일정을 잡거나 필요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APN 파트너는 이 체크리스트를 읽고,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자체 평가를 완료한 후, 감사 당일에 감사자와 공유할 객관적 

증거를 수집 및 정리해서 감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감사 기간에 AWS 의 요구 기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가능한 담당자를 둘 것을 권장합니다. 모범 사례는 APN 파트너가 

고급 기술을 보유한 AWS 공인 엔지니어/아키텍트 한 명 이상, 운영 및 지원 부분을 담당하는 운영 관리자, 회사 전반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비즈니스 개발 책임자가 감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APN 파트너는 감사 일정을 잡기 

전에 객관적 증거 자료 또는 기술 데모에 포함된 모든 정보를 감사자(AWS 또는 타사)와 공유하는 데 필요한 동의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http://aws.amazon.com/partners/competencies
https://partnercentral.awspartner.com/
mailto:competency-checklist@amaz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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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Microsoft 워크로드 컴피턴시 프로그램 

AWS Microsoft 워크로드 컴피턴시 프로그램(이하 ”AWS Microsoft 워크로드 컴피턴시” 또는 “컴피턴시”)에서는 고객이 

Microsoft 워크로드를 평가하고 AWS 로 마이그레이션할 때는 물론, AWS 에서 Microsoft 워크로드를 배포, 최적화 및 

현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APN 기술 파트너 상품을 식별하고 검증합니다. 관련 상품은 마이그레이션, 운영 최적화 및 

데이터/분석/기계 학습의 세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이러한 카테고리는 기능이라는 하위 카테고리로 더 세분화됩니다. APN 

파트너는 하나 이상의 카테고리를 통해 AWS 컴피턴시 프로그램에 지원 및 가입할 수 있습니다. 

AWS Microsoft 워크로드 컴피턴시 카테고리 

APN 파트너는 자사의 솔루션에 해당하는 세그먼트 카테고리 및 하위 카테고리(또는 카테고리)를 파악해야 합니다. 

 

1. Microsoft 워크로드 마이그레이션: 이 카테고리의 기술은 마이그레이션 이전 평가 및 계획을 수행하거나, Microsoft 

워크로드의 마이그레이션을 자동화 및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2. 운영 최적화: 이 카테고리의 기술은 보안, 가용성, 관리 효율성 같은 영역에서 AWS 의 Microsoft 워크로드를 최적화 및 

자동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3. 데이터 분석 및 기계 학습: 이 카테고리의 기술은 AWS 에서 데이터 분석 및 기계 학습을 수행하기 위해 Microsoft SQL 

Server 데이터를 준비/변환/분석/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표는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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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Microsoft 워크로드 컴피턴시 프로그램 사전 조건 

다음 항목은 AWS 컴피턴시 프로그램 관리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되거나 불완전한 정보는 기술 검증 검토 일정을 정하기 

전에 해결해야 합니다.  

1.0 APN 프로그램 요구 기준 해당 

여부(예/아니요) 

1.1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APN 파트너는 Microsoft 워크로드 컴피턴시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전에 프로그램 가이드라인과 

정의를 읽어야 합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프로그램 세부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1.2 APN 기술 

파트너 티어 

APN 파트너는 어드밴스드 티어 APN 기술 파트너여야 합니다   

1.3 솔루션 

카테고리 

APN 파트너는 자사의 솔루션에 해당하는 세그먼트 카테고리 및 하나 이상의 하위 카테고리를 

파악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 Microsoft 워크로드 마이그레이션 

 마이그레이션 이전 평가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마이그레이션 상태 

 모니터링 및 보고 

 

▪ Microsoft 워크로드 운영 최적화 

 보안 및 위협 관리 

 가용성 및 재해 복구 

 리소스 관리, 인벤토리/상태/비용 모니터링 및 보고 리소스 관리, 인벤토리/상태/비용 

모니터링 및 보고 

▪ Microsoft 워크로드에 대한 데이터 분석 및 기계 학습 

 데이터 통합 및 준비 

 플랫폼 솔루션 

 SaaS 및 API 솔루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및 시각화  

 데이터 거버넌스, 규정 준수 및 보안 

 

2.0 사례 연구 해당 

여부(예/아니요) 

2.1 Microsoft 

워크로드별 

사례 연구 

APN 파트너는 APN 파트너가 검토 대상 카테고리와 관련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최소 

4건의 사례 연구를 보유해야 합니다. AWS 마이그레이션, DevOps 또는 데이터 및 분석 컴피턴시에 

대한 검증을 이미 받은 APN 파트너의 경우, 검토 대상 카테고리와 관련된 기술을 Microsoft 

워크로드에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 연구에 대한 요구 조건이 최소 2건(공개 1건, 비공개 

 

https://s3-us-west-2.amazonaws.com/competency.awspartner.com/Templates/Partner+Guides/AWS+Competency+Guidlin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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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으로 축소됩니다.  검토 대상 카테고리가 둘 이상인 경우, 최소한 1건의 사례 연구에서 각 하위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APN 파트너는 각 사례 연구에 대하여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고객의 이름 

▪ 고객 당면 과제 

▪ 솔루션이 배포되어 문제를 해결한 과정  

▪ 사용한 타사 애플리케이션 또는 솔루션  

▪ 레퍼런스가 프로덕션에 투입된 날짜  

▪ 성과/결과 

▪ 솔루션 유형에 따라 특정 아키텍처 다이어그램, 배포 안내서 및 기타 자료(다음 섹션에 

설명되어 있음). 

이 정보는 APN 파트너 센트럴의 프로그램 신청 프로세스의 일부로 요청됩니다. 

