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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을 위한 880달러 선물!

http://bit.ly/awskr-feedback

AWS Activate 패키지
100달러 무료크레딧 + 80 달러 Qwiklab Credit 

600달러 온라인강좌수강권+ 100달러 1개월비지니스서포트

등록하시면패키지를받으실수있는 URL을 이메일로보내드립니다!



AWS로 천만 사용자를 어떻게?
확장성(Scalability)이 중요합니다!



읽을게 너무 많아요 ㅠㅠ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Auto Scaling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먼저, 사용자 규모에 따른
적절한 아키텍쳐 구성이 필요합니다.



기초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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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dge locations

AWS 글로벌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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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실습 및 프로젝트

애플리케이션환경

웹 서버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설치

물리적 서버

여러분이 필요한 것만 집중합시다!

AWS



AWS 활용 = Building Block 조립

비지니스 요구 사항에 맞는
70여개 이상의 서비스 조립을 통해 유연한 활용 가능



스타트업: 민첩성을 무기로 기존 시장 파괴

호텔 영역
스토리지 영역 모바일 게임

협업 도구 교육 분야식당 평가



넷플릭스, AWS 클라우드 올인!

글로벌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으로 AWS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 중

데이터 분석용 수천대의 인스턴스 및
스토리지를 수분내 제공 가능



전 세계 190여개국
1백만 이상의 고객
Over 1 Million Active Customers

“Active customer” is defined as a non-Amazon customer with AWS account usage activity in the past month, including the free tier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52014



이제 시작해볼까요?

첫날! 첫 사용자!



1 user
You



첫날! 사용자 1명

싱글 Elastic IP
도메인: Amazon Route 53
싱글 EC2 instance
• 한 가상 서버에 구성

• 웹 서버
• 데이터베이스
• 시스템 운영

EC2 
instance

Elastic IP

Amazon 
Route 53

User



Amazon Route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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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Elastic Compute Cloud
• 가상머신(Instance)-

다양한 운영체제 지원
– AMI (머신 이미지)
– 스냅샷/백업 재사용 가능

Instance 
family

Instance 
generation

Instance 
size

c4.large



트래픽↗ “좀 더 성능 좋은 인스턴스!”

스케일업(Scale-Up)
• 인스턴스 타입을

변경함으로서 서비스 확장
가능

빠르고 간단한 접근
방법으로 인스턴스 종류
변경 쉬움
비용 효율적이고 최적의
인스턴스 타입 선택!

2 vCPU 8 GiB
Memory
$0.12/hour

m4.large
m4.xlarge

4 vCPU 16 GiB
Memory
$0.239/hour

m3.2xlarge

8 vCPU 32 GiB
Memory
$0.479/hour

서울 리전 기준 http://aws.amazon.com/ko/ec2/pricing



인스턴스 타입별 요금 체계 차이

Instance vCPU Mem
(GiB)

Monthly price
(3-yr heavy RI )

Ideal use case

c3.2xlarge 8 15 $121.22 Best price-compute performance

m3.2xlarge 8 30 $161.15 Balanced

r3.2xlarge 8 61 $189.66 Lowest cost per GiB RAM

r3.xlarge 4 30.5 $94.83 Lowest cost per GiB RAM

■비슷한성능다른요금체계

Instance vCPU Mem
(GiB)

Monthly price
(3-yr heavy RI )

Ideal use case

m3.medium 1 3.75 $20.16 Always available, balanced

c3.large 2 3.75 $29.95 Always available, compute

t2.medium 2 4 $17.87 Burst workloads

■ T2 인스턴스타입 – 버스팅에알맞는인스턴스타입



인스턴스 타입 변경을 통한 비용 절감

• T2 인스턴스 타입이 잘 맞다면?
• 11% 절감: m3.medium를 t2.medium으로 변경
• 40% 절감: c3.large를 t2.medium으로 변경

• 워크로드에 맞는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한다면?
• 25% 절감: CPU를 많이 쓰는 서비스 (m3.2xl -> c3.2xl)
• 41% 절감: 메모리를 많이 쓰는 서비스 (m3.2xl -> 

r3.xlarge)



첫날! 사용자 1명

문제점
•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일정

트래픽 이상은 처리
어려움

• 너무 많은 기능이 한
인스턴스에!

한 바구니에 계란을 모두
담지 말자!

