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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loudWatch 에이전트 다운로드 

A. 다운로드 주소 및 정보 

Linux Server 다운로드 Link 

https://s3.amazonaws.com/amazoncloudwatch-agent/amazon_linux/amd64/latest/amazon-cloudwatch-

agent.rpm 

https://s3.us-east-1.amazonaws.com/amazoncloudwatch-agent-us-east-1/amazon_linux/amd64/latest/amazon-

cloudwatch-agent.rpm 

https://s3.eu-central-1.amazonaws.com/amazoncloudwatch-agent-eu-central-

1/amazon_linux/amd64/latest/amazon-cloudwatch-agent.rpm 

Windows Server 다운로드 Link 

https://s3.amazonaws.com/amazoncloudwatch-agent/windows/amd64/latest/amazon-cloudwatch-agent.msi 

에이전트의 최신 변경 사항에 대한 README 파일과 다운로드 버전 정보 Link 

https://s3.amazonaws.com/amazoncloudwatch-agent/info/latest/RELEASE_NOTES 

https://s3.region.amazonaws.com/amazoncloudwatch-agent-Region/info/latest/RELEASE_NOTES 

https://s3.amazonaws.com/amazoncloudwatch-agent/info/latest/CWAGENT_VERSION 

https://s3.region.amazonaws.com/amazoncloudwatch-agent-Region/info/latest/CWAGENT_VERSION 

B. 파일 다운로드 

a. Linux Server : wget 명령어를 이용하여 서버에 Download 

[ec2-user@fcprdap1]$wget https://s3.amazonaws.com/amazoncloudwatch-

agent/amazon_linux/amd64/latest/amazon-cloudwatch-agent.rpm 

b. Wiindows Server : 위 다운로드 주소로 다운로드 

 

2. CloudWatch Agent 설치 

A. Linux Server 패키지 설치 

sudo rpm -U ./amazon-cloudwatch-agent.rpm 

B. Windows Server 패키지 설치 

msiexec /i amazon-cloudwatch-agent.msi 

 

3. IAM 역할 및 사용자 생성 

A. AWS Management 콘솔에 로그인한 

다음 https://console.aws.amazon.com/iam/에서 IAM 콘솔을 엽니다. 

B. 왼쪽 탐색 창에서 Roles(역할)를 선택한 후 Create role(역할 생성)을 선택합니다. 

C. Choose the service that will use this role(이 역할을 사용할 서비스 

선택)에서 EC2 Allows EC2 instances to call AWS services on your behalf(EC2 

인스턴스가 대신 AWS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도록 허용)를 선택합니다. Next: 

Permissions(다음: 권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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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정책 목록에서 CloudWatchAgentServerPolicy 옆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필요한 

경우 검색 상자를 사용하여 정책을 찾습니다. 

E. Next: Review(다음: 검토)를 선택합니다. 

F. CloudWatchAgentServerPolicy 가 Policies(정책) 옆에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Role name(역할 이름)에 CloudWatchAgentServerRole 등의 역할 

이름을 입력합니다. 필요한 경우 설명을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역할 생성을 

선택합니다. 

 

4. IAM 역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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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탐색 창에서 인스턴스를 선택합니다. 

C. 인스턴스를 선택하고 나서 작업, 인스턴스 설정, IAM 역할 연결/바꾸기를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D. 인스턴스에 연결할 IAM 역할을 선택한 후 적용을 선택합니다. 

 

5. CloudWatch 에이전트 구성 파일 만들기 

A. 다음을 입력하여 CloudWatch 에이전트 구성 마법사를 시작합니다. 

sudo /opt/aws/amazon-cloudwatch-agent/bin/amazon-cloudwatch-agent-
config-wizard 

 

B. Windows Server 가 실행되는 서버에서 다음을 입력합니다. 

cd "C:\Program Files\Amazon\AmazonCloudWatchAgent" 

amazon-cloudwatch-agent-config-wizard.exe 

※ 구성 파일을 로컬에 저장하는 경우 구성 파일 config.json 은 Linux 

서버에서는 /opt/aws/amazon-cloudwatch-agent/bin/에, Windows 

서버에서는 C:\Program Files\Amazon\AmazonCloudWatchAgent 에 

저장됩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에이전트를 설치하려고 하는 다른 서버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6. 서버 CloudWatch 에이전트 실행 

A. Config File 검증 



a. 사용하려는 에이전트 구성 파일을 에이전트를 실행할 서버에 복사합니다. 

해당 파일을 복사할 경로 이름을 기록해 둡니다. 

b. 이 명령에서 -a fetch-config 는 에이전트가 최신 버전의 CloudWatch 

에이전트 구성 파일을 로드하게 하며, -s 는 에이전트를 시작합니다. Linux 가 

실행되는 EC2 인스턴스의 경우 다음을 입력합니다. 

sudo /opt/aws/amazon-cloudwatch-agent/bin/amazon-cloudwatch-agent-ctl 
-a fetch-config -m ec2 -c file:configuration-file-path –s 

참고) configuration-file-path 는 “config.json 파일이 있는 경로 + config.json” 

으로 변경 

참고) 2020/06/19 05:28:25 E! Error parsing /opt/aws/amazon-cloudwatch-

agent/etc/amazon-cloudwatch-agent.toml, open /usr/share/collectd/types.db: no 

such file or directory  오류 발생 시  

/usr/share 폴더에  collectd 폴더 생성하고…  collectd 폴더 아래에 sudo touch 

types.db 로 types.db 공 파일 생성하면 됨 

 

B. Agent 실행/중지/상태체크 명령 

프로세스 상태 체크 : sudo /opt/aws/amazon-cloudwatch-agent/bin/amazon-

cloudwatch-agent-ctl -m ec2 -a status 

프로세스 실행 : sudo /opt/aws/amazon-cloudwatch-agent/bin/amazon-

cloudwatch-agent-ctl -m ec2 -a start 

프로세스 중지 : sudo /opt/aws/amazon-cloudwatch-agent/bin/amazon-

cloudwatch-agent-ctl -m ec2 -a stop 

 

 

Reference Link 

https://docs.aws.amazon.com/ko_kr/AmazonCloudWatch/latest/monitoring/installing-

cloudwatch-agent-commandline.html 

https://docs.aws.amazon.com/ko_kr/AmazonCloudWatch/latest/monitoring/install-

CloudWatch-Agent-commandline-fleet.html 

https://docs.aws.amazon.com/ko_kr/AmazonCloudWatch/latest/monitoring/installing-cloudwatch-agent-commandline.html
https://docs.aws.amazon.com/ko_kr/AmazonCloudWatch/latest/monitoring/installing-cloudwatch-agent-commandline.html
https://docs.aws.amazon.com/ko_kr/AmazonCloudWatch/latest/monitoring/install-CloudWatch-Agent-commandline-fleet.html
https://docs.aws.amazon.com/ko_kr/AmazonCloudWatch/latest/monitoring/install-CloudWatch-Agent-commandline-fleet.html


https://docs.aws.amazon.com/ko_kr/AmazonCloudWatch/latest/monitoring/create-

iam-roles-for-cloudwatch-agent-commandline.html 

https://docs.aws.amazon.com/ko_kr/AmazonCloudWatch/latest/monitoring/create-iam-roles-for-cloudwatch-agent-commandline.html
https://docs.aws.amazon.com/ko_kr/AmazonCloudWatch/latest/monitoring/create-iam-roles-for-cloudwatch-agent-commandline.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