제공된 4건의 사례 연구는 모두 기술 검증 단계에서 검토됩니다. APN 파트너가 각 체크리스트 

항목에 대한 사례 연구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제공할 수 없거나 체크리스트 항목 중 

충족되지 않은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사례 연구는 AWS 컴피턴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례 연구에서는 지난 18 개월 이내에 수행된 배포를 설명해야 하며, ‘파일럿’ 또는 개념 증명 

단계가 아니라 고객과 진행한 프로덕션 단계의 프로젝트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2.2 공개 사례 

연구 

컴피턴시가 승인되면 AWS 는 솔루션에서 측정 가능한 핵심 성과 지표(KPI)를 기반으로 입증된 

APN 파트너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고객에게 APN 파트너가 고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공개 사례 연구를 사용합니다. 

APN 파트너는 사례 연구와 관련된 고객 배포 4 건 중 2건을 공개 사례 연구로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공개 사례 연구는 공식 사례 연구, 백서, 동영상 또는 블로그 게시물의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개 사례 연구는 APN 파트너의 웹 사이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어야 하며(예: APN 파트너의 

홈페이지에서 공개 사례 연구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함), APN 파트너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러한 

공개 사례 연구에 대한 링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개 사례 연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고객 이름, APN 파트너 이름 및 AWS 

▪ 고객 당면 과제 

▪ 솔루션이 배포되어 문제를 해결한 과정 

▪ AWS 서비스가 솔루션의 일부로 사용된 방법 

▪ 성과/결과 

 

3.0 AWS Microsoft 워크로드 웹 보유 및 사고 리더십 해당 

여부(예/아니요) 

3.1 파트너 AWS 

마이크로사이트  

APN 파트너의 AWS Microsoft 워크로드 솔루션과 관련된 인터넷이 존재하면 고객에게 APN 

파트너의 역량 및 경험에 대한 확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PN 파트너에는 AWS Microsoft 워크로드 솔루션에 대해 설명하고,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사례 

연구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며, 기술 파트너십을 나열하고, Microsoft 워크로드와 관련된 파트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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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지식을 뒷받침하고 AWS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다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AWS 

마이크로사이트 페이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AWS 특정 Microsoft 워크로드 마이크로사이트는 APN 파트너의 홈페이지에서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APN 파트너가 Microsoft 워크로드 전문 회사이고 홈페이지가 APN 파트너가 

Microsoft 워크로드에 주력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경우가 아니면 홈페이지 자체는 AWS 

마이크로사이트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3.2  Microsoft 

워크로드 사고 

리더십 

 

AWS Microsoft 워크로드 컴피턴시 파트너는 AWS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여 클라우드 관리에 대한 심층적인 도메인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APN 파트너는 Microsoft 워크로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공개 자료(예: 블로그 게시물, 언론 기사, 동영상 등)를 보유해야 합니다. 최근 12개월 이내에 

발행된 자료의 예제에 대한 링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4.0 비즈니스 요구 기준 해당 

여부(예/아니요) 

4.1 제품 

지원/헬프 

데스크 

APN 파트너는 고객에게 웹 채팅, 전화 또는 이메일 지원을 통해 제품 지원을 제공합니다. 

증거 자료는 제품 또는 솔루션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제공되는 지원에 대한 설명의 형태여야 합니다. 

 

4.2 AWS 

Marketplace 에 

제품 등재 

APN 파트너는 AWS Marketplace 를 통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예 

 아니요 

‘예’인 경우 APN 파트너는 AWS Marketplace 등재 링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니요’인 경우 추가 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 AWS Marketplace 는 컴피턴시 획득을 위한 필수 항목이 아닙니다. 

 

4.3 배포 모델 APN 파트너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모든 배포 모델 옵션을 식별합니다. 

 AWS 에서 구동되는 SaaS 

 AWS 외부에서 구동되는 SaaS(마이그레이션용) 

 AWS 에서 BYOL 

 온프레미스에서 BYOL(마이그레이션용) 

 

5.0 APN 파트너 자체 평가 해당 

여부(예/아니요) 

5.1 AWS 

컴피턴시 

파트너 

프로그램 검증 

체크리스트 

자체 평가 

APN 파트너는 이 체크리스트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 APN 파트너는 체크리스트의 모든 섹션을 작성해야 합니다.  

▪ 작성된 자체 평가는 제목란에 “[APN Partner Name], Microsoft Workloads Competency 

Technology Partner Completed Self-Assessment”라고 쓴 다음 competency-

checklist@amazon.com으로 보내야 합니다. 

▪ APN 파트너는 이를 AWS에 제출하기 전에 파트너 솔루션스 아키텍트, PDR 또는 PDM가 

작성된 자체 평가를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APN 파트너의 AWS 팀이 업무 

협조를 잘해나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사 전에 파트너에게 필요한 내용을 조언함으로써 

검토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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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Microsoft 워크로드 컴피턴시 프로그램 검증 체크리스트 

다음 항목은 타사 감사자 및/또는 AWS 파트너 솔루션스 아키텍트가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되거나 불완전한 정보는 기술 검증 

검토 일정을 정하기 전에 해결해야 합니다. 

카테고리별 Microsoft 워크로드 기술 요구 기준 

APN 파트너 솔루션이 요구 기준을 충족하는지 설명하는 문서가 AWS 컴피턴시 자체 평가의 일부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Microsoft 워크로드 마이그레이션 

필요한 솔루션 기능 
해당 

여부(예/아니요) 

마이그레이션 

이전 평가 

기술 솔루션은 에이전트 기술 또는 에이전트 없는 기술을 사용하여 AWS 로 마이그레이션할 

워크로드를 자동으로 식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대한 Microsoft 워크로드 마이그레이션 이전 평가:  

o 온프레미스에서 Microsoft Windows 를 실행하는 서버 및 가상 머신 평가 

o Docker 컨테이너 평가(Windows Server 에서 실행되거나, 컨테이너가 .NET/.NET 

Core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경우) 

o .NET/.NET Core 애플리케이션 평가 

o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평가(SQL, 파일 시스템, Blob 등) 

o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마이그레이션 평가(Active Directory, OneDrive, Dynamics, 

Exchange 등) 

▪ 마이그레이션 이전 평가 보고서를 생성해야 합니다. 

