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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Activate 프로그램을 위한

아마존 웹 서비스 가입 및 활용 방법

클라우드컴퓨팅으로의첫 발걸음



AWS Activate는 바로 그 시작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리더인 아마존 웹 서비스는 프로그래밍에
관심 많은 여러분이 실제 아이디어 구현에만 집중할 수 있는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를 통해 아실 수 있는 것:

1. AWS Activate 프로그램 소개
2. AWS 가입 및 요금 알람 설정 방법
3. AWS Activate 가입 및 무료크레딧활용 방법
4. FAQ 자주 묻는 질문



1. AWS Activate 프로그램이란?



소개

AWS 서비스
무료 활용

실습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

오피스 아워 및
스타트업 경험 공유

비지니스 지원
프로그램

https://aws.amazon.com/ko/activate/

Amazon Web Services는 스타트업이 빠르게 서비스를 확장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맞춤형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합니다. Airbnb, Spotify 및 Dropbox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주요 스타트업에서는 AWS를 활용하여 손쉽게 사업을 시작하고 빠르게 확장했습니다.

AWS Activate는 신생 기업 및 개발자들이 AWS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AWS Activate 패키지 안내
Self-Starter 패키지 Portfolio 패키지 Portfolio Plus 패키지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 혹은
개발자를 위한 패키지입니다.

특정 액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코워킹스페이스 및 스타트업 지원 업체
산하 스타트업을 위한 패키지입니다.

특정 액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시드/VC 펀드의 지원을 받고 있는
스타트업을 위한 패키지입니다.

AWS 프리 티어 혹은 100달러 크레딧*
1,000 - 15,000 USD

AWS 프로모션 크레딧 (1년~2년)**
1,000 - 15,000 USD

AWS 프로모션 크레딧 (1년~2년)**
또는 1년간 100,000 USD**

1개월간 AWS Support
비즈니스 등급

2개월에서 1년간 AWS Support
비즈니스 등급***

1년에서 2년간 AWS Support
비즈니스 등급***

AWS 기술 및 비지니스 에센셜 온라인 교육(600 USD 상당)
QwikLab 온라인 실습 80 크레딧(80 USD 상당)

온라인 포럼 지원 온라인 포럼 및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와의 1:1 오피스 아워

* 100달러 크레딧은 AWS Activate 지원 개발자 해커톤 및 행사 후원에 한합니다.
**  Activate Portfolio 패키지는 자본을 한 번 이하로 증자한 스타트업에게만 적용됩니다. AWS 프로모션 크레딧은 선정 기준에 따라 적절한 자격을 갖춘 회사에 1년 또는 2년 동안 제공됩니다.

1년 또는 2년간의 AWS 프로모션 크레딧 유효성은 액셀러레이터, 시드/VC 펀드 또는 기타 스타트업 지원 조직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 날짜를 시작일로 계산됩니다.
*** Portfolio 제안에는 최대 5,000 USD 상당의 AWS Business Support 크레딧이 추가로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Portfolio Plus 제안에는 최대 10,000 USD 상당의

AWS Business Support 크레딧이 추가로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원할때 마다

인터넷으로
가상 IT 자원을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는

대용량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물리적 장치를 가상 서비스로…

CPU/메모리 하드디스크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Amazon Elastic 
Compute Cloud 

(EC2)

Amazon Elastic 
Block Store 

(EBS)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S3)

Amazon 
Relational DB 

Services (RDS)

AWS 글로벌 인프라 위에 모든자원이 가상 서비스로제공됩니다.



실습 및 프로젝트

애플리케이션환경

웹 서버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설치

물리적 서버

수업 중 여러분이 필요한 것만 집중합시다!

AWS



AWS 서비스의 차별점
2006년부터클라우드 서비스 운영경험

다양한 클라우드 업무를 지원하는 50여개이상

고객의 피드백을 기반한 빠른 혁신 속도

12 리전, 32 가용영역 , 54 엣지 로케이션

51번의 자발적인 가격 인하

수천개 파트너사 및 마켓플레이스 제품

축적된 경험

폭넓은 전문 서비스

혁신의 속도

글로벌 인프라

가격 철학

파트너 생태계



2. AWS  가입 및 둘러보기



AWS 서비스 가입 방법

http://aws.amazon.com/ko/
가입 버튼을누르시면됩니다!

도움말
AWS 웹 사이트 대부분은한국어로
제공되나 일부는영문으로 제공됩니다.
앞으로계속적으로한국어 지원이
추가될예정입니다.



참고사항(1) 결제 정보 입력

해외결제가가능한신용카드나
체크 카드를입력합니다.사용한
만큼만과금되는클라우드
서비스로사용하지않으면
청구되지않습니다.

