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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 회사가 기존 웹 애플리케이션을 단일 서버에서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ALB) 뒤의 여러 Amazon EC2 

인스턴스로 마이그레이션하고 있다. 마이그레이션 후, 사용자들은 세션이 자주 끊어지며 다시 로그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사용자들이 보고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A) ALB 가 다중 AZ 구성이 아닌지 확인한다. 

B) ALB 를 오리진으로 하여 Amazon CloudFront 배포를 구성한다. 

C) ALB 앞에 Network Load Balancer 를 배치한다. 

D) EC2 인스턴스의 대상 그룹에 고정 세션을 활성화한다. 

 

2) SysOps 팀은 AWS Personal Health Dashboard 에서 다가올 AWS 하드웨어 유지 관리 일정을 매주 확인한다. 

최근, 한 팀원이 휴가였고 이 팀은 일정을 놓쳐 가동 중단으로 이어졌다. 이 팀은 개별 팀원의 대시보드 

확인 업무에 의존하지 않고도 모두가 다가올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원한다. 

 

무엇을 해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A) Personal Health Dashboard 를 모니터링하는 웹 스크랩퍼를 빌드한다. 새로운 상태 이벤트가 감지되면, 

팀 전체가 모니터링하는 Amazon SNS 주제로 알림을 보낸다. 

B) AWS 상태 서비스를 기반으로 Amazon CloudWatch Events 이벤트를 생성하고 팀 전체가 

모니터링하는 Amazon SNS 주제로 알림을 보낸다. 

C) Amazon CloudWatch 이벤트를 생성하여 팀 전체가 모니터링하는 Amazon SNS 주제에 알림을 보내어 

팀이 Personal Health Dashboard 에서 유지 관리 일정을 확인하도록 알린다. 

D) AWS Lambda 함수를 생성하여 모든 EC2 인스턴스에 지속적으로 ping 을 보내 상태를 확인한다. 이 

확인이 실패하면 팀에 경보 한다. 

 

3) 한 VPC 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이 또 다른 계정의 소유이면서 다른 지역 VPC 에서 실행되는 

인스턴스로의 접근을 필요로 한다. 규정 준수를 위해, 트래픽은 공용 인터넷을 통과해서는 안 된다. 

 

관리자가 어떻게 네트워크 라우팅을 구성해야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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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각 계정 내에, 다른 계정의 가상 사설 게이트웨이를 가리키는 경로를 포함하는 사용자 지정 라우팅 

테이블을 생성한다. 

B) 각 계정 내에, 해당 VPC 의 공개 서브넷에 NAT 게이트웨이를 설정한다. 그런 다음, NAT 

게이트웨이의 공개 IP 주소를 사용하여, 두 VPC 간의 라우팅을 활성화한다. 

C) 한 계정에서, VPC 간의 Site-to-Site VPN 연결을 구성한다. 각 계정 내에, VPC 라우팅 테이블에 원격 

VPC 의 CIDR 블록을 가리키는 경로를 추가한다. 

D) 한 계정에서, VPC 피어링 요청을 생성한다. 다른 계정의 관리자가 요청을 수락한 후, 각 VPC 의 

라우팅 테이블에 피어링 된 VPC 의 CIDR 블록을 가리키는 경로를 추가한다. 

 

4)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실행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Amazon DynamoDB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해야 한다. 

 

어떤 해결책이 테이블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의 접근 권한을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부여하는가? 

 

A)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IAM 그룹을 생성하고 필요한 권한을 담은 권한 정책을 연결한다. EC2 

인스턴스를 이 IAM 그룹에 추가한다. 

B) DynamoDB 테이블에 대해 IAM 리소스 정책을 생성하여 Amazon EC2 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한다. 

C) DynamoDB 테이블 접근에 필요한 권한을 가진 IAM 역할을 생성한다. 역할을 EC2 인스턴스에 

연결한다. 

D)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IAM 사용자를 생성하고 필요한 권한과 권한 정책을 연결한다. 접근 키를 

생성하고 키를 애플리케이션 코드에 포함시킨다. 

 

5) 한 서드 파티 서비스는 객체를 Amazon S3 에 매일 밤 업로드한다. 가끔씩, 이 서비스는 형식이 잘못된 

버전의 객체를 업로드 한다. 이 경우, SysOps 관리자는 이전 버전의 객체를 복구해야 한다. 

 

어떤 것이 원격 서비스에서 객체를 가져오지 않고 복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가? 

 

A) Amazon CloudWatch Events 예약 이벤트를 구성하여 야간 작업 전에 S3 버킷을 백업하는 AWS 

Lambda 함수를 구동 시킨다. 잘못된 객체가 발견되면 백업 버전으로 복구한다. 