각 워크로드를 고객이 지정한 AWS 리소스 그룹으로 전환 

 

마이그레이션 

기술 솔루션은 에이전트 기술 또는 에이전트 없는 기술을 사용하여 식별된 워크로드를 

자동으로 AWS 로 마이그레이션하거나 워크로드 마이그레이션의 일부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음 중 하나에 대한 Microsoft 워크로드 마이그레이션:  

o 가상 머신 마이그레이션 

o Docker 컨테이너 마이그레이션(Windows Server 에서 실행되거나, 

컨테이너가 .NET/.NET Core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경우) 

o .NET/.NET Core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o 데이터 마이그레이션(SQL, 파일 시스템, Blob 등) 

o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마이그레이션(Active Directory, OneDrive, Dynamics, Exchange 

등) 

▪ 마이그레이션의 어떤 단계가 성공하지 못할 경우 데이터 손실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이 

특정 시점으로 백업 및 롤백을 수행하는 기능  

▪ 재해 복구를 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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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최적화 

▪ 마이그레이션 후, 전환 및 소스 서버/인스턴스가 종료될 때까지 데이터를 동기화하기 위해 

차이 델타 동기화 수행 

▪ 각 워크로드를 고객이 지정한 AWS 리소스 그룹으로 전환 

 

마이그레이션 

상태 

기술 솔루션은 마이그레이션 중에 평가를 수행하여 다음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데이터 무결성 

▪ 애플리케이션 상태  

▪ 전반적으로 연결된 아키텍처 상태 평가 

 

모니터링 및 

보고 

기술 솔루션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마이그레이션 진행 상황 모니터링 

▪ 알림, 경고 및 오류 보고 

▪ 전체 마이그레이션 보고 

 

필요한 솔루션 기능 
해당 

여부(예/아니요) 

보안 

기술 솔루션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보안 태세 구성(역할 기반 액세스, 자격 증명 액세스 및 관리, 프록시/방화벽 구성, 라우팅, 

암호화 등) 

▪ DLP(데이터 손실 방지) 분석 제공 

▪ 네트워크 및 인스턴스 보안 태세(포트, 인증서, 보안 구성) 

▪ 네트워크 트래픽(가능한 공격 벡터)에 대한 위협 모델링 및 알림 

▪ 규정 준수(HIPAA, PCI, SOX 등) 

▪ 보안 태세 개선을 추천하는 기능 

▪ 소스 코드 점검 불량 사례, 메모리 누수, 데이터 정제화, 보안 문제 

 

가용성 

기술 솔루션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지속적 재해 복구 점검 (카오스 엔지니어링) 

o 확장성 

o 가용성 

o 데이터 무결성 및 복원력 

▪ 고가용성 문제 파악을 위한 리소스 분석. 

▪ 워크로드 변경에 따른 자동 확장 기능(축소 및 확장) 

 

관리 
기술 솔루션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다음의 인벤토리 목록 및 분석(Amazon EC2 인스턴스, 컨테이너, 서버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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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및 기계 학습  

o Microsoft 워크로드 자산 

o Microsoft 워크로드 구성 

o Microsoft 인프라 구성. 

▪ 다음의 자동 검색: 

o 네트워크 구성  

o 컴퓨팅 리소스(서버, 클러스터) 

o 스토리지 리소스(LUN, iSCSI 대상 등) 

o 데이터베이스(엔진, 구성, 버전, 호환성) 

▪ 인벤토리 변경 내역 분석(선택한 기간에 걸쳐) 

▪ 리소스 할당, 용량 사용률 분석 

▪ 지속적 비용 분석 및 알림(리소스 사용률과 라이선스 모두) 

▪ 사용률 및 워크로드 패턴을 기반으로 프로비저닝 축소를 추천하는 기능 

▪ 지속적 성능 분석 및 알림 

▪ 일반적인 Microsoft 워크로드 특정 자동화 운영 작업: 

o 백업 및 복구 

o 패치 작업  

o 워크로드 상태 관리 

o 구성 관리 

▪ 온프레미스 솔루션/애플리케이션의 필수/평균 성능 벤치마킹 

▪ 벤치마킹을 기반으로 AWS 의 인스턴스, 리소스 매칭 및 추천 제공 

▪ AWS 의 POC 및 벤치마크 솔루션/애플리케이션 

▪ 벤치마킹을 기반으로 TCO 및 리소스 사용률 추정치 제공 

▪ 보고: 

o 성능 보고, 제공 및 알림(보고서용) 

o 인프라 보고, 제공 및 알림(보고서용) 

o 워크로드 구성 및 상태 보고, 제공 및 알림(보고서용) 

o 패치 작업 보고, 제공 및 알림(보고서용) 

필요한 솔루션 기능 
해당 

여부(예/아니요) 

데이터 통합 및 

준비 

기술 솔루션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워크로드 데이터 수집 및 조치 제안 

▪ 설명, 구조, 관리, 참조 및 통계 관련 데이터에 주석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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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동 참조 식별을 비롯하여 구문 및 종속 트리 뱅킹 

o 검색, 감정 분석 및 데이터 마이닝 애플리케이션의 명명된 엔터티 식별을 

비롯하여 텍스트의 의미론적 주석 

o 언어, 방언 및 말하는 사람의 인구 통계 식별 

o 비디오, 사진, Word 파일, pdf 등 

o 부서, 사업부, 프로세스 

o 보안 보호 수준(기밀, 공개, 비공개 등) 

o 개체 유형(건물, 사람, 동물 등) 

