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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QUESTION: 1
Amazon EC2 인스턴스 그룹이 고성능 컴퓨팅 (HPC) 클러스터로 구성되었습니다. 인스턴스는 배치 그룹에서
실행 중이며 최대 네트워크에서 서로 통신 할 수 있습니다.
20Gbps
클러스터는 배치 그룹 외부의 제어 EC2 인스턴스와 통신해야 합니다. 제어 인스턴스는 다른 인스턴스와
동일한 인스턴스 유형 및 AMI를 가지며 퍼블릭 IP 주소로 구성됩니다.
Solutions Architect는 제어 인스턴스와 배치 그룹의 인스턴스 간 네트워크 속도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까?
A. 인스턴스가 프라이빗 IP 주소를 사용하여 통신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B. 컨트롤 인스턴스를 배치 그룹 내로 이동합니다.
C. 컨트롤 인스턴스를 종료하고 배치 그룹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D. 제어 인스턴스가 탄력적 네트워크 어댑터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Answer: C
Explanation:
https://docs.aws.amazon.com/AWSEC2/latest/UserGuide/placement-groups.html

NEW QUESTION: 2
도메인 이름 .example.com 아래 여러 AWS 리전에서 전 세계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했습니다. Route53 대기 시간 기반 라우팅을 사용하여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지역의 사용자에게 웹
요청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버 가동 중지시 비즈니스 연속성을 제공하기 위해 리전별로 별도의 가용
영역에서 두 개의 웹 서버와 연결된 가중치 레코드 세트를 구성합니다.

DR 테스트를 실행하면 리전 중 하나에서 모든 웹 서버를 비활성화하면 Route53이 모든 사용자를 자동으로
다른 리전으로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일이야? (2 답변 선택)
A. 비활성화 된 서버가있는 리전에서 설정된 대기 시간 별칭 리소스 레코드와 관련된 가중치 값이 다른 리전의
가중치보다 높습니다.
B. 대기 시간 리소스 레코드 세트는 가중 리소스 레코드 세트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C. 비활성화 된 웹 서버와 관련된 하나 이상의 가중 리소스 레코드 세트에 HTTP 상태 확인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D. 서버를 비활성화 한 리전의 example com과 연관된 대기 시간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에서 "대상 상태
평가"를 "예"로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E. 다른 지역에서 작동하는 두 웹 서버 중 하나가 HTTP 상태 확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Answer: C,D
Explanation:
설명
복잡한 Amazon Route 53 구성에서 상태 확인이 작동하는 방식
복잡한 구성에서 리소스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간단한 구성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복잡한
구성에서는 가중 별칭, 지연 시간 별칭 및 장애 조치 별칭을 포함한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와 별칭이 아닌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조합을 사용하여 Amazon Route 53이 요청에 응답하는 방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
할 수있는 의사 결정 트리를 구축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간단한 Amazon Route 53 구성에서 상태 확인이
작동하는 방식을 참조하십시오.
예를 들어 대기 시간 별칭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사용하여 사용자에 가까운 리전을 선택하고 각 리전
내에서 둘 이상의 리소스에 대해 가중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사용하여 단일 엔드 포인트 또는 가용 영역의
장애로부터 보호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이 구성을 보여줍니다.
Amazon EC2 및 Amazon Route 53을 구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us-east-1 및 ap-southeast-2의 두 지역에 Amazon EC2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고객에게 가장 낮은 지연
시간을 제공하는 리전의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사용하여 Amazon Route 53이 쿼리에 응답하기를 원하므로
각 리전마다 지연 시간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생성합니다. 개별 Amazon EC2 인스턴스에 대한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생성 한 후 지연 시간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생성합니다. 각 리 전에는 두 개의 Amazon
EC2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각 인스턴스에 대한 가중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생성합니다. 이름과 유형은 각
지역의 가중치 기반 리소스 레코드 세트 모두에 대해 동일합니다.
한 지역에 여러 리소스가 있는 경우 리소스에 대한 가중 또는 페일 오버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중 별명 또는 장애 조치 별명 자원 레코드 세트를 작성하여 여러 자원을 참조하여 보다 복잡한
구성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각 가중 리소스 레코드 세트에는 관련 상태 확인이 있습니다. 각 상태 점검의 IP 주소는 해당 자원 레코드
세트의 IP 주소와 일치합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가장 일반적인 구성입니다.
대기 시간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 모두에 대해 대상 상태 평가 값을 예로 설정합니다.
각 대기 시간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에 대해 대상 상태 평가 설정을 사용하여 Amazon Route 53이 별칭
대상 (가중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상태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응답하도록 합니다.
위의 다이어그램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이벤트를 보여줍니다.
Amazon Route 53은 example.com에 대한 쿼리를 받습니다. 요청을 하는 사용자의 대기 시간을 기반으로
Amazon Route 53은 us-east-1 리전에 설정된 대기 시간 별칭 리소스 레코드를 선택합니다.
Amazon Route 53은 가중치를 기준으로 가중치 기반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선택합니다. 지연 시간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에 대해 대상 상태 평가가 예이므로 Amazon Route 53은 선택된 가중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상태 확인에 실패 했으므로 Amazon Route 53은 가중치를 기준으로 다른 가중치 기반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선택하고 상태를 확인합니다. 해당 리소스 레코드 세트도 비정상입니다.
Amazon Route 53은 트리의 해당 분기에서 백업하고, 최고 지연 시간으로 설정된 지연 시간 별칭 리소스
레코드를 찾고 ap-southeast-2에 대한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선택합니다.
Amazon Route 53은 가중치를 기준으로 리소스 레코드 세트를 다시 선택한 다음 선택한 리소스 레코드
세트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상태 확인이 통과되었으므로 Amazon Route 53은 쿼리에 대한 응답으로 해당
값을 반환합니다.

