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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QUESTION: 1
要件を定義し、フェーズAで作成したアーキテクチャビジョンを明確にするために推奨されるのは
、次のうちどれですか。
A. ミッションステートメント
B. ビジネスシナリオ
C. 影響分析
D. ソリューションアーキテクチャ
E. 要件分析
Answer: B

NEW QUESTION: 2
주문 워크 플로를 제공하고 배포해야 합니다.
어떤 세 가지 구성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까? 각각의 정답은 솔루션의 일부를 제공합니다.
참고 : 각각의 올바른 선택은 한 점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A. 함수
B. 워크 플로 정의
C. 구내 데이터 게이트웨이
D. 자료
E. 연결
Answer: A,B,C
Explanation:
설명
시나리오 : Azure에 초기 배포시 주문 워크 플로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
======================== =
주제 1, Litware Inc
사례 연구 :
개요

이것은 사례 연구입니다. 사례 연구는 별도로 수행되지 않습니다. 각 케이스를 완료하고 싶은만큼의 시험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이 시험에 대한 추가 사례 연구 및 섹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된 시간
내에이 시험에 포함 된 모든 문제를 완료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사례 연구에 포함 된 질문에 대답하려면 사례 연구에서 제공된 정보를 참조해야 합니다. 사례 연구에는 사례
연구에 설명된 시나리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시회 및 기타 리소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질문은이 사례 연구에서 다른 질문과 독립적입니다.
이 사례 연구가 끝나면 검토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화면에서 시험의 다음 섹션으로 이동하기 전에 답변을
검토하고 변경 사항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새 섹션을 시작한 후에는이 섹션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사례 연구를 시작하려면
이 사례 연구의 첫 번째 질문을 표시하려면 버튼을 두드 리십시오.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왼쪽 창의 단추를
사용하여 사례 연구의 내용을 탐색하십시오. 이 단추를 클릭하면 비즈니스 요구 사항, 기존 환경 및 문제점
설명과 같은 정보가 표시됩니다. 사례 연구에 모든 정보 탭이 있으면 표시되는 정보가 다음 탭에 표시된 정보와
동일하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질문에 대답 할 준비가되면 질문 버튼을 클릭하여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버뷰
배경
귀하는 직원 비용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SaaS 회사 인 Litware Inc.의 개발자입니다. 이 솔루션은 Azure 웹
응용 프로그램으로 배포되는 ASP.NET 핵심 웹 API 프로젝트로 구성됩니다.
전반적인 아키텍처
직원이 시스템에 대한 영수증을 업로드하여 처리합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직원은 처리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는
요약 보고서 전자 메일을 받습니다. 직원은 웹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수증을 관리하고 상환에 필요한
추가 작업을 수행합니다. 영수증 처리 직원은 두 가지 방법으로 영수증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Azure 파일 탑재 폴더를 사용하여 업로드
* 웹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업로드
데이터 저장고
영수증 및 직원 정보는 Azure SQL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선적 서류 비치
직원들은 처음 솔루션을 사용할 때 시작 문서가 제공됩니다. 이 문서에는 Azure File 업로드에 지원되는 운영
체제에 대한 세부 정보와 탑재 된 폴더 구성 방법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솔루션 세부 정보
사용자 표
웹 응용 프로그램
웹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MSI를 활성화하고 보안 사용자 이름을 사용하도록 웹 응용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프로세싱 처리는 Azure 기능 런타임의 버전 2를 사용하는 Azure 기능에 의해 수행됩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결과가 Azure Blob에 저장됩니다. 스토리지 및 Azure SQL 데이터베이스. 그런 다음 전자 메일 요약이 처리
보고서에 대한 링크와 함께 사용자에게 전송됩니다. 전자 메일이 다른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경우 보고서
링크가 유효해야 합니다.
요구 사항
영수증 처리
영수증의 동시 처리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벌채 반출
Azure Application Insights는 원격 측정 및 프로세서 및 웹 응용 프로그램 모두에 대한 로깅에 사용됩니다.
또한 프로세서에는 추적 기록기 로깅 기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Application Insight에는 항상 모든 로그
메시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해 복구
지역별 정전은 응용 프로그램 가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DR 작업은 실행중인 응용
프로그램에 종속되어서는 안되며 DR 영역의 데이터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안
사용자의 SecurityPin은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여 SecurityPins를 볼 수 없도록 저장해야 합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은 SecurityPins에 액세스 할 수있는 유일한 시스템입니다.
데이터 보안에 사용되는 모든 인증서와 비밀은 Azure Key Vault에 저장되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특권 교장을 따라야 합니다.
Azure Storage 및 Azure SQL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모든 액세스는 응용 프로그램의 MSI (Managed

Service Identity)를 사용해야 합니다.
영수증 데이터는 항상 정지 상태에서 암호화되어야 합니다.
모든 데이터는 전송 중에 보호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비용 계정 번호는 로그인 한 사용자에게만 표시되어야 합니다. 비용 계정 번호의 다른 모든보기에는
마지막 부분 만 포함되고 나머지 부분은 가려져 있어야 합니다.
보안 위반의 경우 시스템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모든 요약 보고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취소해야
합니다.
문제점
형식 업로드 문제
직원들은 때때로 웹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수증을 업로드 할 때 문제를 보고합니다. 그들은 Azure File
Share를 사용하여 영수증을 업로드 할 때 영수증이 프로필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합니다. 이 경우 파일
공유에서 파일을 삭제하고 500 내부 서버 오류 페이지를 반환하는 웹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용량 문제
바쁜 기간에는 직원이 영수증을 업로드하는 시점과 웹 응용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시점 사이에 긴 지연이
보고됩니다.
로그 용량 문제
프로세서에 대한 추적 출력의 로그 메시지 수가 너무 많아서 로그 메시지가 손실된다고 개발자가 보고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코드 Processing.cs
Database.cs
ReceiptUploader.cs
Sps.ps1 구성

NEW QUESTION: 3
What happens when you attempt to compile and run the following code?
#include <iostream>
#include <algorithm>
#include <vector>
#include <set>
using namespace std;
int main() {
int t[] = {1,2,3,2,3,5,1,2,7,3,2,1,10, 4,4,5};
vector<int> v1(t, t + 15);
set<int> s1(t, t + 15);
pair<set<int>::iterator, vector<int>::iterator > resultSet = equal(s1.begin(), s1.end(), v1.begin());
cout<<*resultSet.first<<" "<<*resultSet.second<<endl;
return 0;
}
Program outputs:
A. 4 2
B. 2 4
C. compilation error
D. 0 5
Answer: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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