▪ 서로 다른 소스에서 데이터를 이동 및 통합 

▪ 분석을 위한 데이터 변환 및 준비 

▪ 데이터 품질 점검 

▪ 데이터 복제  

▪ 데이터 프로파일링 

▪ 기능 엔지니어링 – 기존 기능에서 새로운 입력 기능 생성 

플랫폼 솔루션  

기술 솔루션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표준화된 프레임워크 내에서 함께 작동하고 분석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된 긴밀히 통합된 

도구여야 하며, 구성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o 스토리지  

o 처리 

o 일정 관리  

o 보안 

o 분석 시설 

▪ 데이터 과학자 및 기계 학습 종사자가 데이터를 가져오고 예측 모델을 훈련하고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 지원 

 

SaaS 및 API 

솔루션 

이 카테고리에는 고객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예측(AI/ML) 기능을 지원하는 솔루션이 포함됩니다. 

▪ 웹  

▪ 클라이언트 

▪ 프레임워크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및 

시각화 

다음과 같은 분석 처리 기술을 사용하여 원시 데이터를 실행 가능한 비즈니스 정보로 변환하는 

기술 솔루션: 

▪ 보고  

▪ 대시보드 

▪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거버넌스 및 

보안 

데이터를 검색, 분류 및 제어하기 위한 기술 솔루션.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정책 정의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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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기술 요구 기준 

다음은 APN 파트너가 제출하는 4 건의 사례 연구 각각에 대한 기술 요구 기준입니다. 각 사례 연구는 APN 파트너가 배포한 

솔루션이 AWS 모범 사례를 충족하고 AWS Well-Architected 프레임워크를 준수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의 보안 및 관리 

▪ 데이터 카탈로그 및 용어집 생성 

▪ 데이터 계보 

▪ 데이터 마스킹 

 

적용 대상: 해당 

여부 

(예/ 

아니요) 

멀티 

테넌트 

SaaS 

단일 

테넌트 

SaaS 

고객이 

온프레미

스에 배포 

고객이 

AWS 에 

배포 

필수 문서 

컴피턴시 자체 평가의 일환으로 다음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키텍처 

다이어그램 

배포 카테고리에 따라 하나 이상의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이 필요합니다. 

각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에는 다음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아키텍처의 주요 요소와 이러한 요소가 결합되어 

고객에게 APN 파트너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 

▪ 사용되는 모든 AWS 서비스를 적절한 AWS 서비스 

아이콘을 사용하여 표시 

▪ Amazon Virtual Private Cloud(Amazon VPC), 가용 

영역, 서브넷, AWS 외부의 시스템 연결을 

비롯하여 AWS 서비스가 배포되는 방식 

▪ 온프레미스 구성 요소 또는 하드웨어 디바이스와 

같이 AWS 외부에 배포되는 요소를 포함 

예 – 

전체 

솔루션

에 대해 

1 개 및 

각 사례 

연구에 

대해 

1 개 

예 – 전체 

솔루션에 

대해 1 개 

및 각 

사례 

연구에 

대해 1 개 

예 – 각 

사례 

연구에 

대해 1 개 

예 – 각 

사례 

연구에 

대해 1 개 

 

배포 안내서 

배포 안내서는 AWS 에 APN 파트너 솔루션을 배포하는 

모범 사례를 제공하고, "배포 안내서의 기본 요구 

사항"에 설명된 모든 섹션을 포함해야 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 – 

솔루션에 

대해 1 개. 

 

작성된 검증 

체크리스트 

4 건의 사례 연구 각각에 대해 APN 파트너는 어떤 

체크리스트 항목이 충족되었는지 나타내는 다음 

체크리스트의 완성된 버전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 예 예 예  

1.0 보안 

보안 원칙은 정보 및 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요 주제로는 데이터의 기밀성 및 무결성, 권한 관리를 통해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 및 관리, 시스템 보호, 보안 이벤트를 탐지하기 위한 제어 기능 구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1.1 AWS 계정 

루트 사용자를 

AWS 계정 루트 사용자를 일상 작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AWS 계정을 생성한 후 즉시 AWS Identity and 
예 예 아니요 아니요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best-practices.html#create-iam-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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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작업에 

사용하지 않음 

Access Management(IAM)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고 

모든 일상적인 작업에 이러한 IAM 사용자 계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IAM 사용자 계정이 생성되면 AWS 

루트 계정 자격 증명을 안전하게 저장하고 AWS 계정 

루트 사용자가 필요한 소수의 계정 및 서비스 관리 

작업을 수행하는 데에만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용도로 IAM 사용자 계정 및 그룹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첫 번째 IAM 관리자 및 

그룹 생성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1.2 AWS 계정 

루트 사용자에 

대해 Multi-Factor 

Authentication(M

FA) 활성화 

AWS 계정 루트 사용자에 대해 Multi-Factor 

Authentication(MFA)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AWS 계정 

루트 사용자는 AWS 계정에서 민감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인증 계층을 추가하면 계정 보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MFA는 가상 MFA 및 

하드웨어 MFA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됩니다. 