상태 확인을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와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Evaluate Target Health 값을 Yes로 설정하는 대신 또는 추가하여 상태 점검을 별명 자원 레코드 세트와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Amazon Route 53이 기본 리소스 (HTTP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 및 별칭
리소스 레코드 세트가 참조하는 기타 리소스)의 상태에 따라 쿼리에 응답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더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구성을 가정하십시오.
별명 대상이 가중 자원 레코드 세트의 그룹 인 대기 시간 별명 자원 레코드 세트에 상태 점검을 지정합니다.
대기 시간 별칭 자원 레코드 세트에 대해 대상 상태 평가 값을 예로 설정했습니다.
이 구성에서 Amazon Route 53이 가중 리소스 레코드 세트에 적용 가능한 값을 반환하기 전에 다음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The health check associated with the latency alias resource record set must pass.
At least one weighted resource record set must be considered healthy, either because it's
associated with a health check that passes or because it's not associated with a health check. In
the latter case, Amazon Route 53 always considers the weighted resource record set healthy.
If the health check for the latency alias resource record set fails, Amazon Route 53 stops
responding to queries using any of the weighted resource record sets in the alias target, even if
they're all healthy. Amazon Route 53 doesn't know the status of the weighted resource record
sets because it never looks past the failed health check on the alias resource record set.
What Happens When You Omit Health Checks?
In a complex configuration, it's important to associate health checks with all of the non-alias
resource record sets. Let's return to the preceding example, but assume that a health check is
missing on one of the weighted resource record sets in the us-east-1 region:
Here's what happens when you omit a health check on a non-alias resource record set in this
configuration:
Amazon Route 53 receives a query for example.com. Based on the latency for the user making
the request, Amazon Route 53 selects the latency alias resource record set for the us-east-1
region.
Amazon Route 53 looks up the alias target for the latency alias resource record set, and checks
the status of the corresponding health checks. The health check for one weighted resource
record set failed, so that resource record set is omitted from consideration.
The other weighted resource record set in the alias target for the us-east-1 region has no health
check. The corresponding resource might or might not be healthy, but without a health check,
Amazon Route 53 has no way to know. Amazon Route 53 assumes that the resource is healthy
and returns the applicable value in response to the query.
What Happens When You Set Evaluate Target Health to No?
In general, you also want to set Evaluate Target Health to Yes for all of the alias resource record
sets. In the following example, all of the weighted resource record sets have associated health
checks, but Evaluate Target Health is set to No for the latency alias resource record set for the
us-east-1 region:
Here's what happens when you set Evaluate Target Health to No for an alias resource record set
in this configuration:
Amazon Route 53 receives a query for example.com. Based on the latency for the user making
the request, Amazon Route 53 selects the latency alias resource record set for the us-east-1
region.
Amazon Route 53 determines what the alias target is for the latency alias resource record set,
and checks the corresponding health checks. They're both failing.
Because the value of Evaluate Target Health is No for the latency alias resource record set for
the us-east-1 region, Amazon Route 53 must choose one resource record set in this branch
instead of backing out of the branch and looking for a healthy resource record set in the
ap-southeast-2 region.

NEW QUESTION: 3
A. Option A
B. Option B
C. Option D
D. Option E
E. Option C
Answer: 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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