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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한 기업에서 온프레미스 SAP Business Suite on SAP HANA 워크로드를 AWS 로 리프트 앤 시프트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프로덕션 데이터베이스의 크기는 15TB 입니다. 프로덕션 마이그레이션의 

다운타임은 몇 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이 기업은 SAP HANA 시스템 복제를 사용하여 SAP HANA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합니다. AWS 로 마이그레이션한 후, 기업의 원격 근무 인력과 

비즈니스 파트너는 인터넷 연결 및 OpenVPN 호환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SAP Business Suite on 

SAP HANA 인스턴스에 안전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연결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A) AWS 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동안과 이후에 단일 퍼블릭 서브넷 및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 

직접 인터넷 연결을 사용합니다. 

B) 마이그레이션하는 동안 AWS Site-to-Site VPN 연결을 사용합니다. AWS 로 마이그레이션한 후 

AWS Direct Connect 연결을 사용합니다. 

C) 마이그레이션하는 동안 AWS Direct Connect 연결을 사용합니다. AWS 로 마이그레이션한 후 

AWS Site-to-Site VPN 연결을 사용합니다. 

D) 마이그레이션하는 동안 AWS Direct Connect 연결을 사용합니다. AWS 로 마이그레이션한 후 

AWS Client VPN 연결을 사용합니다. 

 

 

2) 한 글로벌 소매 기업이 SAP 애플리케이션을 AWS 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 기업의 

SAProuter 는 기업의 자체 데이터 센터 DMZ 에 있습니다. 이 기업은 AWS Cloud 에 유사한 

아키텍처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가장 안전한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A) SAProuter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인스턴스를 VPC 의 퍼블릭 서브넷에서 시작합니다. 인스턴스에 

탄력적 IP 주소를 할당합니다. 보안 네트워크 통신(SNC) 유형의 인터넷 연결을 사용합니다. 

SAProuter 인스턴스에 특정 보안 그룹을 생성합니다. SAP 지원 네트워크에 필요한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액세스를 허용하는 규칙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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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AProuter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인스턴스를 VPC 의 프라이빗 서브넷에서 시작합니다. 

인스턴스에 탄력적 IP 주소를 할당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SAP 지원 네트워크에 대한 인바운드 

또는 아웃바운드 액세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C) SAProuter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인스턴스를 VPC 의 퍼블릭 서브넷에서 시작합니다. 인스턴스에 

탄력적 IP 주소를 할당합니다. 암호화되지 않은 인터넷 연결을 사용합니다. SAProuter 

인스턴스에 특정 보안 그룹을 생성합니다. SAP 지원 네트워크에 대한 모든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액세스를 허용하는 규칙을 포함합니다. 

D) SAProuter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인스턴스를 VPC 의 퍼블릭 서브넷에서 시작합니다. 인스턴스에 

탄력적 IP 주소를 할당합니다. 보안 네트워크 통신(SNC) 유형의 인터넷 연결을 사용합니다. 

SAProuter 인스턴스에 특정 보안 그룹을 생성합니다. SAP 지원 네트워크에 대한 모든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액세스를 차단하는 규칙을 포함합니다. 

 

 

3) SAP 솔루션스 아키텍트는 개발 시스템, 품질 시스템 및 운영 시스템으로 구성된 세 가지 시스템 SAP 

환경을 설계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실행됩니다. 개발 시스템과 품질 

시스템은 평일 8 시간 동안 실행됩니다. 운영 시스템은 연중무휴로 실행됩니다. 

 

내년에는 생산 시스템의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SAP 솔루션스 아키텍트는 운영 용량이 항상 

가용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EC2 인스턴스 구매 옵션을 어떤 조합으로 구성하면 이러한 요구 사항을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충족합니까? (정답은 2 개입니다.) 

