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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RDS를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AWS에서 담당하는 두 가지 관리 작업은 무엇입니까? (정답 2개) 

A. 데이터 가져오기 및 쿼리 최적화  
B.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주기적인 패치  
C. 최대 5분 이내의 특정 시점으로 복구를 통해 자동화된 데이터베이스 백업 생성 및 유지보수  
D. 규정에 따른 장기 보존 요구 사항을 준수하면서 자동화된 데이터베이스 백업 생성 및 유지보수  

  

개발자들을 위한 개발 및 테스트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AWS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환경 모두 m1.small EC2 인스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테스트 환경에서 네트워크 로드가 
증가할 때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테스트 환경에서 이러한 성능 문제를 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m1.small을 보다 큰 인스턴스 유형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B. 테스트 인스턴스에 ENI를 더 추가합니다.  
C. EBS 최적화 옵션을 사용해 EBS 트래픽을 덜어냅니다.  
D. 네트워크 사용량이 80%를 넘을 때 더 많은 네트워크 대역폭을 프로비저닝하도록 Amazon 

Cloudwatch를 구성합니다.  
 

AWS 이용 방침에 따르면, EC2 인스턴스의 침입 테스트는 어떻게 수행될 수 있습니까? 

A. EC2 인스턴스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만 고객이 각자의 인스턴스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B. AWS가 수행하며, 주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C. AWS가 수행하며, 고객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게 됩니다.  
D. 모든 상황에서 분명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E. AWS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 고객이 자신의 인스턴스에 대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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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IAM 정책이 있습니다. 

{  

"Version": "2012-10-17", 

  "Statement": [ 

    {  

      "Effect": "Allow", 

      "Action": [ 

         "s3:Get*",  "s3:List*" 

         ], 

      "Resource": "*" 

    }, 

    { 

      "Effect": "Allow", 

      "Action": "s3:PutObject", 

      "Resource": "arn:aws:s3:::corporate_bucket/*" 

    } 

  ] 

}  

이 IAM 정책에서 허용하는 기능은 무엇입니까? (정답 3개) 

F. 사용자가 계정 소유의 모든 S3 버킷에서 객체를 읽을 수 있습니다.  
G. 사용자가 'corporate_bucket'이라는 이름의 버킷에 객체를 쓸 수 있습니다.  
H. 사용자가 'corporate_bucket'이라는 이름의 버킷에 대해 액세스 권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I. 사용자가 'corporate_bucket'이라는 이름의 버킷에서 객체를 읽을 수 있지만 버킷에 있는 객체를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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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사용자가 'corporate_bucket'이라는 이름의 버킷에서 객체를 읽을 수 있습니다.  

4kB 단위의 100,000 IOPS보다 큰 랜덤 I/O 읽기를 필요로 하는 NoSQL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적절한 스토리지 
솔루션을 찾아내는 일을 맡았습니다. 

  

어떤 EC2 옵션이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까? 

A. EBS 프로비저닝된 IOPS  
B. SSD 인스턴스 스토어  
C. EBS 최적화 인스턴스  
D. RAID 10에 구성된 하이 스토리지 인스턴스  

 

 

인스턴스 A 및 인스턴스 B는 VPC의 서로 다른 서브넷 A와 B에서 실행 중입니다. 인스턴스 A는 인스턴스 B를 
ping할 수 없습니다.  

 본 문제를 야기하는 두 가지 가능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정답 2개) 

A. 서브넷 A의 라우팅 테이블에 서브넷 B에 대한 타겟 라우트가 없습니다.  
B. 인스턴스 B에 연결된 보안 그룹이 인바운드 ICMP 트래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C. 인스턴스 A에서 IAM 역할에 연결된 정책이 올바르게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D. 서브넷 B의 NACL이 아웃바운드 ICMP 트래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귀사의 웹 사이트가 전 세계 5개 AWS 지역에 있는 10개의 EC2 인스턴스에서 호스트되고 있습니다(각 지역당 
2개의 인스턴스). 

5개 지역 중 하나에서 오랜 기간 동안 네트워크 연결이 끊길 경우, 최소한의 다운타임으로 사이트가 가용성을 
유지하도록 하려면 사이트를 어떻게 구성해야 합니까? 

A. Elastic Load Balancer를 만들어서 EC2 인스턴스 앞에 배치합니다. 각 ELB에 대한 적절한 정상동작 
검사를 설정합니다.  

B. 각 지역에서 인스턴스 간에 VPN 연결을 설정합니다. 지역 전체의 연결 중단 시 BGP에 의존하여 자동 
장애조치를 수행합니다.  

C. 각 지역에서 Elastic Load Balancer로 연결되는 Route 53 지연 시간 기반 라우팅 레코드 세트를 만듭니다. 
각 ELB에 대한 적절한 정상동작 검사를 설정합니다.  

D. 각 지역에서 Elastic Load Balancer로 연결되고 타겟에 대한 정상동작 평가 플래그가 true로 설정된 
Route 53 지연 시간 기반 라우팅 레코드 세트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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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가 있는 상태 비저장 웹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Elastic Load Balancer(ELB), EC2에 
있는 3개의 웹/애플리케이션 서버, 5000 IOPS가 프로비저닝된 MySQL RDS 1개 사용자의 평균 응답 시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CloudWatch를 살펴보니 웹/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95% CPU 사용량, 데이터베이스에서 
20% CPU 사용량이 관찰됩니다. 평균 데이터베이스 디스크 연산 수는 2000에서 2500 사이로 다양합니다. 

응답 시간을 개선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은 무엇입니까? (정답 2개) 

A. 웹/애플리케이션 서버에 대해 보다 적절한 CPU/메모리 비율로 서로 다른 EC2 인스턴스 유형을 
선택합니다.  

B. 자동 확장을 사용하여 CPU 로드 임계값을 기준으로 웹/애플리케이션 서버를 더 추가합니다.  
C. 웹/애플리케이션 EC2 인스턴스당 허용되는 오픈 TCP 연결 수를 늘립니다.  
D. 자동 확장을 사용하여 메모리 사용량 임계값을 기준으로 웹/애플리케이션 서버를 더 추가합니다.  

 

S3의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무엇입니까? (정답 2개) 

A. 버킷에 대한 CloudFront 배포를 생성합니다.  
B. S3 버킷 정책을 설정합니다.  
C. S3 가상 호스팅을 사용합니다.  
D. 버킷 또는 객체에 S3 ACL을 설정합니다.  
E. IAM 사용자 인증 연동을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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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를 사용하여 귀사의 백업 및 아카이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문서는 3개월간 즉시 액세스 가능해야 하며, 
규제 준수를 위해 5년간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충족하는 AWS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A. StorageGateway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S3에 저장하고 장기 보관의 경우 수명 주기 정책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Redshift로 옮깁니다.  

B. DirectConnect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S3에 업로드하고 장기 보관의 경우 IAM 정책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Glacier로 옮깁니다.  

C. 데이터를 EBS에 업로드하고, 수명 주기 정책을 사용하여 EBS 스냅샷을 S3로 옮기고 이후 장기 보관을 
위해 Glacier로 옮깁니다.  

D. 데이터를 S3에 업로드하고 장기 보관의 경우 수명 주기 정책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Glacier로 옮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