예 예 아니요 아니요  

1.3 모든 일상 

작업에 IAM 

사용자 계정 사용 

AWS 계정 루트 사용자는 이 사용자가 필요하지 않은 

작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관리자 액세스 

권한이 필요한 각 사용자에 대해 새 IAM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사용자를 관리자 액세스 관리 

정책에 연결되는 관리자 그룹에 배치하여 해당 

사용자를 관리자로 만듭니다. 이후로 관리자 그룹에 

속한 사용자가 AWS 계정에 대해 그룹, 사용자, 등을 

설정해야 합니다. 앞으로 모든 상호 작용은 루트 

사용자 대신 AWS 계정의 사용자 및 해당 사용자의 

키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계정 및 

서비스 관리 작업을 수행하려면 루트 사용자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로그인해야 합니다. 

예 예 아니요 아니요  

1.4 모든 대화형 

IAM 사용자에 

대해 Multi-Factor 

Authentication(M

FA) 활성화 

모든 대화형 IAM 사용자에 대해 MFA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MFA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고유한 인증 

코드(일회용 암호 또는 OTP)를 생성하는 디바이스를 

갖게 됩니다. 사용자는 일반 자격 증명(사용자 이름 및 

암호)과 OTP를 모두 제공해야 합니다. MFA 

디바이스는 하드웨어일 수도 있고 가상 디바이스일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앱에서 실행될 

수 있음). 

예 예 아니요 아니요  

1.5 정기적으로 

IAM 자격 증명 

교체 

암호 및 액세스 키를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계정의 

모든 IAM 사용자도 이와 같이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암호 또는 액세스 키가 

손상되어도 해당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암호 

정책을 계정에 적용하여 모든 IAM 사용자가 암호를 

교체하도록 하고, 교체 빈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IAM 사용자의 액세스 키 교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액세스 키 교체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예 예 

예(AWS

와 

통합하는 

데 사용된 

자격 

증명) 

예(AWS 와 

통합하는 

데 사용된 

자격 증명)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best-practices.html#create-iam-users
https://docs.aws.amazon.com/general/latest/gr/aws_tasks-that-require-root.html
https://docs.aws.amazon.com/general/latest/gr/aws_tasks-that-require-root.html
https://docs.aws.amazon.com/general/latest/gr/aws_tasks-that-require-root.html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getting-started_create-admin-group.html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getting-started_create-admin-group.html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id_credentials_mfa_enable_virtual.html#enable-virt-mfa-for-root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id_credentials_mfa_enable_physical.html#enable-hw-mfa-for-root
https://docs.aws.amazon.com/general/latest/gr/aws_tasks-that-require-root.html
https://docs.aws.amazon.com/general/latest/gr/aws_tasks-that-require-root.html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best-practices.html#enable-mfa-for-privileged-users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best-practices.html#rotate-credentials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best-practices.html#rotate-credentials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id_credentials_access-keys.html#Using_RotateAccess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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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IAM 사용자에 

강력한 암호 정책 

적용 

IAM 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암호 정책을 구성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직접 암호를 변경하도록 허용할 

경우 강력한 암호를 만들고 정기적으로 암호를 

교체하도록 해야 합니다. IAM 콘솔의 계정 설정 

페이지에서 계정에 대한 암호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암호 정책을 사용하여 최소 길이, 알파벳 

이외 문자 포함 여부, 교체 주기 등과 같은 암호 요구 

사항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AM 

사용자의 계정 암호 정책 설정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예 예 

예(AWS

와 

통합하는 

데 사용된 

자격 

증명) 

예(AWS 와 

통합하는 

데 사용된 

자격 증명) 

 

1.8 IAM 자격 

증명이 여러 

사용자 간에 

공유되지 않음 

AWS에 액세스해야 하는 모든 사용자에 대해 개별 IAM 

사용자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관리자 자신에 

대해서도 IAM 사용자를 만들어 관리 권한을 부여한 후 

모든 관리 작업에 대해 이 IAM 사용자를 사용합니다. 

계정에 액세스하는 사용자에 대해 개별 IAM 사용자를 

만들면 각 IAM 사용자에게 고유한 보안 자격 증명 

세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IAM 사용자에게 

서로 다른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IAM 사용자의 권한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루트 사용자 자격 증명을 부여하면 

취소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권한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예 예 아니요 아니요  

1.9 IAM 정책을 

최소 권한으로 

축소 

최소 권한 부여라는 표준 보안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작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들이 수행해야 하는 작업을 

파악한 후 사용자들이 해당 작업만 수행하도록 

사용자에 대한 정책을 작성합니다. 최소한의 권한 

세트로 시작하여 필요에 따라 추가 권한을 

부여합니다. 처음부터 권한을 많이 부여한 후 나중에 

줄이는 방법보다 이 방법이 안전합니다. 적절한 권한 

세트를 정의하려면 약간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먼저 

특정 작업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고, 특정 

서비스에서 어떤 작업을 지원하며,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예 예 

예(IAM 

역할을 

통해 

통합된 

AWS 

외부에서 

실행되는 

솔루션의 

경우 최소 

권한 

액세스가 

적용되어

야 함) 

예(IAM 

역할을 

통해 

통합된 

AWS 

외부에서 

실행되는 

솔루션의 

경우 최소 

권한 

액세스가 

적용되어

야 함) 

 

1.10 하드 코딩된 

자격 증명(예: 

액세스 키)을 

사용하지 않음 

AWS 액세스 키 관리 모범 사례를 따르고 하드 코딩된 

자격 증명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AWS에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액세스하는 경우 액세스 키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자격 증명과 애플리케이션의 자격 

증명을 확인합니다. 액세스 키를 보유한 사람은 

누구든지 AWS 리소스에 대해 사용자와 동일한 수준의 

액세스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AWS에서는 사용자의 

액세스 키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사용자도 

AWS의 공동 책임 모델을 준수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 예 

예(AWS

와 

통합하는 

데 사용된 

자격 

증명은 

손쉽게 

변경할 수 

있어야 

하며 하드 

코딩해서

는 안 됨) 

