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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ango on AWS
AWS에서 Django App을 만드는세 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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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만큼만
원할때 마다

인터넷으로
IT 자원을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는

대용량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물리적 장치를 가상 서비스로…

CPU/메모리 하드디스크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EC2)

Amazon Elastic 
Block Store 

(EBS)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S3)

Amazon 
Relational DB 

Services (RDS)

AWS 글로벌 인프라 위에 모든자원이 서비스로제공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환경

웹 서버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설치

물리적 서버

우리가 필요한 것만 집중합시다!

AWS



클라우드를 통한 민첩성으로 시장 파괴

호텔 영역
스토리지 영역 모바일 게임

협업 도구 교육 분야식당 평가



초보자를 위한 AWS 클라우드 시작하기

1. AWS 가입하기 및 프리티어 소개
§ https://www.youtube.com/watch?v=0DnFtUwsk1s

2. AWS Activate 가입하기
§ https://www.youtube.com/watch?v=76kilVvWt3g

3. Amazon EC2, S3 및 ElasticBeanstalk 사용하기
§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ORxAVAC5fUVcj0nuoVKa

gk4R9Z6m51h8



용어 정리

• 가상 서버 CPU와메모리를가진 클라우드내 서버
• 인스턴스 Instance AWS에서 가상서버를 부르는용어
• EC2 Elastic Compute Cloud 가상 인스턴스를운영하는서비스
• S3 Simple Storage Service 무제한 파일저장 및 공유 서비스
• 관리 콘솔 AWS 서비스를모두 관리하는사용자 인터페이스
• 클라우드 와치 AWS 자원을 모니터링하는 서비스
• 빌링 알림 AWS가 과금되었는지 확인해주는기능



AWS Elastic Beanstalk

• 단계1. 앱 플랫폼 선택
§ Python/Ruby/PHP/Node.js 등서버환경

§ DB, 로드밸런싱및 오토스케일링

• 단계2. 소프트웨어 업로드
§ Django 애플리케이션 업로드및 설치

• 단계3. 앱 실행 및 지속적 배포
§ 업데이트 사항 손쉽게 배포 가능

AWS 자원을 활용하여손쉽게 웹서비스를 구성 및 배포할수 있는무료관리형 서비스



DjangoGirls를 위한 사용 방법
1. (기초) AWS ElasticBeanstalk에 배포 하기

§ https://youtu.be/L5LDS0vhpZ8

2. (중급) AWS EB CLI를 통해 배포하기
§ https://awsko.wordpress.com/2016/05/22/aws-elasticbeanstalk-deploy-

django-app/

3. (심화) Amazon S3 + RDS(PostgreSQL) 사용하기
§ https://realpython.com/blog/python/deploying-a-django-app-to-aws-

elastic-beanstalk/
§ https://realpython.com/blog/python/deploying-a-django-app-and-

postgresql-to-aws-elastic-beanstalk/



1. Djangogirls 블로그 AWS EB 올리기 전…

1. 추가할 디렉토리및 파일
• .ebextensions및
django.config 파일

• Createsu.py 코맨드 파일
• 위의 두가지를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추가합니다.

2. ZIP 파일로 압축
• 압축 시루트 디렉토리로
파일을 모음니다.



2. 샘플 프로젝트 Forking 하기!

http://github.com/channy/my-frist-blog



3. AWS EB에 ZIP 파일 배포하기



Q: AWS 더 배워 보기

https://aws.amazon.com/ko/getting-started/tutorials/



Q: 어디서 공부해야할까요?

생활 코딩: AWS편-
https://opentutorials.org/m

odule/1946

아마존 웹서비스를
다루는 기술 (이재홍)

http://pyrasis.com/book/TheArtOfA
mazonWebServices

AWS 한국 사용자 모임
(페이스북 그룹)
http://awskr.org



온라인 실습 환경

다양한 온라인 강의 S료 및
실A을 통해 AWS에 대한
기초적인 사용법 및 활용

방법을 익히실 수 있A니다.

