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mazon EFS 파일 시스템 자동 탑재 

 

개요 

Amazon EFS에서는 AWS 클라우드에서 파일 스토리지를 제공합니다. Amazon EFS에서는 파일 시스

템을 생성하고, Amazon EC2 인스턴스 에 파일 시스템을 탑재한 후, 파일 시스템에 데이터를 작성

하거나 파일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EFS 파일 시스템은 여러 EC2에 탑재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Microsoft Windows– 기반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는 Amazon EFS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체 과정 

1. EFS 파일 시스템 구성 

2. Amazon EC2 인스턴스 생성 및 시작 

3. EC2 사전 구성 요건 

4. EC2 인스턴스에 IAM 역할 추가 

5. EC2 인스턴스에 연결 및 EFS 파일 시스템 탑재 

 

EFS 파일 시스템 자동 탑재 방법 2가지 

1. 새 EC2인스턴스 생성 시 설정 

- EFS 파일 시스템 구성 후 EC2인스턴스 생성 시 파일시스템 추가 

2. EFS 파일 시스템에 대한 항목으로 EC2 /etc/fstab 파일을 업데이트 

이 두 방법 모두 EFS 탑재 헬퍼를 사용하여 파일 시스템을 탑재합니다. 탑재 헬퍼는 amazon-efs-

utils 도구 세트의 일부입니다. 자동 탑재가 아닌 일반 탑재 진행 시 EC2 인스턴스가 재부팅될 때 

파일시스템은 탑재가 해제됩니다. 

아래 과정에서의 EFS 파일시스템 탑재 방법은 자동 탑재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부 과정 

1. 파일시스템 구성 

1.1 네트워크 액세스 구성 

VPC Subnet에 탑재 대상 생성 

탑재 대상은 가용영역 당 하나의 서브넷에서 1개씩 생성 가능합니다. 

동일한 가용 영역 내의 탑재 대상에서 파일 시스템에 액세스하는 것이 좋습니다. 

 

2.  Amazon EC2 인스턴스 생성 및 시작 

2.1 EC2 인스턴스 생성 

- 탑재 방법 1번 

EC2인스턴스 생성 시 파일시스템을 추가합니다. 

- 탑재 방법 2번  

파일시스템 추가 없이 EC2인스턴스 생성합니다. 

보안그룹에는 기본 VPC 보안 그룹인 default 보안 그룹을 할당합니다. 

 

3. EC2 사전 구성 요건 

3.1 보안 그룹 생성 

- 기본 VPC 보안 그룹인 default 보안 그룹 

- EC2용 보안 그룹 생성 및 할당 

- EFS용 보안 그룹 생성 및 할당 



 

3.2 Stunnel 업그레이드(TLS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전송 중인 데이터의 암호화 사용 Amazon EFS 마운트 헬퍼 필요 OpenSSL 버전 1.0.2 이상 및 

OCSP 및 인증서 호스트 이름 검사를 모두 지원하는 스턴넬 버전. Amazon EFS 탑재 헬퍼는 TLS 

기능에 stunnel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일부 Linux 버전에는 이 TLS 기능을 기본값으로 지원하지 

않는 stunnel 버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Linux 버전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경우 TLS 를 

사용해서 Amazon EFS 파일 시스템을 탑재할 수 없습니다. 

(https://docs.aws.amazon.com/ko_kr/efs/latest/ug/upgrading-stunnel.html) 

Amazon EFS 를 설치하면 탑재 헬퍼가 다음 명령으로 시스템의 stunnel 버전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1. 웹 브라우저에서 stunnel 다운로드 페이지 (https://stunnel.org/downloads.html)로 

이동합니다. 

2. tar.gz 형식으로 제공되는 최신 stunnel 버전을 찾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필요하므로 

파일 이름을 기록합니다. 

3. Linux 클라이언트에서 터미널을 열어 표시된 순서대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 sudo yum install -y gcc openssl-devel tcp_wrappers-devel 

4. Replace latest-stunnel-version 를 클릭합니다. 

$ sudo curl -o latest-stunnel-version.tar.gz 

https://www.stunnel.org/downloads/latest-stunnel-version.tar.gz 

$ sudo tar xvfz latest-stunnel-version.tar.gz 

$ cd latest-stunnel-version/ 

$ sudo ./configure 

$ sudo make 

5. 현재 amazon-efs-utils 패키지가 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bin/stunnel. 새 버전을 

설치할 수 있도록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해당 디렉토리를 제거합니다. 

