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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QUESTION: 1
시뮬레이션
각 목표를 확장하려면 클릭하십시오. Azure Portal에 연결하려면 브라우저 주소 표시 줄에
https://portal.azure.com을 입력하십시오.

모든 작업을 완료하면 '다음'버튼을 클릭하십시오.
'다음'버튼을 클릭하면 실험실로 돌아갈수 없습니다. 시험의 나머지 부분을 완료하는 동안 백그라운드에서
채점됩니다.
개요
시험의 다음 섹션은 실습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실제 환경에서 일련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실제 환경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기능을 사용할수 있지만 일부 기능 (예 : 복사 및 붙여 넣기, 외부 웹 사이트 탐색 기능)은
의도적으로 설계할수 없습니다. 채점은 실험실에 명시된 작업을 수행 한 결과를 기반으로 합니다. 즉, 작업
수행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해당 작업에 대한 크레딧을 얻게 됩니다.
실습 시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이 시험에는 두 개 이상의 실습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각 실습을
마치는데 시간을 많이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공된 시간 내에 실험실 및 시험의 다른 모든 섹션을
완료할수 있도록 시간을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랩 내에서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작업을 제출하면 랩으로 돌아올수 없습니다.
실습을 시작하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실습을 시작할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Windows 파일 서버에서 Azure 저장소로 백업 파일 및 문서를 이동할 계획입니다. 백업 파일은
얼룩으로 저장됩니다.
corpdata7523690n2라는 스토리지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솔루션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Windows Server 2016을 실행하는 Azure 가상 컴퓨터의 드라이브 매핑을 통해 문서에 액세스할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문서에 가장 높은 중복성을 제공하십시오.
* 스토리지 액세스 비용을 최소화하십시오.
Azure Portal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A. 1 단계 : Azure Portal에서 모든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리소스 목록에서 스토리지 계정을 입력하십시오.
입력을 시작하면 입력에 따라 목록이 필터링됩니다. 저장소 계정을 선택하십시오.
2 단계 : 스토리지 계정 창이 나타나면 추가를 선택합니다.
3 단계 : 스토리지 계정을 생성할 구독을 선택합니다.
4 단계 : 자원 그룹 필드에서 새로 작성을 선택하십시오. 새로운 자원 만들기
5 단계 : 스토리지 계정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corpdata7523690n2
6 단계 : 계정 종류 선택 : 범용 v2 계정 (대부분의 시나리오에 권장) 범용 v2 계정은 대부분의 시나리오에
권장됩니다. . 범용 v2 계정은 업계 경쟁력있는 거래 가격뿐만 아니라 Azure Storage의 최저 기가 바이트 당
용량 가격을 제공합니다.
7 단계 : 복제 선택 : RA-GRS (Read-Access Geo-Redundant Storage) RA-GRS (Read-Access
Geo-Redundant Storage)는 스토리지 계정의 가용성을 극대화합니다. RA-GRS는 두 지역의 지리적 복제
외에 보조 위치의 데이터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B. 1 단계 : Azure Portal에서 모든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리소스 목록에서 스토리지 계정을 입력하십시오.
입력을 시작하면 입력에 따라 목록이 필터링됩니다. 저장소 계정을 선택하십시오.
2 단계 : 스토리지 계정창이 나타나면 추가를 선택합니다.
3 단계 : 스토리지 계정을 생성할 구독을 선택합니다.
4 단계 : 자원 그룹 필드에서 새로 작성을 선택하십시오. 새로운 자원 만들기
5 단계 : 스토리지 계정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corpdata7523690n2
6 단계 : 계정 종류 선택 : 범용 v2 계정 (대부분의 시나리오에 권장) 범용 v2 계정은 대부분의 시나리오에
권장됩니다. . 범용 v2 계정은 업계 경쟁력 있는 거래 가격뿐만 아니라 Azure Storage의 최저 기가 바이트 당
용량 가격을 제공합니다.
7 단계 : 복제 선택 : RA-GRS (Read-Access Geo-Redundant Storage) RA-GRS (Read-Access
Geo-Redundant Storage)는 스토리지 계정의 가용성을 극대화합니다. RA-GRS는 두 지역의 지리적 복제
외에 보조 위치의 데이터에 대한 읽기 전용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Answer: B
Explanation:
References: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storage/common/storage-quickstart-create-account
https://docs.microsoft.com/en-us/azure/storage/common/storage-account-overview

NEW QUESTION: 2
メインオフィスとブランチオフィスの間にElGRPを実装しています。フェーズ1では、フェーズ2の
トポロジで述べたEIGRP構成を実装および検証する必要があります。同僚はNATおよびISP構成を行
うことが期待されています
フェーズ1 EIGRP実装中に発生している問題を特定します。
*ルーターR1は本社をインターネットに接続し、ルーターR2とR3は内部ルーターです
*ルーターBranch 1およびBranch2は、本社のルーターR2に接続します。
* Branch1 LANネットワーク10 20 40
0724のユーザーは、サーバーを運用できるようになる前に、サーバーファーム1のサーバーでホス
トされているアプリケーションのテストを実行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R3とBranch1の間にGREトンネルが構成され、サーバーfarm1とBranch1の間のトラフィックLAN
ネットワーク10 20 40 0/24は、静的ルートを使用してGREトンネル経由でルーティングされます
* Branch1とBranch2の間のリンクは、mam
officeへのプライマリパスに障害が発生した場合のセカンダリパスとして使用されます。
R1でコンソールにアクセスできます。 R2。 R3。
Branch1およびBranch2デバイスはshowコマンドのみを使用して問題をトラブルシューティングし
ます
トポロジー：

Branch2から本社へのトラフィックは、R2に接続されたプライマリパスではなくセカンダリパスを
使用しています。問題の原因はどれですか？
A. Branch2とR2インターフェース間でIPアドレスが誤って設定されています。
B. ネットワーク192.163.11,0 / 30はBranch2のEIGRPにアドバタイズされませんでした。
C. EIGRPパケットはBranch2の受信ACLによってブロックされました。
D.
プライマリパスには、セカンダリパスよりも多くのリンク遅延が設定されているため、EIGRPはセ
カンダリパスを選択します。
Answer: A

NEW QUESTION: 3
Which VLAN range is eligible to be pruned when a network engineer enables VTP pruning on a
switch?
A. VLANs 1-4094
B. VLANs 1-1001
C. VLANs 2-4094
D. VLANs 2-1001
Answer: D
Explanation:
Explanation/Reference:
Explanation:
VTP pruning should only be enabled on VTP servers, all the clients in the VTP domain will
automatically enable VTP pruning. By default, VLANs 2 1001 are pruning eligible, but VLAN 1
can't be pruned because it's an administrative VLAN. Both VTP versions 1 and 2 supports
pruning.
Reference: http://www.orbit-computer-solutions.com/VTP-Pruning.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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