 

A) 개발 시스템 및 품질 시스템을 위한 온디맨드 인스턴스  

B) 개발 시스템 및 품질 시스템을 위한 스팟 인스턴스  

C) 운영 시스템용 스팟 인스턴스  

D) 운영 시스템을 위한 온디맨드 용량 예약이 포함된 EC2 인스턴스 Savings Plan  

E) 운영 시스템용 온디맨드 인스턴스 

 

 

4) 한 글로벌 소매 기업이 SAP Fiori 를 SAP VPC on AWS 의 프라이빗 서브넷에서 실행되는 SAP 

S/4HANA Finance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내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계층은 동일한 프라이빗 

서브넷에 상주하는 SAP HANA 에서 실행됩니다. 이 기업은 퍼블릭 서브넷에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NLB)를 배포했습니다. 이 기업은 AWS 네트워크 외부에서 SAP 애플리케이션 서버로 사용자 

트래픽을 직접 전송하도록 NLB 를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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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솔루션스 아키텍트는 퍼블릭 인터넷 웹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원격 액세스를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계층의 웹 서비스를 노출해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URL 리디렉션, 필터링 및 다시 

쓰기와 같은 도메인 간 요청을 처리합니다. 전체 아키텍처는 SAP HANA 데이터베이스 구성 요소 및 

SAP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에 대한 상시 대기 기능을 통해 여러 가용 영역에 분산됩니다. 기존 

NLB 는 현재 그대로 작동합니다. 장애 조치 중에 NLB 는 SAP 를 설치하고 실행한 후 사용자 트래픽을 

보조 가용 영역으로 리디렉션합니다. 

 

SAP 솔루션스 아키텍트가 UI 계층의 웹 서비스와 SAP 애플리케이션 간의 연결을 안전하게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NLB 및 Amazon Route 53 을 사용하여 인터넷에서 프라이빗 서브넷에 설치된 SAP Fiori 

애플리케이션으로 암호화된 트래픽을 직접 전송합니다.  

B) SAP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프라이빗 서브넷에 퍼블릭 IP 주소 없이 SAP Web Dispatcher 를 

설치합니다. NLB 의 HTTPS 요청만 수락하도록 SAP Web Dispatcher 를 구성합니다. 백엔드 SAP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그룹 규칙에서 SAP Web Dispatcher IP 주소를 허용합니다.  

C) 웹 서비스와 비즈니스 로직을 포함하는 객체를 사용할 수 있는 서드 파티 도구를 설치합니다.  

D) 퍼블릭 서브넷에 SAP Web Dispatcher 를 설치합니다. NLB 의 HTTPS 요청만 수락하도록 SAP 

Web Dispatcher 를 구성합니다. SAP 를 설치합니다. 백엔드 SAP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그룹 

규칙에서 SAP Web Dispatcher IP 주소를 허용합니다. 

 

5) SAP 기술 아키텍트가 AWS Cloud 의 SAP HANA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행되는 SAP 애플리케이션의 

고가용성 설정을 위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기본 및 보조 SAP HANA 데이터베이스는 AWS 리전 내에 

있는 서로 다른 가용 영역의 별도 프라이빗 서브넷에서 실행됩니다. 클러스터링 솔루션은 SUSE 

Linux Enterprise 고가용성 확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SAP 시스템이 호스팅되는 VPC CIDR 범위는 10.0.0.0/16 입니다. ASCS/ERS 클러스터에 

할당된 오버레이 IP 주소는 10.9.9.9 입니다. SAP HANA 클러스터에 할당된 오버레이 IP 주소는 

10.0.9.9 입니다. SAP HANA 시스템 복제가 구성되어 있지만 SAP HANA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클러스터 솔루션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SAP 기술 아키텍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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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AP HANA 인스턴스에 할당된 퍼블릭 IP 주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할당된 퍼블릭 IP 주소가 

없는 경우 퍼블릭 IP 주소를 할당하고 다시 시도합니다.  

B) VPC CIDR 범위를 10.0.0.0/8 로 변경하여 오버레이 IP 주소 할당을 수용합니다.  