도움말
첫 가입시, 카드인증을 위해 1$에 대한
해외 지불승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확인용도이며, 실제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2) ID 확인

유선및무선전화번호를
입력하면,AWS에서 직접전화를
걸어인증 번호 네 자리를
알려주는데그대로입력하시면
됩니다.

도움말
혹시 영어로 전화가올지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어로 옵니다. 만약,
핸드폰으로 전화를받고 입력했는데
되지 않으신다면가급적유선 전화를
활용하세요.



AWS 로그인 해보기

가입한정보로로그인을
하시고,왼쪽과같은관리
콘솔화면이나오신다면,
여러분은가입에
성공하셨습니다!

도움말
콘솔화면이영어로 되어 있다고
걱정하지마세요. 모든 서비스는
간단한클릭만으로쉽게사용할
수 있고, 점차 한국어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https://console.aws.amaz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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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정보 보기

오른쪽상단의여러분
이름을누르면계정 정보와
함께결제 관리화면을
보실수있습니다.계정
번호를 꼭 기억하세요!

도움말
스크롤을 아래로누르사면, 콘솔
언어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선택하시면한국어
화면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console.aws.amazon.com/billing/home#/account



결제 알림 받기

혹시여러분이어떤이유로
과금이발생된경우, 바로
조치를취하기위해서
반드시결제 알림을미리
설정해두시기바랍니다.

도움말
결제알림받기를 체크 하신후,
결제알림관리 링크를
클릭하시면 CloudWatch 기능을
통해 알림을받으실수 있습니다.

https://console.aws.amazon.com/billing/home?#/preferences



결제 알림 받기

Amazon CloudWatch를
통해사용통계, 모니터링
및다양한알림을받으실
수있으며, 빌링알림을
지금설정하세요.

도움말
왼쪽화면은 1달러 이상이청구될
때, 여러분의이메일 주소로
알림을보내도록 하는설정입니다.
“Create Alarm”을 누르세요.

https://console.aws.amazon.com/cloudwatch/home?#alarm



결제 알림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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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무료 서비스 – Free Tier
• AWS는 처음 가입 후 12개월 동안 주요 서비스에 대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요 서비스에 대해 기본적인 테스트와 블로그 같은 작은

서비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 EC2 서버: 월 750시간 t2.micro운영 가능 (윈도,리눅스 각각)
§ S3 스토리지: 5GB (다운로드 2만회, 업로드 2천회)

• 여러분이 사용 중 프리 티어를 초과하지 않으면 이용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정보: https://aws.amazon.com/ko/free/



AWS 무료 사용 모니터링
도움말
AWS 각 서비스에 대한매월 당일까지의
사용량을 보여줄 뿐만아니라 월말까지사용
예측을통해 무료사용 허용치를넘어서는지
확인할수 있습니다. 넘어서지않는다면과금
되지 않습니다.



3. AWS Activate 가입 및 활용 방법



AWS Activate 활용 방법
① AWS Activate 프로그램가입

AWS Activate에 가입을합니다.

▶ URL은 별도로 제공해 드립니다.
제공한 URL은 외부에 공유하시면 안됩니다.

도움말
먼저AWS 회원 가입을 완료한 후, 계정
정보에 있는 12자리 숫자로 된Account 
Number를 함께 넣어야 합니다. 가입양식을
작성하고나면, 12시간 이내에메일을 받게
됩니다.

123412341234



AWS Activate 활용 방법
② 이메일 확인 하기

Welcome to AWS Activate라는
제목으로온 메일을열어 100달러
크레딧코드를확인합니다.

도움말
크레딧 코드는 15자리 영문 및숫자로 되어
있으며, 충전한후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AWS Activate 활용 방법

여러분이무료학습이나
스터디를위한크레딧을
받으셨다면,무료 크레딧 충전이
가능합니다.

도움말
매월 사용금액이 발생 시 크레딧에서
먼저차감이됩니다. 이미 발생된과금은
크레딧을 충전해도 차감되지않으니
먼저크레딧을 충전 후사용하세요.

https://console.aws.amazon.com/billing/home?#/credits③ 크레딧 충전 하기 [URL] 



AWS Activate 활용 방법
④ 무료 온라인 교육 과정 등록하기

메일내용중에 AWS Training 항목
의 (1) AWS Essential (600불)과
(2) Self-paced labs (80불)
프로그램에각각 click here를 눌러
가입합니다.

도움말
AWS Essential은 AWS Training 
사이트의 단계별온라인 세미나로한국어
자막이 제공됩니다. Self-paced labs는
온라인실습 환경이제공되는
qwikLABS.com에서사용할수있는 80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AWS 온라인 교육 및 실습 활용
• AWS Technical Essentials web-based training ($600 value) 

and 80 credits for Self-paced labs ($80 value)

• AWS Technical Essentials training
§ https://awstraining.csod.com/client/awstraining/default.aspx
§ 처음 로그인할 때 'forgot your password' 링크를사용해새 암호를
생성하십시오. AWS Activate 가입 시 사용한 이메일 주소가 사용자
ID입니다.

