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WS 공인 솔루션스 아키텍트 – 어소시에이트 등급  

시험 청사진 

개요 
AWS 공인 솔루션스 아키텍트 – 어소시에이트 등급 시험은 솔루션스 아키텍트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본 시험은 응시자의 다음 능력을 평가합니다. 

• 아키텍처 모범 사례를 이용해, 구축할 솔루션을 정의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수집하는 능력 
• 프로젝트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개발자와 시스템 관리자들에게 아키텍처 모범 사례를 가이드할 수 

있는 능력 
 
본 등급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다음 분야 및 목표 요소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음 중 대부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AWS 지식 
• 컴퓨터, 네트워킹, 스토리지 및 데이터베이스 AWS 서비스에 대한 실무 경험 
• 대규모 분산 시스템 아키텍처 디자인에 대한 업무 경험 
• 탄력성 및 확장성 개념에 대한 이해 
• AWS와 관련된 네트워크 기술 이해  
• AWS에서 제공하는 모든 보안 기능 및 도구, 그리고 이들과 기존 서비스 간의 관계에 대한 일정 

수준의 이해 
• AWS(AWS SDK, AWS API, 명령줄 인터페이스, AWS CloudFormation)와 상호 작용하는 방법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 
• AWS 배포 및 관리 서비스에 대한 실무 경험  

일반 IT 지식 
• 웹 서버(Apache, nginx, IIS), 캐싱, 애플리케이션 서버, 로드 밸런서 등 일반적인 멀티티어 아키텍처에 

대한 탁월한 이해 
• RDBMS(MySQL, Oracle, SQL Server), NoSQL 
• 메시지 대기열 및 Enterprise Service Bus(ESB)에 대한 이해 
• 소결합 및 상태 비저장 시스템에 대한 친숙도 
• 분산 시스템에서 서로 다른 일관성 모델에 대한 이해 
• CDN 및 성능 개념에 대한 경험 
• 라우트 테이블, 액세스 제어 목록, 방화벽, NAT, HTTP, DNS, IP 및 OSI 네트워크에 대한 네트워크 

경험 
• RESTful 웹 서비스, XML, JSON에 대한 지식 
•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 주기에 대한 친숙도  
• 퍼블릭 키 암호화, SSH, 액세스 자격 증명 및 X.509 인증서를 비롯한 정보 및 애플리케이션 보안에 

대한 작업 경험 
 
다음 교육 과정이나 이에 준하는 다른 방법이 본 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AWS 기반 아키텍처 설계(aws.amazon.com/training/architect) 
• 적어도 한 가지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나 교육  
• AWS 클라우드 컴퓨팅 백서(aws.amazon.com/whitepapers) 

o Amazon Web Services 개요   
o 보안 프로세스 개요   
o AWS 위험 및 규제 준수 백서  
o 클라우드에서의 스토리지 옵션  
o AWS 클라우드를 위한 아키텍처 설계: 모범 사례   

• 온프레미스 및 AWS 구성 요소를 가지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배포해 본 경험 
• AWS 아키텍처 센터 웹 사이트 활용(aws.amazon.com/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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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본 시험 청사진에는 배점, 테스트 목표 및 예제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제 토픽 및 개념은 
테스트 목표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포함되어 있을 뿐이며, 본 시험의 모든 콘텐츠를 보여 주는 종합 
목록은 아닙니다.   
아래 표에는 본 시험에서 평가하는 분야와 각 분야의 배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도메인 배점 비율 
1.0  고가용성, 비용 효율적, 내결함성, 확장형 시스템 디자인  60% 
2.0  구현/배포 10% 
3.0  데이터 보안 20% 
4.0  문제 해결 10% 
총합 100% 

선택지 
응시자는 4개 이상의 선택지 중에서 문장을 가장 잘 완성하거나 질문에 가장 알맞은 답변을 선택합니다.  
정답 이외의 선택지는 테스트 목표에 따라 정해진 콘텐츠 분야 내에서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는 내용들로서, 
지식이나 실력이 불완전한 응시자들은 문제를 쉽게 맞출 수 없습니다. 
 
본 시험에서 사용되는 테스트 항목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객관식: 질문에 가장 알맞은 답변 또는 문장을 가장 잘 완성하는 선택지를 선택합니다.  응시자가 
선택 항목을 ‘포인트 앤 클릭’하여 테스트 항목을 완성해야 하는 그래픽 형태로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 복수 답변: 질문에 가장 알맞은 답변 또는 문장을 가장 잘 완성하는 선택지를 여러 개 선택합니다.   
• 샘플 지침: 문장이나 질문을 읽고 가장 정확한 지문 또는 해당 정보에 가장 알맞은 지문을 

선택합니다. 

콘텐츠 범위 
 
1 분야 1.0:  고가용성, 비용 효율적, 내결함성, 확장형 시스템 디자인 
1.1 기초적인 구성 요소와 효과적인 설계 등 클라우드 아키텍처 고려 사항을 파악하고 인지합니다.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클라우드 서비스를 설계하는 방법 
• 계획 및 설계  
• 모니터링 
• 다음에 대한 친숙도: 
• 모범 사례 
• 가격/비용을 비롯한 클라이언트 사양 개발(예: 온디맨드 vs. 예약 vs. 스폿, RTO 및 RPO DR 

디자인) 
• 아키텍처적 트레이드오프(고가용성과 비용 간 트레이드오프,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RDS)를 사용하는 것과 Amazon Elastic Compute Cloud(EC2)에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는 것 간의 트레이드오프) 

• 기존 개발 환경과의 통합 및 확장형 아키텍처 구축 
• 탄력성 및 확장성 

 
2 분야 2.0:  구현/배포  
2.1 Amazon EC2, Amazon S3, Elastic Beanstalk, CloudFormation, Amazon Virtual Private Cloud(VPC) 및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를 사용하여 클라우드 솔루션을 코딩하고 구현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과 방법을 파악합니다.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 Amazon Machine Image(AMI) 구성 
•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서비스 관리 운영 및 확장 
• 프라이빗 및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규정 준수 구성 
• 다양한 지역에서 인스턴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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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 3.0:  데이터 보안  
3.1 최적의 클라우드 배포 및 유지보수를 위한 보안 절차를 파악하고 구현합니다.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클라우드 보안 모범 사례 

o 위협 모델을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 
o 위험 관리를 위한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 

 사용 사례 
 악용 사례(부정적 사용 사례) 

 
• AWS에서의 보안 아키텍처 

o 책임 분담 보안 모델 
o AWS 플랫폼 규정 준수 
o AWS 보안 속성(고객 워크로드부터 물리적 계층까지) 
o 보안 서비스 
o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o Amazon Virtual Private Cloud(VPC) 
o CIA 및 AAA 모델,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필터링 그리고 이에 맞는 AWS 서비스 및 

기능 
o ‘핵심’ Amazon EC2 및 S3 보안 기능 집합  
o 공통적인 일반 보안 제품 통합(방화벽, IDS:HIDS/NIDS, SIEM, VPN) 
o 디자인 패턴 
o DDOS 완화 
o 암호화 솔루션 
o 정교한 액세스 제어(세밀한 보안 그룹, ACL 등 구축) 
o 보안 아키텍트를 위한 Amazon CloudWatch 

 
3.2 주요 재해 복구 기술을 파악하고 구현합니다.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해 복구 

o 복구 시간 목표 
o 복구 시점 목표  
o Amazon Elastic Block Store 

• AWS Import/Export 
• AWS Storage Gateway 
• Amazon Route53 
• 복구된 데이터 테스트 

 
4 분야 4.0:  문제 해결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인 문제 해결 정보 및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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