강의식 교육

AWS 전문 강사가 진행하. 강의를
통해 AWS 아키텍쳐 설계 및 구현에
대한 다양한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가

개설되어 있A니다.

AWS 공인 인W 시험을 통해
클라우드에 대한 S신의 전문
지식 및 경험을 공인받고 개발
경력을 제시할 수 있A니다.

공인 자격증 및 교육

Q: AWS 교육 지원 프로그램은 있나요?

Qwiklab 무료 실습
https://run.qwiklab.com/lab_ca
talogue#labs

무료 온라인 웨비나 강의
https://aws.amazon.com/ko/blogs/
korea/category/webinar/

AWS 공인 유료 오프라인 강의
http://edu.supertrack.co.kr/



• 한국 공식 블로그https://aws.amazon.com/ko/blogs/korea

• 소셜 및 정보 공유
• https://twitter.com/AWSKorea
• https://facebook.com/AmazonWebServices.ko
• https://youtube.com/user/AWSKorea
• https://slideshare.net/AWSKorea

• 한국 도움말및 기술 백서
• https://aws.amazon.com/ko/documentation
• https://aws.amazon.com/ko/whitepapers

Q: AWS 정보 꼭 알아두어야할 것은?



AWS 과금 이슈

1. 갑자기 금액이 많이 나왔어요. 
(무료가아닌 유료 인스턴스를실수로잘못 선택하거나, 해커에
의해 해킹 된 경우)

2. 비지니스 서포트로 돈이 나왔어요. 
(원래 Basic Support Plan(무료)를 선택해야하는데, 잘못
선택한 경우)

3. 소액이지만 돈이 좀 나왔어요. 
(무료티어 인줄 알고 켜놨는데, 몇 대를 켜놔서 한달지나서 깜박
잊고 안 끈 경우)



AWS 과금 이슈 대처 방법
1. 1. Billing 항목이나 신용 카드 청구서에 돈이 많이 나왔다고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대인배 아마존이 한번의 실수는 용서(?)해 드립니다^^)
2. 고객 센터 https://console.aws.amazon.com/support/home 에서

"Create Case"를 누르신 후, Account & Billing Support을선택한 후, 
자초 지종을 설명합니다. (학생인데, 수업 중 실수로 잘못 인스턴스를
선택했다. 사용은 하지 않았다. 실수로 비지니스 플랜을 선택했다. 취소
부탁한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영어만 지원한다고 해도, 한글로 쓰셔도 되구요. 
답 오는데 1-3일 걸리니까 Case를 여러 개 만드시지 마시고, 담당자기 지정
될때까지 조금 느긋하게 기다시기 바랍니다.)

3. 워킹 데이(업무일)로 3일이 지나도 답이 안오는 경우, 
https://forums.aws.amazon.com/forum.jspa?forumID=139 에
한국어로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AWS 과금 이슈 예방 방법

1. Billing Alert를 만드시 설정한다. (초보자는 AWS 활용 강의를 주로
따라하면서, 단계적으로 학습한다.)

2. 해커가 내 암호로 못들어오도록, 암호는 정말 어렵게 만든다. (내
신용 카드는 소중하다!)

3. 뭘 하기 전에 내가 실수를 하는 건 아닌지 다시 확인(영어로 되어
있다면 꼼꼼히 읽기) 한다. (인스턴스 선택, 비지니스 플랜 선택 등)

4. 고급 사용자의 경우, API키 등은 절대로 Github 등에 올리지
않는다. (해커의 사냥감이 됩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 AWS 한국 사이트: http://aws.amazon.com/ko/

• AWS 한국 문의하기 https://aws.amazon.com/ko/contact-us

• AWS 한국 소셜 미디어

@AWSKorea

AmazonWebServices

AWSKorea

AWSKorea

AWS Educate 프A그@에 대한 궁금하E 점은
aws-korea-devsupport@a-azo..co- 으A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