EC2 
Instance

Elastic IP

Amazon 
Route 53

User



Users >1



둘째날! 사용자 1명 이상

해법
기능에 따라 인스턴스의
역할을 나눈다!

웹 서버용 인스턴스
DB용 인스턴스

Web 
Instance

Database
Instance

Elastic IP

Amazon 
Route 53

User



직접 운영 관리 서비스 선택

Amazon EC2
직접 설치

원하는 데이터
베이스를 선택
하여 운영

라이센스/백업
등 직접 운영

Amazon 
DynamoDB

SSD 스토리지기반
NoSQL DB

중단없는 확장성 및
관리 필요 없음

Amazon RDS

MySQL
Microsoft SQL 

Oracle
PostgreSQL

MariaDB
Amazon Aurora
라이센스/백업등

선택적 제공

Amazon 
Redshift

대용량 병렬
페타바이트급

데이터웨어 서비스

빠르고 강력한
확장성 제공

데이터베이스 선택 사항



Amazon Aurora

• 기존 MySQL 보다 5배 성능 향상
• 자동 스토리지 스케일링 (up to 64 TB)
• 15개 까지 read-replicas 지원
• 지속적(incremental) 백업 – Amazon S3
• 6방향 리플리케이션 (3 AZ 지원)
• MySQL 호환성
• 1/10 비용으로 상용 DB 효과



RDB? NoSQL?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기존에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경우
다양한 샘플, 커뮤니티 및 기술 정보 습득 가능
RDB를 통해서도 천만 사용자 확장 가능



NoSQL를 선택하는 경우?
메타데이터나 로그 기반 데이터 셋
데이터 속성상 관계(Relation)이 없는 경우
응답률이 빠른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 (테라급)
데이터를 대량으로 추가하는 경우 (초당 수천건)



Amazon DynamoDB
읽기 및 쓰기에 대한 용량 제어 가능
빠르고 성능 예측이 가능한 분산 NoSQL
• 평균 서비스 지연 시간은 보통 수 밀리초 미만
• 문서 데이터 구조와 키 값 데이터 구조를 모두

지원

확장 및 용량 등 매니지드 서비스로 제공
• HDD가 아니라 SSD 기반이라 빠른 속도
• 경험이 적은 운영 노하우 부분의 걱정을 덜 수
있음



> 한해에 5 TB 이상이신가요?

갑작스럽게 데이터가 증가하시나요?

OK!
NoSQL을 고려하세요.



Users >100



사용자 >100

해법
기능에 따라 인스턴스의
역할을 나눈다!

웹 서버 인스턴스
편리한 DB 운영을 위해
Amazon RDS 선택!

Web 
instance

Elastic IP

RDS DB 
instance

Amazon 
Route 53

User



사용자 >100

문제점
만약 인스턴스에 문제가
생긴다면?

장애 복구의 어려움
증설의 어려움

Web 
instance

Elastic IP

RDS DB 
instance

Amazon 
Route 53

User

X



Users >1000



사용자 > 1000+

로드밸런싱과 멀티 AZ를
통한 고가용성 및 부하 분산

Elastic Load Balancing 활용
웹서버를 멀티 AZ에 구성
RDS의 마스터-슬레이브를 멀티
AZ에 구성

Web 
Instance

RDS DB Instance
Active (Multi-AZ)
Availability Zone Availability Zone

Web 
Instance

RDS DB Instance 
Standby (Multi-AZ)

Elastic Load
Balancing

Amazon 
Route 53

User



• 멀티 AZ 기반 EC2인스턴스 사이의 로드 분산

• 고 확장성 애플리케이션 제공 가능

주요 기능 상세 정보

Available 멀티 Availability Zone 기반의
인스턴스 로드 분산 서비스

Health 
checks

자동으로 인스턴스가 서비스
중인지 아닌지 체크 가능

Session 
stickiness

같은 인스턴스로 요청 처리 가능

Secure 
sockets layer

SSL 보안 트래픽 처리 가능 및
다양한 암호 알고리즘 지원

Monitoring CloudWatch를 통해 로그 제공
및 모니터링 가능

Elastic Load
Balancing

(자동 스케일아웃)

Elastic Load Balancing(ELB)