C) SAP HANA 클러스터의 VPC CIDR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오버레이 IP 주소를 사용합니다.  

D) 클러스터 설정이 완료된 후 SAP HANA 시스템 복제를 구성합니다. 

 

 

6) 한 기업에서 테라바이트 규모의 데이터를 온프레미스에서 처리하는 SAP S/4HANA 를 사용하여 금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SAP 환경을 AWS 로 마이그레이션해야 합니다.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는 1Gbps 의 AWS Direct Connect 연결을 통해 AWS 리전에 연결됩니다. 이 기업의 

네트워킹 팀은 SAP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에 전체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SAP 

솔루션스 아키텍트는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는 솔루션을 구현하여 온프레미스 시스템을 

마이그레이션해야 합니다. 

 

다음 중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A) Amazon S3 Transfer Acceleration 를 사용하여 백업 및 복원을 수행합니다.  

B)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System Move 와 함께 SAP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자(SUM)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옵션(DMO) 을 사용합니다. AWS Snowball 을 사용하여 내보내기 

파일을 전송합니다.  

C) SAP HANA 시스템 복제를 사용합니다.  

D) SAP 기존 내보내기/가져오기(R3load 기반)를 사용합니다. 

 

7) 한 기업의 SAP 운영 워크로드가 VMware vSphere 및 Microsoft Hyper-V 플랫폼의 VM 에 있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SAP 워크로드를 AWS 로 이전해야 합니다. 

 

SAP 솔루션스 아키텍트가 여러 온프레미스 SAP VM 을 AWS Cloud 로 동시에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솔루션은 다운타임을 최소화해야 하며 마이그레이션 동안 SAP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보안을 위해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도구나 에이전트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어떤 솔루션이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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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WS Application Migration Service(CloudEndure Migration)를 사용하여 간단한 복제 서버를 

설정합니다. 설계 청사진에 따라 Amazon EC2 인스턴스를 시작하여 전환을 수행합니다.  

B) AWS CLI 를 사용하여 VM 을 OVA 파일로 내보냅니다. S3 멀티파트 업로드를 사용하여 OVA 

파일을 Amazon S3 에 업로드합니다. ec2 import-image 명령을 사용하여 OVA 파일을 

가져옵니다.  

C) AWS Migration Hub 와 AWS Application Discovery Service 를 사용하여 서버 사양 정보를 

수집합니다. Migration Hub 콘솔을 통해 VM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합니다.  

D) AWS Server Migration Service(AWS SMS)를 사용하여  

온프레미스 VM 을 AWS 에 AMI 로 복제하는 복제 작업을 설정합니다. 

 

 

8) 한 기업이 SAP 워크로드를 Oracle 과 VMware 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플랫폼을 AWS 로 

변경하고 SAP 워크로드를 Oracle 에서 SAP HANA 데이터베이스로 마이그레이션해야 합니다. 

 

다음 중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2 개입니다.) 

 

A) 플랫폼을 변경하고 SAP Software Provisioning Manager 를 사용하여 SAP 워크로드를 

마이그레이션합니다.  

B) 플랫폼을 변경하고 AWS Application Migration Service(CloudEndure Migration)를 사용하여 

SAP 워크로드를 마이그레이션합니다.  

C) 플랫폼을 변경하고 System Move 와 함께 SAP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자(SUM)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옵션(DMO)을 사용하여 SAP 워크로드를 마이그레이션합니다.  

D) AWS Database Migration Service(AWS DMS)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합니다. 

AWS Application Migration Service(CloudEndure Migration)를 사용하여 SAP 워크로드를 

마이그레이션합니다.  

E) 플랫폼을 변경하고 AWS 에서 VM Import/Export 를 사용하여 SAP 워크로드를 

마이그레이션합니다. 