예(AWS 와 

통합하는 

데 사용된 

자격 

증명은 

손쉽게 

변경할 수 

있어야 

하며 하드 

코딩해서

는 안 됨)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id_credentials_passwords_account-policy.html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id_credentials_passwords_account-policy.html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best-practices.html#create-iam-users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best-practices.html#create-iam-users
https://docs.aws.amazon.com/IAM/latest/UserGuide/best-practices.html#grant-least-privilege
https://docs.aws.amazon.com/general/latest/gr/aws-access-keys-best-practices.html
https://aws.amazon.com/compliance/shared-responsibility-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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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저장 중인 

모든 자격 증명 

암호화 

이 요구 사항은 저장 중인 모든 자격 증명을 

암호화하는 것입니다. 
예 예 

예(AWS

와 

통합하는 

데 

사용되며 

파트너 

솔루션에 

저장된 

자격 

증명을 

암호화해

야 함) 

예(AWS 와 

통합하는 

데 

사용되며 

파트너 

솔루션에 

저장된 

자격 

증명을 

암호화해

야 함) 

 

1.12 AWS 액세스 

키는 대화형 

사용자만 사용 

다음 경우 이외에는 AWS 액세스 키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 사람이 AWS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하고, 

그 사람이 제어하는 디바이스에 안전하게 

저장되는 경우 

2. 서비스가 AWS 서비스에 액세스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그러나 다음을 충족해야 함: a) 

Amazon Elastic Compute Cloud(EC2) 인스턴스 

역할, Amazon ECS 태스크 역할 또는 유사한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없음, b) AWS 액세스 키를 

최소한 매주 교체, c) IAM 정책이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제한됨: i) 특정 방법 및 대상에 대한 

액세스만 허용 및 ii)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서브넷에 대한 액세스 제한 

예 예 아니요 아니요  

1.13 모든 리전의 

모든 AWS 계정에 

대해 AWS 

CloudTrail 활성화 

모든 리전의 모든 AWS 계정에 대해 AWS CloudTrail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AWS 계정 활동에 대한 

가시성이 보안 및 운영 모범 사례의 핵심 측면 중 

하나입니다. AWS CloudTrail을 사용하여 AWS 인프라 

전반에서 계정 활동을 보고, 검색하고, 다운로드하고, 

아카이브하고,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AWS 

계정에서의 활동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누가 어떤 작업을 수행했는지, 어떤 리소스가 

사용되었는지, 언제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등의 세부 

정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아니요 아니요  

1.14 AWS 

CloudTrail 로그는 

다른 AWS 계정이 

소유한 Amazon 

S3 버킷에 저장됨 

AWS CloudTrail 로그는 감사 및 복구 전용과 같이 

액세스가 매우 제한되도록 구성된 다른 AWS 계정이 

소유한 S3 버킷에 배치해야 합니다. 

예 예 아니요 아니요  

1.15 AWS 

CloudTrail 

Amazon S3 로그 

버킷에서 버전 

AWS CloudTrail 로그 버킷 콘텐츠는 버전 관리 또는 

MFA Delete를 사용하여 보호되어야 합니다. 
예 예 아니요 아니요  

https://docs.aws.amazon.com/awscloudtrail/latest/userguide/cloudtrail-user-guide.html
https://docs.aws.amazon.com/awscloudtrail/latest/userguide/cloudtrail-receive-logs-from-multiple-accounts.html
https://docs.aws.amazon.com/awscloudtrail/latest/userguide/cloudtrail-receive-logs-from-multiple-accounts.html
https://docs.aws.amazon.com/AmazonS3/latest/dev/Versioning.html
https://docs.aws.amazon.com/AmazonS3/latest/dev/Version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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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또는 MFA 

Delete 활성화 

1.16 Amazon EC2 

보안 그룹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 

모든 Amazon EC2 보안 그룹은 최대한 액세스를 

제한해야 합니다. 즉, 최소한 1. 인터넷과 Amazon VPC 

간 트래픽을 제한하는 보안 그룹을 구현하고, 2. 

Amazon VPC 내부 트래픽을 제한하는 보안 그룹을 

구현하고, 3. 모든 경우에 최대한 제한적인 설정만 

허용합니다. 

예 예 아니요 예  

1.17 계정 내 

Amazon S3 

버킷의 적절한 

액세스 수준 

각 Amazon S3 버킷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는 

적절한 제어 항목을 적용해야 합니다. AWS를 사용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으로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것이 모범 사례입니다(최소 

권한의 원칙). 

예 예 아니요 

아니요(AW

S 에서 

실행되는 

파트너 

솔루션에 

S3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한) 

 

1.18 Amazon S3 

버킷이 공개 

액세스를 

허용하도록 잘못 

구성되지 않음 

공개 액세스를 허용하면 안 되는 버킷은 공개 

액세스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구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Amazon S3 버킷은 비공개 버킷이며 

명시적으로 액세스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용 사례는 Amazon S3를 

사용하여 공개 자산을 호스팅하는 경우(예를 들어, 

퍼블릭 웹 사이트에 사용할 이미지를 호스트)가 

아니면, Amazon S3 버킷에서 파일을 읽기 위해 

광범위한 공개 액세스가 필요하지 않으며, 공개 

액세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모범 사례입니다. 

예 

 
예 아니요 

아니요(AW

S 에서 

실행되는 

파트너 

솔루션에 

S3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한) 

 

1.19 Amazon S3 

버킷 또는 객체 

공개 여부를 

탐지하는 

모니터링 

메커니즘 구현 

Amazon S3 버킷이 공개될 때 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또는 알림 기능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옵션은 AWS Trusted Advisor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AWS Trusted Advisor는 Amazon 

S3에서 공개 액세스 권한이 있는 버킷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모든 사용자에게 List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버킷 권한은 의도하지 않은 사용자가 

버킷의 객체를 자주 나열할 경우 예상보다 높은 

요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에게 

Upload/Delete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버킷 권한은 

누구나 버킷 항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 보안 취약점이 발생합니다. 