$0.028
per	hour

Web Servers

Availability Zone

Elastic Load 
Balancer

DNS

로드밸런서 하나 바꿨을 뿐인데…

Web Servers

$0.080
per	hour

(small	instance)

Availability Zone

EC2 instance
+ software LBD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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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10만+

RDS DB Instance
Active (Multi-AZ)

Availability Zone Availability Zone

RDS DB Instance 
Standby (Multi-AZ)

Elastic Load
Balancing

RDS DB Instance 
Read Replica

RDS DB Instance 
Read Replica

RDS DB Instance 
Read Replica

RDS DB Instance 
Read Replica

Web 
Instance

Web 
Instance

Web 
Instance

Web 
Instance

Web 
Instance

Web 
Instance

Web 
Instance

Web 
Instance

Amazon 
Route 53

User



성능과 효율성을 위한
고급 클라우드 아키텍처



어떻게 성능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



Web 
Instance

RDS DB Instance
Active (Multi-AZ)

Availability Zone

Elastic Load
Balancing

Amazon 
Route 53

User

웹서버 및 데이터베이스의
부하 분산:

어떻게?

1. 로드 분산



Web 
Instance

RDS DB Instance
Active (Multi-AZ)

Availability Zone

Elastic Load
Balancer

Amazon S3

Amazon 
Cloudfront

Amazon 
Route 53

User

웹서버 및 데이터베이스의
일부 로드 분산:

정적 콘텐츠를 Amazon 
S3 및 CloudFront로 이전
• CSS/JS 파일
• 사용자 업로드 이미지

1. 로드 분산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 객체 기반 스토리지
99.999999999% 내구성 보장을 위해 설계
주요 활용처:
• 정적파일( css, js, images, videos )
• 백업 및 로그
• 지속적 파일 추가
• 다운로드 파일 배포

“무제한 확장” – 파일별 5TB 크기까지
정적 웹 사이트 호스팅 가능

1 TB raw storage

800 GB usable storage

600 GB allocated storage

400 GB application data

쓴만큼만 내자!



Amazon CloudFront
• 정적/동적 컨텐츠 가속
• 3TT:/3TT:S 서비스
• 맞춤 오류 응답
• 쿠키/헤더 오리진 서버 전달
• 다양한 통h 보i서
• 컨텐츠 보안

• SLgQHG URL, SLgQHG .RRNLH
• ,:I 호출 감사 : .ORWGTTDLO 연h
• 업로드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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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드 분산

웹서버 및 데이터베이스의
일부 로드 분산:

사용자 세션/상태 및 DB 
캐시의 경우, Amazon 
ElastiCache 및 Amazon 
DynamoDB로 이동

Web 
Instance

RDS DB Instance
Active (Multi-AZ)

Availability Zone

Elastic Load
Balancer

Amazon S3

Amazon 
Cloudfront

Amazon 
Route 53

User

ElastiCache

DynamoDB



Amazon ElastiCache

인메모리기반 캐시 서비스
Memcached & Redis 지원
• 기존 오픈 소스 기반 API를
그대로 사용 가능

하나 부터 다수 노드 구성 가능
자가 치료(죽은 인스턴스 대체)
빠른 속도(지연율 수 밀리세컨드)



1. 로드 분산

웹서버 및 데이터베이스의
일부 로드 분산:

동적 콘텐츠에 대해서도
ELB에서 CloudFront로
이동
(모든 웹 페이지에 대해
캐싱 처리)

Web 
Instance

RDS DB Instance
Active (Multi-AZ)

Availability Zone

Elastic Load
Balancing

Amazon S3

Amazon 
Cloudfront

Amazon 
Route 53

User

ElastiCache

DynamoDB



이제 기본적인 아키텍처구성을 마치고

오토 스케일링을
제대로 적용해 봅시다!



