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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QUESTION: 1
Ein Projektmanager arbeitet an einem Softwareentwicklungsprojekt. Ein Teammitglied
beschwert sich darüber, dass es keinen Grund gibt, eine Qualitätskontrolle durchzuführen, da
die Projektaufgaben sehr einfach sind. Der Projektmanager versteht, dass das Entfernen des
Qualitätsmanagementplans aus dem Projekt auch dazu beiträgt, Geld zu sparen, was für den
Kunden wichtig ist Projektmanager tun?
A. Bitten Sie den Kunden, nach Annahme des Projektergebnisses ein externes Qualitätsaudit zu
bestellen und das Budget des Projekts zu verringern
B. Registrieren Sie den Projektstart ohne Qualitätsmanagementplan als Risiko und ordnen Sie
die Budgeteinsparungen der Managementreserve zu
C. Entwickeln Sie den Qualitätsmanagementplan, da Qualität genauso wichtig ist wie Kostenund Zeitplanmanagement.
D. Lassen Sie sich vom Management bestätigen, dass das Teammitglied über genügend
Erfahrung verfügt, um Software ohne Qualitätskontrolle zu erstellen
Answer: C

NEW QUESTION: 2
An engineer needs to design a solution that can record a Cisco TelePresence meeting between
three offices, all of which use Cisco TelePresence SX10 codecs. Which two technologies are
required to support this functionality? (Choose two)
A. Cisco VCS Conference Factory
B. Cisco TelePresence Video Communication Server
C. Cisco TelePresence MCU
D. Cisco TelePresence Content Serve
E. Cisco TelePresence Conductor
Answer: C,D
Explanation:
Explanation
https://ivci.com/product/cisco-telepresence-content-server/

NEW QUESTION: 3
회사는 현재 구내 데이터 센터에서 실행되는 2 계층 웹 응용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 개월 동안
여러 가지 인프라 오류가 발생하여 상당한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CIO는 신청서를 AWS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른 회사 임원들로부터 바이 인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그는 단기간에 비즈니스
연속성을 향상시키는 재해 복구 계획을 개발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는 4 시간의 목표 복구 시간 목표 (RTO)와 1
시간 이하의 RPO (Recovery Point Objective)를 지정합니다. 그는 또한 2 주 이내에 솔루션을 구현하도록
요청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크기는 200GB이고 인터넷 연결은 20Mbps입니다.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A. 응용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는 EBS 지원 개인 AMI를 만듭니다. 데이터 센터에 스크립트를 설치하여 1
시간마다 로컬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하고 다중 파트 업로드를 사용하여 결과 파일을 암호화하여 S3 버킷으로
복사하십시오.
B. 응용 프로그램의 평균 부하를 지원할 수있는 계산에 최적화 된 EC2 인스턴스에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안전한 직접 연결 연결을 통해 온 - 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을 AWS의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동기화하여 복제합니다.
C. 응용 프로그램의 새로 설치가 포함 된 EBS 지원 개인 AMI를 만듭니다. AMI와 필수 EC2, 자동 확장 및 ELB
리소스가 포함 된 CloudFormation 템플릿을 개발하여 다중 가용성 영역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것을
지원하십시오. 안전한 VPN 연결을 통해 사내 구축 형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을 AWS의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로 비동기 적으로 복제합니다.
D. Auto Scaling 그룹 내의 EC2 인스턴스에 여러 가용 영역에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십시오. 안전한 VPN
연결을 통해 사내 구축 형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을 AWS의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로 비동기 적으로
복제합니다.
Answer: C
Explanation:
설명
Amazon EBS 기반 AMI 작성 개요
먼저, 생성하려는 AMI와 유사한 AMI에서 인스턴스를 시작합니다. 인스턴스에 연결하여 사용자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가 올바르게 구성되면 AMI를 작성하기 전에 인스턴스를 중지하여 데이터 무결성을 확인한
다음 이미지를 작성하십시오. Amazon EBS 지원 AMI를 만들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Amazon EC2는 AMI를 생성하기 전에 인스턴스의 전원을 차단하여 인스턴스의 모든 항목이 생성 프로세스
중에 일관된 상태로 중단되도록합니다. 인스턴스가 AMI 생성에 적합한 일관된 상태에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
Amazon EC2에 전원을 끄고 인스턴스를 재부팅하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다. XFS와 같은 일부 파일 시스템은
활동을 고정 및 고정 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스턴스를 재부트하지 않고도 이미지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AMI 작성 프로세스 중에 Amazon EC2는 인스턴스의 루트 볼륨과 인스턴스에 첨부 된 다른 EBS 볼륨의 스냅
샷을 생성합니다. 인스턴스에 연결된 볼륨이 암호화되어 있으면 새로운 AMI는 Amazon EBS 암호화를
지원하는 인스턴스에서만 성공적으로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BS 암호화를 참조하십시오.
볼륨의 크기에 따라 AMI 작성 프로세스가 완료 될 때까지 (때로는 최대 24 시간) 수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AMI를 만들기 전에 볼륨의 스냅 샷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하면 AMI가 생성 될 때 작은
증분 스냅 샷 만 만들어야하며 프로세스가 더 빨리 완료됩니다 (스냅 샷 생성의 총 시간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azon EBS 스냅 샷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새 AMI와 스냅 샷이 인스턴스의 루트 볼륨에서 생성됩니다.
새 AMI를 사용하여 인스턴스를 시작하면 스냅 샷을 사용하여 루트 볼륨에 대한 새 EBS 볼륨을 만듭니다.
AMI와 스냅 샷 모두 삭제할 때까지 계정에 비용이 청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I 등록 취소를 참조하십시오.
인스턴스 저장소 볼륨이나 EBS 볼륨을 루트 장치 볼륨과 함께 인스턴스에 추가하면 새 AMI의 블록 장치
매핑에는 이러한 볼륨에 대한 정보와 새 AMI에서 자동으로 시작하는 인스턴스의 블록 장치 매핑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볼륨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새 인스턴스에 대한 블록 디바이스 맵핑에 지정된 인스턴스 저장
볼륨은 새 것이며 AMI 작성에 사용 된 인스턴스의 인스턴스 저장 영역 볼륨의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EBS 볼륨의 데이터는 계속 유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 매핑 차단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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