• Self-paced online labs
§ https://awsstartup-run.qwiklab.com/
§ 'Sign in'으로 이동하십시오. 처음 로그인할 때 'forgot your 

password' 링크를 사용해 새 암호를 생성하십시오. AWS Activate 
가입 시 사용한 이메일 주소가 사용자 ID입니다.



AWS Activate 활용 방법
⑤ AWS 1개월 비지니스기술 지원 프로그램가입

메일내용중에 AWS Support 항목
의 Support Enrollment를 눌러가입
양식을작성하시면, 100달러 상당의
1개월무료기술지원을제공받을수
있습니다.

도움말
AWS 비지니스 기술 지원 프로그램은 문제
발생시, 콘솔의고객센터문의를하면 1 
시간 내로 전화/채팅/이메일 등으로연락을
해주는서비스입니다. 한국어 기술 지원
담당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이용하십시오.



4. FAQ 자주 묻는 질문



Q: 어디서 공부하나요?
동영상 강좌 – 생활 코딩
Amazon Web Services 편

동영상 학습 가능:
https://opentutorials.org/module/1946

책 - 아마존 웹서비스를
다루는 기술 (이재홍)

온라인 공개 버전:
http://pyrasis.com/book/TheAr
tOfAmazonWebServices

커뮤니티 - AWS한국사용자모임

다양한 Q&A 가능:
https://facebook.com/groups/awskrug



Q: 실습용 자료나 샘플 코드는?
AWSLabs Github 레포지터리

각종 AWS 서비스 SDK 및 샘플 코드 제공:
https://github.com/awslabs

CloudTrack Github레포지터리

각종 학교 수업용 자료 및 샘플 코드 제공:
https://github.com/cloudtrack



온라인 실습 환경

다양한 온라인 강의 자료 및
실습을 통해 AWS에 대한
기초적인 사용법 및 활용

방법을 익히실 수 있습니다.

강의식 교육

AWS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강의를
통해 AWS 아키텍쳐 설계 및 구현에
대한 다양한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AWS 공인 인증 시험을 통해
클라우드에 대한 자신의 전문
지식 및 경험을 공인받고 개발
경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인 자격증 및 교육

Q: AWS 교육 지원 프로그램은 있나요?

Qwiklab 무료 실습
https://run.qwiklab.com/lab_ca
talogue#labs

무료 온라인 웨비나 강의
https://aws.amazon.com/ko/blogs/
korea/category/webinar/

AWS 공인 유료 오프라인 강의
http://edu.supertrack.co.kr/



Q: AWS로 클라우드 서비스 구성 방법은?

웹서비스 콘텐츠서비스

대량데이터분석

광고서비스

게임서비스

금융서비스

재난복구

AWS는 클라우드기반솔루션을
제공하여비즈니스요구사항을충족할
수있게지원합니다.
▶ http://aws.amazon.com/ko/solutions/

AWS 솔루션 센터

AWS는 다양한업무요구사항에맞는
최적화된클라우드서비스조합사례를
공유하고있습니다.
▶ http://aws.amazon.com/ko/architecture/

AWS 아키텍쳐 센터



Q: AWS 사용 요금은 어떻게 아나요?

http://calculator.s3.amazonaws.com/index.html?lng=ko_KR#/

AWS 서비스별, 리전별 과금
상황별로 다양한 요금 계산을
바로 해 볼 수 있습니다.
프리티어를 포함하여얼마나
절감 가능한지 확인 가능합니다.

직관적인인터페이스

무료 웹 사이트, 마케팅 사이트,
대용량 웹 사이트 등 다양한
사례의 비용 예측치를
원하는대로 바꾸면서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샘플 예제제공



• 한국 공식 블로그https://aws.amazon.com/ko/blogs/korea

• 소셜 및 정보 공유
• https://twitter.com/AWSKorea
• https://facebook.com/AmazonWebServices.ko
• https://youtube.com/user/AWSKorea
• https://slideshare.net/AWSKorea

• 한국 도움말및 기술 백서
• https://aws.amazon.com/ko/documentation
• https://aws.amazon.com/ko/whitepapers

Q: AWS 정보 꼭 알아두어야할 것은?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 AWS 한국 사이트: http://aws.amazon.com/ko/

• AWS 한국 문의하기 https://aws.amazon.com/ko/contact-us

• AWS 한국 소셜 미디어
@AWSKorea

AmazonWebServices

AWSKorea

AWSKorea

AWS Activate 프로그램이나 포트폴리오 패키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aws-korea-devsupport@amazon.com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