자동 스케일인/아웃
트래픽에 따라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증설 혹은 감소하는 기능

관리 콘솔 및 CLI를 통해 쉽게 적용

주요 기능 상세 소개

Control 확장이 필요할 때, 최소 및 최대
인스턴스 숫자를 세팅하여 제공

Monitoring CloudWatch 를 통해 확장할
기준 값을 확인 가능

Instance 
types

VPC호환 및 온디멘드 및 스팟
인스턴스 사용 가능

$ aws autoscaling create-auto-scaling-group 
--auto-scaling-group-name MyGroup
--launch-configuration-name MyConfig
--min-size 4 
--max-size 200 
--availability-zones us-west-2c, us-west-2b

2. 오토 스케일링
Amazon 

CloudWatch

AWS CLI 사용 예제



# instances vs. CPU utilization

2. 오토 스케일링



오토스케일링: 작은 인스턴스를 활용!

more small instances vs. less large 
instances

29 Large @ 
$0.32/hr
= $9.28



오토스케일링: 작은 인스턴스를 활용!

more small instances vs. less large 
instances

29 Large @ 
$0.32/hr
= $9.28

59 Small @ 
$0.08/hr
= $4.72



오토 스케일링을 쓰기에
작은 워크로드가 나눠져 있다면?



손쉬운 Docker 
콘테이너

제작 및 배포

EC2 인스턴스를
클러스터 구성 가능

AWS 서비스와
연계를 통한 확장성

및 높은 성능

AWS 기반 높은
보안성 제공

Amazon EC2 Container Service

“Docker기반 확장성과 고성능 콘테이너 관리 서비스”



10%

15%

7%

12%

20%

9%

콘테이너를 통한 기존 EC2 인스턴스 효율화

App 1 App 2

App 3 App 4

App 5 App 6

6
12 34

5

Amazon ECS
Cluster



굳이 서버를 쓰기가 불필요한
더 작은 워크로드가 나눠져 있다면?



AWS  자원의 변경이 발생 시
이벤트에 대한 변경 인식
(API Gateway로REST 실행도 가능)

Node.js 및자바, Python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함수

서버 없이도
고 확장성 기반 실행

AWS Lambda

“이벤트 기반 확장성 높은 클라우드 코드 실행 서비스”



AWS Lambda를 활용한 썸네일 생성하기

② Amazon S3 파일 업로드
③ AWS Lambda
코드실행

①큰 이미지업로드 ④압축및 크기변경

⑤저장



AWS Lambda를 통한 서버 Idle time 없애기

• 자동 확장 및 자동 코드 배포 및 수행
• 인프라 관리 비용 불필요
• 백만 요청 당 $0.20 (매월 백만 무료)
• 100 ms 단위 과금
• 수행한 시간 만큼만 과금

40% 이상 최적화가 필요하다면? Lambda를 고려해 보세요!



Amazon EC2 Amazon EC2 Containers
Services

AWS LambdaOn-Premises

Weeks Minutes Seconds Milliseconds

고객 요구에 따른 컴퓨팅 플랫폼 변화



고객 요구에 따른 클라우드 구매 옵션

On-Demand 

약정없이 쓴 만큼만
지불

갑작스런 트래픽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신규 서비스

Reserved

1년 혹은 3년약정
40~70% 할인

항상 사용 중인
안정화된 서버 자원을
위한 요금제

Spot

남은 자원에 대한 경매
방식 80~90% 저렴

단기적으로 수요가
많을 때 유리

Dedicated

VPC내에 한 고객만을
위한 물리적 서버에
런칭

민감한 정보, 회사내규, 
법적인 문제 가
있을경우

Free Tier

초기 비용없이 주요
서비스를 일정 기간
활용할 수 있음

첫 테스트에 용이



온디멘드와 예약 인스턴스(RI)를 나눠 쓰세요!

트래픽에 따라서 인스턴스를 t눠 n성하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스팟 인스턴스 규칙(SI) 및 활용 사례
• 가격 규칙

ü 수요/공급에 따라 가격 결정
ü 시간당 가격의 최대치는 고객이 선택
ü 스팟 가격이 더 낮으면 인스턴스 시작
ü 스팟 가격이 더 높으면 인스턴스 종료 (terminated)
ü 대비책: Fault Tolerant 아키텍처로 설계!

• 활용 사례
ü 배치 작업, 짧은 시간 데이터 분석(Amazon Elastic MapReduce)
ü 웹 크롤링, 프로그램 컴파일, 이미지 변환, 동영상 렌더링



“저희는 AWS를 통해
끊임없이 비용을 최적화하고

있으며, 청취자 한 명 당 소요되는
AWS 비용은 근 1년 전 보다 97% 

가까이 줄었습니다.”