$ sudo rm /bin/stunnel 

$ sudo make install 

기본값 CentOS csh 는 bash 셸과 다른 구문을 가집니다. 다음 코드가 먼저 bash 를 호출한 후 

실행합니다. 

https://docs.aws.amazon.com/ko_kr/efs/latest/ug/upgrading-stunnel.html
https://www.stunnel.org/downloads.html


bash 

if [[ -f /bin/stunnel ]]; then 

sudo mv /bin/stunnel /root 

fi 

$ sudo ln -s /usr/local/bin/stunnel /bin/stunnel 

필수 기능을 가진 stunnel 버전을 설치한 후에 권장 설정의 TLS 를 사용해 파일 시스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3.3  

3.4  

 

4. EC2 생성 후 IAM 역할 추가 

4.1 역할 추가는 EFS 자동 탑재를 위해 iam 설정을 이용하기에 해당 key 정보가 반드시 

필요함. 

4.2 IAM 역할을 보통 cwagent 설치 시 추가(상황에 따라 개별 역할 추가) 

4.3 역할 추가 시 aws configure의 access key 및 secret key 자동 탑재 

  

5. (탑재 방법 2번) EC2 인스턴스에 연결 및 EFS 파일 시스템 탑재 

/etc/fstab 사용을 통해 자동으로 탑재 

5.1 EC2 인스턴스에 연결합니다. 

5.2 EFS 탑재 헬퍼 설치합니다. 

(Linux)  

sudo yum install -y amazon-efs-utils 

(CentOS)  

git 설치 

sudo yum -y install git 

터미널에서 amazon-efs-utils 도구를 복제 

git clone https://github.com/aws/efs-utils 

https://github.com/aws/efs-utils


Bash 명령인 make가 필요. make 설치 

sudo yum -y install make 

amazon-efs-utils 패키지가 있는 디렉토리로 이동(/home/centos/efs-utils) 

rpm-builder 패키지를 설치 

sudo yum -y install rpm-build 

패키지 빌드 

sudo make rpm 

amazon-efs-utils 패키지를 설치 

sudo yum -y install ./build/amazon-efs-utils*rpm 

5.3 Root 계정의 최상위 위치로 이동합니다. 

cd / 

5.4 파일 시스템을 탑재할 디렉토리를 생성합니다. 

mkdir file_storage 

5.5 편집기에서 /etc/fstab 파일을 엽니다. 

다음 줄을 추가 

file-system-id:/ efs-mount-point efs _netdev,tls,iam 0 0 

file-system-id:/   콘솔에서 file-system-id 확인fs 

efs-mount-point   EC2 인스턴스의 EFS 파일 시스템 탑재 지점 

 

탑재 명령 

sudo mount –a 

5.6 다음 명령어를 통해 탑재를 확인합니다. 

sudo mount –fav 

5.7 Amazon EFS 파일 시스템 테스트 

디렉터리를 변경합니다. 

cd ~/file_storage 

디렉터리 내용을 나열합니다. 

ls –al 

drwxr-xr-x 2 root     root     4096 Dec 29 22:33 . 

drwx------ 4 ec2-user ec2-user 4096 Dec 29 22:54 .. 



 

파일을 추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변경합니다. 

sudo chmod 777 폴더명 . 

ls -al 명령을 사용하면 권한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rwxrwxrwx 2 root     root     4096 Dec 29 22:33 . 

drwx------ 4 ec2-user ec2-user 4096 Dec 29 22:54 .. 

텍스트 파일을 생성합니다. 

touch test-file.txt 

디렉터리 내용을 나열합니다. 

ls -l 

  



6. 탑재가 안될 경우 다음을 확인 

- 보안그룹 만들기 

총 3개의 보안그룹을 해당 EC2에 할당합니다. 

-  기본 VPC 보안 그룹인 default 보안 그룹 

-  EC2용 보안 그룹 생성 및 할당 

-  EFS용 보안 그룹 생성 및 할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