 

9) 업그레이드 전 점검의 일환으로, SAP 솔루션스 아키텍트가 AWS 에서 실행 중인 운영 SAP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SAP 트랜잭션 ST06 에서는 SAP 시스템의 AWS 

인프라에 관련된 정보만 모니터링하는 것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SAP 애플리케이션 수준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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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WS Data Provider for SAP 에이전트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오류가 있습니다.  

B) Amazon CloudWatch 에이전트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오류가 있습니다.  

C) SAP HANA 모니터링 에이전트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오류가 있습니다.  

D) AWS DataSync 에이전트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오류가 있습니다. 

 

 

10) 한 기업에서 SAP HANA on AWS 의 데이터 보호를 위해 Backint 를 사용하는 서드 파티 백업 도구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 기업은 전용 백업 서버를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노력으로 인해 SAP 

HANA 용 AWS Backint Agent 사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SAP HANA 시스템은 SAP HANA 데이터 볼륨 및 로그 볼륨에 범용 SSD(gp2) Amazon Elastic Block 

Store(Amazon EBS) 볼륨을 사용합니다. 백업 파일은 Amazon S3 버킷에 저장됩니다. SAP 솔루션스 

아키텍트는 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개념 증명 구축을 설정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 

절차의 속도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다음 중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2 개입니다.) 

 

A) S3 버킷 크기를 늘립니다. S3 버킷에 대한 액세스가 동일한 AWS 리전의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이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B) SAP HANA 파라미터 parallel_data_backup_backint_channels 의 값을 늘려 동시 백업 채널의 

수를 조정합니다.  

C) S3 Transfer Acceleration 을 사용하여 백업 파일 전송을 구성합니다.  

D) SAP HANA EBS 데이터 볼륨(/hana/data)에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지 처리량을 확인합니다. SAP 

HANA EBS 데이터 볼륨을 프로비저닝된 IOPS SSD 볼륨 유형으로 수정하고 백업을 다시 

시도합니다.  

E) 백업 파일에 대해 데이터 중복 제거를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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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D - 마이그레이션에 할당된 시간 내에 네트워크를 통해 15TB 의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전용 네트워크 

연결과 짧은 대기 시간이 필요합니다. AWS Direct Connect 는 이러한 목적을 충족합니다. 이 기업은 

10Gbps Direct Connect 연결을 사용하여 15TB 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3 시간이 필요합니다. 

 

AWS Client VPN 은 인터넷 연결 및 OpenVPN 호환 클라이언트를 통해 어디서나 액세스할 수 있는 

완전관리형 VPN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기업의 원격 인력 및 비즈니스 파트너가 

안전한 방법으로 SAP 환경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2) A - AWS 에서 SAP 환경을 설정할 때 SAP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SAP Solution Manager 시스템과 

SAProuter 를 설정해야 합니다. SAProuter 및 SAP 지원 네트워크 연결을 설정할 때 다음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 SAProuter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인스턴스를 VPC 의 퍼블릭 서브넷에서 시작합니다. 

인스턴스에 탄력적 IP 주소를 할당합니다. 

• SAP 지원 네트워크에 필요한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액세스를 허용하는 데 필요한 규칙과 

함께 SAProuter 인스턴스에 대한 특정 보안 그룹을 만듭니다. 

• 보안 네트워크 통신(SNC) 유형의 인터넷 연결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AP Support 

Portal 에서 원격 지원을 참조하십시오. 

 

SAP all-on-AWS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은 이 아키텍처의 개요를 보여 줍니다. 

 

VPC 보안 그룹에서는 허용 규칙을 지정할 수 있지만 거부 규칙은 지정할 수 없습니다. 