-비트패킹컴퍼니
박수만 대표-

비트패킹의 스팟 인스턴스 활용 사례

비트에서 사용하는 서버의 80%가 스팟 인스턴스
온디멘드/예약/스팟을 적절히 조합하여 비용 절감



6:00 9:00 12:00 15:00 18:00 21:00 0:00

On-Demand Spot Load

Spot : 5분간 평균 CPU이용률 40%
On-Demand   : 5분간 평균 CPU이용률 60%

비트패킹의 스팟 인스턴스 활용 사례



6:00 9:00 12:00 15:00 18:00 21:00 0:00

On-Demand Spot Load

Spot 확보에실패한경우
On-Demand가 Scale-Up

Spot 확보에따른
On-Demand Scale-Down

비트패킹의 스팟 인스턴스 활용 사례



Users >500,000



사용자 >50만+

Availability Zone

Amazon 
Route 53

User

Amazon S3

Amazon 
Cloudfront

Availability Zone

Elastic Load
Balancing

DynamoDB
RDS DB Instance 

Read Replica

Web 
Instance

Web 
Instance

Web 
Instance

ElastiCache RDS DB Instance 
Read Replica

Web 
Instance

Web 
Instance

Web 
Instance

ElastiCacheRDS DB Instance 
Standby (Multi-AZ)

RDS DB Instance
Active (Multi-AZ)



3. 자동화 및 모니터링 도구 사용

서비스를 만들고 배포하는데 시간을 절약하세요!
손으로 하지 말고 관리도구를 쓰세요!
모든 것을 모니터링 하세요!



AWS 배포/관리 서비스

모니터링구축배포테스트빌드코딩

AWS Elastic Beanstalk

AWS OpsWorks

AWS
CloudFormation

AWS 
CodePipeline

AWS 
CodeCommit

,AS 
.ORWGADVFK

AWS 
CodeDeploy

편리성



코드 개발 및 배포 삼총사!

git push CodeCommit Git objects
in Amazon S3

Git index
in Amazon 
DynamoDB

Encryption key
in AWS KMS

SSH or HTTPS

Staging

CodeDeployv1, v2, v3

Production

Dev

Application
revisions

Deployment groups CodePipeline
간편한 배포 워크플로
구성 및 자동화

안전하고 확장가능한
Git 레포지터리 서비스

다운타임 없는
배포 자동화



인프라 운영 자동화 서비스

자동 및 편리함 제어성

통합 배포 관리 직접 관리

AWS
Elastic Beanstalk

AWS
OpsWorks

AWS
CloudFormation

Amazon EC2



Host Level Metrics Aggregate Level Metrics

Logstash: Centralized Log Analysis Pingdom: External Site Monitoring

각종 모니터링 서비스 자료 활용

,AS 
.ORWGADVFK



4. 마이크로서비스(Microservice)

• 거대해진 서비스 내부 컴포넌트를 느슨하게 분리
• 컴포넌트간 인터랙션 결합제거 (decoupling) 후, API로 통신
• 즉, 모든 기능을 한통(Monolith)에 올리기 보다는 확장성 및 증설을
염두하여 기능 개발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라는 용어는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배치 가능한 서비스 조합(suite)으로
설계하는 방식으로서 지난 몇 년 동안 빠르게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비지니스 수행 인적 조직, 배포 자동화, (서비스) 
엔드 포인트의 지적 능력(intelligence),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와 데이터의 분산 제어에 관한 일반적인 특징들은
존재합니다.
– Martin Fowler



마이크로 서비스 빌딩 블럭

Docker 기반의
서비스 배포

이벤트를 기반한
코딩 함수 실행

서비스간 API 
인증/캐싱 용이

서비스간
메시지 큐 관리



5. 서비스 재활용

즉, 다시 만들지 말자:
모바일 푸시 보내기
간단한 검색 구현
큐 서비스 구현
이메일 보내기
동영상 인코딩

Amazon 
CloudSearch

Amazon SQSAmazon SNS

Amazon Elastic 
Transcoder

Amazon SWF
Amazon SES

AWS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부가 기능을 바로 활용하자!



Users >1,000,000



사용자 >1백만+

1백만 사용자일때 고려해야 할 사항 정리합니다!