B) S3 이벤트를 생성하여 객체 생성 시 이 객체를 Amazon Elasticsearch Service(Amazon ES) 

클러스터에 복사되도록 한다. 잘못된 객체가 발견되면, Amazon ES 에서 이전 버전을 가져온다. 



 

AWS 공인 SysOps 관리자–어소시에이트(SOA-C01)  

샘플 시험 문항 

 

© 2019, Amazon Web Services, Inc. 또는 그 계열사. All rights reserved | aws.amazon.com       3 | 페이지 

 

C) 다른 계정이 소유 한 S3 버킷에 객체를 복사하는 AWS Lambda 함수를 생성합니다. S3 에서 새 

객체가 생성될 때 해당 기능을 트리거합니다. 잘못된 개체가 발견되면 다른 계정에서 이전 

버전을 검색하십시오. 

D) S3 버킷에 버전 관리를 활성화한다. 잘못된 객체가 발견되면, CLI 나 AWS 관리 콘솔로 이전 

버전에 접근한다. 

 

6) AWS 공동 책임 모델에 따르면, 다음 중 어느 것이 Amazon EC2 활동들 중 AWS 의 책임인가? (2 개 선택.) 

 

A) 네트워크 ACL 구성 

B) 네트워크 인프라 유지 관리 

C) 메모리 활용률 모니터링 

D) 게스트 운영 체제 패치 적용 

E) 하이퍼바이저 패치 적용 

 

7) 보안 및 규정 준수 팀은 모든 Amazon EC2 워크로드에 대하여 승인된 Amazon 머신 이미지(AMI) 사용을 

요구한다. SysOps 관리자는 미 승인 AMI 에서 시작된 EC2 인스턴스를 찾기 위한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 

 

어느 해결책이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가? 

  

A) AWS Systems Manager 인벤토리를 사용하는 사용자 지정 보고서를 만들어 미 승인 AMI 를 

식별한다.  

B) Amazon Inspector 를 각 EC2 인스턴스에서 실행하고, 만약 미 승인 AMI 를 사용 중인 

인스턴스라면 표시한다. 

C) AWS Config 규칙을 사용해 미 승인 AMI 를 식별한다. 

D) AWS Trusted Advisor 를 사용해 미 승인 AMI 를 사용 중인 EC2 워크로드를 식별한다. 

 

8) SysOps 관리자가 Application Load Balancer 에서 대규모의 악성 HTTP 요청을 관찰하게 되었다. 이 

요청들은 여러 다른 IP 주소로부터 오고 있다. 이 요청들은 서버 부하 및 비용 증가의 원인이다. 

 

SysOps 관리자가 어떻게 해야 이 트래픽을 차단할 수 있는가? 

  

A) Amazon Inspector 를 Amazon EC2 인스턴스에 설치하여 트래픽을 차단한다. 

B) Amazon GuardDuty 를 사용하여 봇 및 스크래퍼로부터 웹 서버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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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WS Lambda 를 사용하여 웹 서버 로그 분석, 봇 트래픽 감지, 그리고 보안 그룹에서 IP 주소를 

차단한다. 

D) AWS WAF 속도 기반 차단 목록을 사용하여 임계 값 초과 시에 트래픽을 차단한다. 

 

9) SysOps 관리자가 AWS 에서 실행 중인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 그룹 정책을 구현하고 있다. Elastic 

Load Balancer 는 포트 1521 을 통해 Amazon RDS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Amazon EC2 인스턴스 집합과 

연결된다. 보안 그룹 이름은 각각 elbSG, ec2SG 및 rdsSG 이다. 

 

어떻게 이러한 보안 그룹을 구현해야 하는가? 

 

A) elbSG: 0.0.0.0/0 로부터의 포트 80 과 443 허용; 

ec2SG: elbSG 로부터의 포트 443 허용; 

rdsSG: ec2SG 로부터의 포트 1521 허용; 

 

B) elbSG: 0.0.0.0/0 로부터의 포트 80 및 443 허용; 

ec2SG: elbSG 와 rdsSG 로부터의 포트 80 및 443 허용; 

rdsSG: ec2SG 로부터의 포트 1521 허용; 

 

C) elbSG: ec2SG 로부터의 포트 80 및 443 허용; 

ec2SG: elbSG 와 rdsSG 로부터의 포트 80 및 443 허용; 

rdsSG: ec2SG 로부터의 포트 1521 허용; 

 

D) elbSG: ec2SG 로부터의 포트 80 과 443 허용; 

ec2SG: elbSG 로부터의 포트 443 허용; 

rdsSG: elbSG 로부터의 포트 1521 허용; 

 

10) 한 전자상거래 회사에서 당일 매출의 집계 및 그 결과를 Amazon S3 로 저장하는 야간 작업의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 이 작업은 여러 온디맨드 인스턴스에서 실행되며, 완료하는 데 2 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이 작업은 밤 중 언제든지 실행될 수 있다. 만약 작업이 어떤 이유로든 실패하면, 처음부터 시작되어야 만 

한다. 