 

 

3) A, D - 개발 시스템과 품질 시스템은 평일에 매일 8 시간 동안만 실행되므로 온디맨드 인스턴스는 

이러한 시스템에서 가장 비용 효율적인 구매 옵션입니다. SAP 시스템은 상태 유지 시스템이며 

갑자기 중단할 수 없으므로 스팟 인스턴스는 이 시나리오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운영 시스템의 규모는 계속 커질 것이므로 용량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Savings Plan 및 온디맨드 

용량 예약의 조합이 운영 시스템에 가장 비용 효율적인 구매 옵션을  

제공하는 동시에 필요할 때 용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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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시스템 구매 권장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WS 설명서의 SAP on AWS 요금 기본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4) D -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는 다중 가용 영역에 걸쳐 SAP Web Dispatchers 의 고가용성 배포를 

지원합니다.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함수는 Open Systems Interconnection(OSI) 모델의 네 번째 

계층에서 작동하며 매초 수백만 건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는 연결 

요청을 수신한 후 대상 그룹에서 대상을 선택하여 네트워크 연결 요청을 목적지 주소로 

라우팅합니다. 이 목적지 주소는 퍼블릭 서브넷에서 실행되는 SAP Web Dispatcher 와 연결된 

오버레이 IP 주소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설명서에서 아키텍처 가이드라인 및 결정의 로드 밸런싱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5) C - VPC 이외의 CIDR 블록을 사용하여 활성 SAP 인스턴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오버레이 IP 

주소를 구성해야 합니다. 오버레이 IP 라우팅을 사용하면 AWS 네트워크가 VPC CIDR 범위 밖에 있는 

중첩되지 않는 RFC1918 프라이빗 IP 주소를 사용할 수 있고 AWS 의 라우팅 항목을 변경하여 VPC 내 

가용 영역 전체의 인스턴스 구성으로 SAP 트래픽을 보낼 수 있습니다. 

 

VPC 내의 IP 주소 할당은 장애 조치 시나리오에서 다중 가용 영역에 걸쳐 확장되거나 다른 가용 

영역의 보조 인스턴스로 재할당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설명서의 SAP on AWS 고가용성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6) C - SAP HANA 시스템 복제는 새로운 SAP HANA 인스턴스를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과  

동기화합니다(AWS SAP 마이그레이션 가이드 참조). 시스템이 동기화되면 기업은 다른 옵션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운타임 없이 이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7) D - AWS Server Migration Service(AWS SMS)는 온프레미스에서 여러 VM 의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여 이 마이그레이션의 다운타임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이 솔루션은 소스 컴퓨터에 에이전트 

배포가 필요 없는 유일한 해답 옵션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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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 C - System Move 를 사용하는 SAP Software Provisioning Manager 및 SAP Software Update 

Manager(SUM) Database Migration Option(DMO)은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환경이 변경되는 이기종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경우 anyDB 환경에서 SAP HANA 환경으로의 마이그레이션을 

의미합니다. 이기종 마이그레이션에는 AWS Application Migration Service(CloudEndure Migration) 

또는 VM Import/Export on AWS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AWS Database Migration Service(AWS 

DMS)는 대상이 SAP HANA 인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9) A - ST06 트랜잭션은 SAP 용 AWS Data Provider 의 데이터에 따라 AWS 환경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AP HANA 모니터링 에이전트는 모니터링 환경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Amazon 

CloudWatch 에이전트는 SAP 모니터링 환경에 피드를 제공하지 않지만 CloudWatch 에이전트는 

해당 정보를 CloudWatch 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AWS DataSync 에이전트는 모니터링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10) B, D - SAP HANA 데이터베이스의 백업 속도는 /hana/data 볼륨에서 주고 받을 수 있는 처리량의 

영향을 받습니다. 백업 성능을 개선하는 두 가지 방법은 기본 Amazon Elastic Block Store(Amazon 

EBS) 볼륨에서 사용 가능한 IOPS 를 늘리는 방법과 동시 백업 채널의 수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다른 

옵션은 성능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mazon S3 버킷 크기는 사용 가능한 처리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S3 Transfer Acceleration 은 SAP 백업의 단일 사례 보다는 글로벌 사용자를 

위한 성능을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