AWS Trusted Advisor 점검 항목은 명시적인 버킷 

권한뿐 아니라 버킷 권한을 재정의할 수 있는 관련 

버킷 정책도 확인합니다. 

예 예 예 

아니요(AW

S 에서 

실행되는 

파트너 

솔루션에 

S3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한) 

 

1.20 Amazon EC2 

인스턴스 및 

컨테이너의 변경 

사항을 탐지하는 

Amazon EC2 인스턴스 또는 컨테이너의 변경 사항은 

무단 활동을 의미할 수 있으며, 최소한 향후 포렌식 

조사가 가능하도록 안정적인 위치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메커니즘은 최소한 

1. 솔루션에 사용되는 Amazon EC2 인스턴스 또는 

예 예 아니요 아니요  

https://docs.aws.amazon.com/AmazonS3/latest/dev/access-control-overview.html
https://docs.aws.amazon.com/AmazonS3/latest/dev/access-control-overview.html
https://aws.amazon.com/premiumsupport/knowledge-center/secure-s3-resources/
https://aws.amazon.com/premiumsupport/knowledge-center/secure-s3-resources/
https://aws.amazon.com/blogs/aws/amazon-s3-update-cloudtrail-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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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메커니즘 구현 

컨테이너에서 OS 또는 애플리케이션 파일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을 탐지하고, 2. 이러한 변경 사항을 

기록한 데이터를 Amazon EC2 인스턴스 또는 

컨테이너의 외부에 있는 안정적인 위치에 저장해야 

합니다. 적절한 메커니즘의 예: a. 예정된 구성 

관리(예: Chef, Puppet 등) 또는 전문 도구(예: OSSEC, 

Tripwire 등)를 통한 파일 무결성 점검 배포, b. 구성 

관리 도구를 확장하여 Amazon EC2 호스트 구성을 

검증하고, 런타임 중에 서비스가 모든 범위 내 

호스트에서 작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구성된 

'canary'(기록된 no-op) 이벤트를 통해 주요 구성 파일 

또는 패키지에 대한 업데이트를 알림, 또는 c. 

ElasticSearch 및 Kibana를 사용한 OSSEC 등의 오픈 소스 

솔루션과 같은 호스트 침입 탐지 시스템을 

배포하거나 파트너 솔루션을 사용. 다음 메커니즘은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a. 자주 순환되는 

Amazon EC2 인스턴스 또는 컨테이너. 

1.21 모든 데이터 

분류 

워크로드에서 처리 및 저장되는 모든 고객 데이터를 

고려하고 분류하여 민감도와 처리 시 사용할 적절한 

방법을 결정합니다. 

예 예 아니요 아니요  

1.22 모든 민감한 

데이터를 암호화 

민감한 데이터로 분류된 모든 고객 데이터를 전송 및 

저장 중 암호화합니다. 
예 예 아니요 아니요  

1.23 안전하게 

암호화 키 관리 

모든 암호화 키는 저장 및 전송 중 암호화되며, 키를 

사용하기 위한 액세스 권한은 KMS 같은 AWS 솔루션 

또는 HashiCorp Vault 같은 APN 파트너 솔루션을 

사용하여 제어됩니다. 

예 예 예 예  

1.24 모든 전송 중 

데이터 암호화 

VPC 경계를 통과하는 모든 전송 중 데이터는 

암호화됩니다. 
예 예 예 예  

1.25 보안 

인시던트 대응 

프로세스 정의 및 

리허설 

AWS 계정 침해와 같은 인시던트를 처리하기 위한 

보안 인시던트 대응 프로세스가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프로세스는 예를 들어 보안 실전 훈련을 

하는 등 인시던트 대응 프로세스를 리허설하는 

절차를 구현하여 테스트해야 합니다. 직전 12개월 

이내에 연습을 실시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한 

상태여야 합니다. a. 적절한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b. 적절한 도구를 사용 

가능하며, c. 적절한 사람들이 계획에 정의된 다양한 

보안 인시던트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확인해야 합니다. 

예 예 아니요 아니요  

2.0 안정성 

안정성 원칙은 비즈니스 및 고객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장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기능에 중점을 둡니다. 주요 주제로는 

설정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 요소, 교차 프로젝트 요구 사항, 복구 계획 및 변경 처리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2.1 네트워크 연결 

가용성 우수 

솔루션에 대한 네트워크 연결 가용성이 뛰어나야 

합니다. VPN 또는 AWS Direct Connect를 사용하여 고객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경우, 고객이 항상 중복 연결을 

예 예 예 예  

https://aws.amazon.com/blogs/security/how-to-monitor-host-based-intrusion-detection-system-alerts-on-amazon-ec2-in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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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하지 않더라도 솔루션은 이를 지원해야 합니다. 

2.2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맞는 

인프라 규모 조정 

메커니즘 

인프라 규모 조정 메커니즘은 1. 각 아키텍처 

계층에서 Auto Scaling 메커니즘을 구현하거나, 2. 비용 

요구 사항 및 예상 사용자 증가율을 비롯한 현재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Auto Scaling 메커니즘이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수동 규모 조정 절차가 

완전히 문서화되고 수시로 테스트되는지 확인하여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합니다. 

