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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AWS 공인 개발자 – 어소시에이트 등급 시험은 개발자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본 시험은 
응시자의 다음 능력을 평가합니다. 

• AWS를 사용하여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설계, 개발, 배포하는 능력 
• 핵심 AWS 서비스, 사용법 및 기본 아키텍처 모범 사례에 대한 이해 
•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s(S3), Amazon DynamoDB, Amazon Simple Queue Service(SQS), 

Amazon Simple Notification Service(SNS), Amazon Simple Workflow Service(SWS), AWS Elastic 
Beanstalk 및 AWS CloudFormation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는 능력 

 
본 등급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다음 분야 및 목표 요소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AWS 지식 
• AWS 기술 사용에 대한 업무 경험 
• AWS API 프로그래밍 실무 경험 
• AWS 보안 모범 사례에 대한 이해  
• 자동화 및 AWS 배포 도구에 대한 이해 
• 스토리지 옵션 및 기본 일관성 모델에 대한 이해 
• 적어도 하나의 AWS SDK에 대한 탁월한 이해  

일반 IT 지식 
• 상태 비저장 및 소결합 분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해 
• RESTful API 인터페이스 개발 친숙도  
• 관계형 및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해 
• 메시징 및 대기열 서비스에 대한 친숙도 

 
다음 교육 과정이나 이에 준하는 다른 방법이 본 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AWS 기반 개발(aws.amazon.com/training/developing) 
• 적어도 한 가지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나 교육  
• AWS 클라우드 컴퓨팅 백서(aws.amazon.com/whitepapers) 
• AWS 설명서(aws.amazon.com/documentation) 

 
참고: 본 시험 청사진에는 배점, 테스트 목표 및 예제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제 토픽 및 개념은 테스트 목표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포함되어 있을 뿐이며, 본 시험의 모든 콘텐츠를 보여 주는 종합 목록은 아닙니다. 
 
아래 표에는 본 시험에서 평가하는 분야와 각 분야의 배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분야 배점 비율 
1.0 AWS 기초 지식 10% 
2.0 설계 및 개발 40% 
3.0 배포 및 보안 30% 
4.0 디버깅 20% 
총합 100% 

선택지 
응시자는 4개 이상의 선택지 중에서 문장을 가장 잘 완성하거나 질문에 가장 알맞은 답변을 선택합니다. 정답 
이외의 선택지는 테스트 목표에 따라 정해진 콘텐츠 분야 내에서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는 내용들로서, 지식이나 
실력이 불완전한 응시자들은 문제를 쉽게 맞출 수 없습니다. 
본 시험에서 사용되는 테스트 항목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aws.amazon.com/training/developing/
http://aws.amazon.com/whitepapers/
http://aws.amazon.com/doc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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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식: 질문에 가장 알맞은 답변 또는 문장을 가장 잘 완성하는 선택지를 선택합니다. 응시자가 선택 
항목을 ‘포인트 앤 클릭’하여 테스트 항목을 완성해야 하는 그래픽 형태로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 복수 답변: 질문에 가장 알맞은 답변 또는 문장을 가장 잘 완성하는 선택지를 여러 개 선택합니다.  
• 샘플 지침: 문장이나 질문을 읽고 가장 정확한 지문 또는 해당 정보에 가장 알맞은 지문을 선택합니다. 

콘텐츠 범위 
 
1 분야 1.0: AWS 기초 지식 
1.1 기초적인 구성 요소와 효과적인 설계 등 클라우드 아키텍처 고려 사항을 파악하고 인지합니다.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클라우드 서비스를 설계하는 방법 
• 데이터베이스 개념 
• 계획 및 설계  
• 아키텍처적 트레이드오프(고가용성과 비용 간 트레이드오프, Amazon Relational Database 

Service(RDS)를 사용하는 것과 Amazon Elastic Compute Cloud(EC2)에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는 것 간의 트레이드오프)에 대한 친숙도 

• Amazon S3, Amazon Simple Workflow Service(SWS) 및 메시징 
• DynamoDB, AWS Elastic Beanstalk, AWS CloudFormation 
• 탄력성 및 확장성 

 
 
2 분야 2.0: 설계 및 개발 
2.1 클라우드 솔루션을 코딩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을 파악합니다.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 Amazon Machine Image(AMI) 구성 
• AWS API로 프로그래밍 

 
 
3 분야 3.0: 배포 및 보안 
3.1 최적의 클라우드 배포 및 유지보수를 위한 보안 절차를 파악하고 구현합니다.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클라우드 보안 모범 사례 

 
3.2 개발, 테스트 및 스테이징 환경에 맞는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합니다.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책임 분담 보안 모델 
• AWS 플랫폼 규제 준수 
• AWS 보안 속성(고객사의 워크로드부터 물리적 계층까지) 
• 보안 서비스 
•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IAM) 
• Amazon Virtual Private Cloud(VPC) 
• CIA 및 AAA 모델,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필터링 그리고 이에 맞는 AWS 서비스 및 기능 

 
4 분야 4.0: 디버깅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인 문제 해결 정보 및 질문 
• 디버깅 모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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