 

어느 솔루션이 이러한 요구 사항에 가장 비용 효율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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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예약 인스턴스를 구매한다. 

B) 스팟 블록에 대한 요청을 제출한다. 

C) 모든 스팟 인스턴스에 대한 요청을 제출한다. 

D) 온디맨드 인스턴스와 스팟 인스턴스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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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1) D – 단일 서버에서 실행되도록 설계된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은 세션 데이터를 로컬에 종종 저장한다.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로드 밸런서 뒤에 위치한 여러 인스턴스로 배포되면, 사용자 요청이 라운드 로빈 라우팅 

알고리즘을 통해 인스턴스들로 라우팅 된다. 한 인스턴스에 저장된 세션 데이터는 다른 인스턴스에 존재하지 

않는다. 고정 세션을 활성화하면, 사용자 요청을 추적하기 위해 쿠키를 사용하며 후속 요청도 계속 동일한 

인스턴스로 간다. 

 

2) B – AWS Health 서비스는 Amazon CloudWatch Events 를 게시한다. CloudWatch Events 는 Amazon SNS 

알림을 구동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추가 코딩이나 인프라가 필요 없다. 다가올 이벤트를 팀에 자동으로 

알리며, 웹 스크래핑과 같은 불안정한 해결책에 의존하지 않는다. 

 

3) D – VPC 피어링 연결 사용하면 각 VPC 의 비공개 IP 주소가 마치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것처럼 라우팅할 

수 있다. 리전 간 VPC 피어링을 사용하는 트래픽은 항상 글로벌 AWS 백본에 머무르며 공용 인터넷을 

통과하지 않는다. 

 

4) C- IAM 역할은 Amazon EC2 인스턴스에서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임시 자격 증명을 이용한 AWS 

API 요청을 만드는 권한 제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5) D - 버전 관리를 활성화하는 것은 간단한 해결책입니다. (A) 사용자 지정 코드 작성과 관련이 있으며 (C) 

버전 관리가 없으므로 오류가 빨리 발견되지 않으면 복제를 통해 이전 버전을 잘못된 버전으로 덮어 쓰고 

(B) 객체에 적합하지 않은 고가의 스토리지가 포함됩니다. 

 

6) B, E – AWS 는 클라우드 보안을 제공하며, Amazon EC2 를 지원하는 하드웨어 및 하이퍼바이저 

소프트웨어의 유지 관리를 포함하고 있다. 고객은 EC2 인스턴스 내에서의 유지 관리 또는 모니터링을 

수행과 VPC 인프라 구성의 책임이 있다. 

 

7) C – AWS Config 는 이 시나리오를 처리할 관리형 규칙이 있다. 

 

8) D – AWS WAF 는 HTTP 플러드 공격으로부터 웹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할 수 있는 규칙이 있다.  

 

9) A – elbSG 는 반드시 인터넷으로부터 모든 웹 트래픽(HTTP 및 HTTPS)을 허용해야 한다. ec2SG 는 로드 

밸런서로부터의 트래픽만 허용해야 하며, 이 경우 elbSG 로부터의 트래픽으로 식별된다. 데이터베이스는 EC2 

인스턴스로부터의 트래픽만 허용해야 하며, 이 경우 ec2SG 로부터의 트래픽으로 식별된다. 

https://docs.aws.amazon.com/elasticloadbalancing/latest/application/load-balancer-target-groups.html#sticky-sessions
https://docs.aws.amazon.com/health/latest/ug/cloudwatch-events-health.html
https://docs.aws.amazon.com/whitepapers/latest/aws-vpc-connectivity-options/vpc-peering-amazon-to-amazon.html
https://docs.aws.amazon.com/amazondynamodb/latest/developerguide/authentication-and-access-control.html
https://aws.amazon.com/compliance/shared-responsibility-model/
https://docs.aws.amazon.com/config/latest/developerguide/approved-amis-by-tag.html
https://docs.aws.amazon.com/solutions/latest/aws-waf-security-automations/capabiliti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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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B – 이 해결책은 스팟 가격의 이점을 활용해야 할 것이며, 스팟 인스턴스 대신 스팟 블록을 사용함으로써 

작업이 중단되지 않을 것을 보장받을 수 있다. 

  

https://docs.aws.amazon.com/AWSEC2/latest/UserGuide/spot-requests.html#fixed-duration-spot-insta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