Multi-AZ
정적 콘텐츠 부하 분산(S3/CloudFront)
오토 스케일링 사용하기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구성하기
자동화 및 모니터링 이용하기
부가 서비스 재활용하기



RDS DB Instance
Active (Multi-AZ)

Availability Zone

Elastic Load
Balancer

RDS DB Instance 
Read Replica

RDS DB Instance 
Read Replica

Web 
Instance

Web 
Instance

Web 
Instance

Web 
Instance

Amazon 
Route 53

User

Amazon S3

Amazon 
Cloudfront

DynamoDB

Amazon SQS

ElastiCache

Worker
Instance

Worker
Instance

Amazon 
CloudWatch

Internal App
Instance

Internal App
Instance

Amazon SES

사용자 >1백만+



Mobile	Client

Route	53

CloudFront

Amazon	S3
Static	Contents		&	Logs

CloudWatch

Elastic	Load
Balancing

RDS	
(Multi-AZ)

ElastiCache

ElastiCache

API	Servers

API	Servers

Workers
&	MQ

Workers
&	MQ	servers

AWS	Tokyo	region

Availbility Zone	#1

Availability	Zone	#2

Ansible

Origin-Access
IdentitySigned-URL

DynamoDB

RDS	DB

AutoScaling

사례: 비트앱



Users >10,000,000



사용자: 1천만+

마스터 DB에 뭔가 문제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1. DB 분리: Federation

• 데이터베이스를 기능 및
목적에 따라 분리

• But, 각 DB를 포함하는
기능에 대한 쿼리가
힘듬

ForumsDB UsersDB ProductsDB



2. DB 수평적 확장: Sharding

•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제어 가능/확장성에
이슈는 없음

• But, 앱 복잡성 증가



3. NoSQL로 이동 고려
DynamoDB와 같은 매니지드
서비스 활용
주요 케이스:
• 클릭 데이터나 로그 데이터
추가

• 임시 데이터 (장바구니)
• 업데이트가 잦은 “Hot” 테이블
• 메타 데이터 저장 및 검색

DynamoDB



정리 들어갑니다…



천만 사용자를 위한 십계명
1. 모든 아키텍처를 Multi-AZ로 구성하세요
2. 스스로 확장 가능한 서비스로 만드세요

• ELB, Amazon S3, Amazon SNS, Amazon SQS, Amazon SWF, Amazon SES, and 
more.

3. 모든 영역에서 증설을 감안하세요.
4. 아키텍처 내외부의 캐시를 적극 활용하세요.
5. 아키텍처 운영을 자동화 하세요.



6. 한곳에 모니터링/로깅/통계 처리를 구축하세요.
7. 서비스를 작게 쪼개서 MicroServices 아키텍쳐를

구성하세요.
8. 오토스케일링 적극 사용하세요.
9. 직접 만들지 말고 AWS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10. 가장 중요한 시간과 돈을 아끼세요!



천만 서비스를 위한 개발 문화

모든 영역에 대한 아키텍쳐 튜닝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튜닝 필요
글로벌 고가용성 구성
• Multi-AZ에서 Multi-region 구성

DevOpS 기반 앱 배포 및 통합 도구 활용
• 지속적 배포(CD) 및 지속적 통합(CI)



14 Leadership Principles

1. Customer Obsession
2. Ownership
3. Invent and Simplify
4. Are Right, A Lot
5. Hire and Develop the Best
6. Insist on the Highest

Standards
7. Think Big

8. Bias for Action
9. Frugality
10. Learn and Be Curious
11. Earn Trust
12. Dive Deep
13. Have Backbone;

Disagree and Commit
14. Deliver Results



Learn and Be Curious

14 Leadership Principles



스타트업을 위한 880달러 선물!

http://bit.ly/awskr-feedback

AWS Activate 패키지
100달러 무료크레딧 + 80 달러 Qwiklab Credit 

600달러 온라인강좌수강권+ 100달러 1개월비지니스서포트

등록하시면패키지를받으실수있는 URL을 이메일로보내드립니다!



라잇나우 1

https://opentutorials.org/module/1946

AWS 기초 동영상 강의

http://bit.ly/awskr-webinar
AWS 온라인 세미나



라잇나우 2

https://www.qwiklab.com/lab_catalogue

무료 온라인 실습 하기
EC2/ELB/RDS/S3/CloudFront/AutoScaling/Beanstalk



라잇나우 3

“아마존 웹 서비스” 검색 후



라잇나우 4

“AWSKRUG” 검색 후
한국 사용자모임커뮤니티가입



더 궁금한점은…

“윤석찬” 검색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