예 예 아니요 예  

2.3 중앙에서 AWS 

및 애플리케이션 

로그 관리 

애플리케이션 및 AWS 인프라의 모든 로그 정보는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되어야 합니다. 
예 예 아니요 아니요  

2.4 중앙에서 AWS 

및 

애플리케이션의 

모니터링과 경보 

관리 

애플리케이션 및 AWS 인프라는 중앙에서 

모니터링하고, 생성된 경보는 담당 운영 직원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예 예 아니요 아니요  

2.5 인프라 

프로비저닝 및 

관리 자동화 

솔루션이 CloudFormation 또는 Terraform과 같은 

자동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AWS 인프라를 

프로비저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프로덕션 AWS 

인프라에 대한 일상적 변경을 수행하는 데 AWS 

콘솔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 예 아니요 아니요  

2.6 정기적으로 

데이터 백업 수행 

내구성이 뛰어난 스토리지 서비스에 정기적으로 

백업해야 합니다. 백업을 통해 관리, 논리적 또는 

물리적 오류 시나리오에서 복구할 수 있습니다. 

Amazon S3 및 Amazon S3 Glacier는 백업 및 아카이브에 

선호되는 서비스입니다. 두 서비스 모두 안정적이고 

저렴한 스토리지 플랫폼입니다. 또한, 무제한 용량을 

제공하므로 백업 데이터 세트가 증가하더라도 볼륨 

또는 미디어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용량에 

따라 지불하는 요금 모델과 저렴한 월별 GB당 사용 

요금 덕분에 이 서비스는 데이터 보호 사용 사례에 

적합합니다. 

예 예 아니요 아니요  

2.7 정기 일정 및 

주요 아키텍처 

변경 후 복구 

메커니즘 테스트 

정기적으로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을 크게 변경한 

후에는 복구 메커니즘 및 절차를 테스트해야 합니다. 

AWS는 데이터 백업 및 복구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예 예 아니요 아니요  

2.8 솔루션이 가용 

영역 중단에 대해 

복원력 유지 

단일 가용 영역 내 모든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에도 

솔루션은 계속 작동해야 합니다. 
예 예 아니요 예  

2.9 솔루션의 

복원력 테스트 

지난 12개월 이내에 프로덕션 환경에서 단일 가용 

영역 중단에 대한 인프라의 복원력을 

테스트했습니다(예: 실전 연습을 통해). 

예 예 아니요 예  

https://aws.amazon.com/whitepapers/backup-and-recovery-using-aws/
https://aws.amazon.com/whitepapers/backup-and-recovery-using-aws/
https://aws.amazon.com/backup-restore/getting-started/
https://aws.amazon.com/backup-restore/getting-sta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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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재해 

복구(DR) 계획 

정의 

잘 정의된 재해 복구 계획은 복구 시점 목표(RPO) 및 

복구 시간 목표(RTO)를 포함합니다. 모든 범위 내 

서비스에 대해 RPO 및 RTO를 정의해야 하며, RPO 및 

RTO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SLA와 일치해야 합니다. 

예 예 아니요 아니요  

2.11 24 시간 

미만의 복구 시간 

목표(RTO) 

기준 요구 사항은 핵심 서비스에서 RTO가 24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 예 아니요 아니요  

2.12 재해 

복구(DR) 계획을 

적절하게 테스트 

DR 계획은 정기적으로 그리고 주요 업데이트 후에 

복구 시점 목표(RPO) 및 복구 시간(RTO) 에 대해 

테스트해야 합니다. AWS APN 어드밴스드 티어를 

승인하기 전에 DR 테스트를 최소한 한 번은 완료해야 

합니다. 

예 예 아니요 아니요  

2.13 다른 AWS 

계정으로의 

복구가 포함된 

재해 복구(DR) 

계획 

DR 계획은 다른 AWS 계정으로의 복구를 위한 전략을 

포함해야 하며, 정기 복구 테스트에서 이 시나리오를 

테스트해야 합니다. 지난 12개월 이내에 다른 AWS 

계정으로의 복구를 비롯하여 DR 계획에 대한 전체 

테스트를 최소한 한 번은 완료했어야 합니다. 참고: 

테스트 환경으로 데이터 복구 또는 사용자를 위해 

데이터 내보내기 프로세스가 백업을 확인하는 유용한 

방법이지만, 이러한 프로세스는 다른 AWS 계정으로의 

전체 복원 테스트를 수행해야 하는 요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예 예 아니요 아니요  

3.0 운영 우수성 

운영 우수성 원칙은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을 실행 및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프로세스와 절차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요 주제로는 변경 관리 및 변경 자동화, 이벤트에 대한 응답, 일상적인 작업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표준 정의 등이 

있습니다. 

3.1 코드 변경 

배포 자동화 

솔루션은 자동화된 방법을 사용하여 AWS 인프라에 

코드를 배포해야 합니다. AWS 인프라에 업데이트를 

배포하는 데 대화형 SSH 또는 RDP 세션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 예 아니요 아니요  

3.2 런북 및 

에스컬레이션 

프로세스 정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및 AWS 이벤트에 대응하는 데 

사용되는 표준 절차를 정의하는 런북을 개발해야 

합니다. 시스템에서 생성한 알림 및 경보를 처리하고 

고객이 보고한 인시던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션 프로세스를 정의해야 합니다. 

에스컬레이션 프로세스에는 필요한 경우 AWS 

Support로 애스컬레이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 예 아니요 아니요  

3.3 AWS 계정에 

대해 AWS 

Business Support 

활성화 

Business Support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Business 

Support(또는 그 이상)는 어드밴스드 티어 기술 

파트너의 APN 파트너 네트워크 요구 사항 중 

하나입니다. 어드밴스드 티어 자격을 갖추려면 하나 

이상의 AWS 계정에서 Business Support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예 예 아니요 아니요  

https://aws.amazon.com/premiumsupport/business-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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