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S 클라우드에서 미래를 설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AWS 교육을
시작하세요.
- AWS 전문가로부터 배우십시오.

-전
 문성과 신뢰도를 모두 갖춘 AWS 공인 강사가
직접 교육합니다.

AWS 교육으로 변화하는 비즈니스에 혁신을 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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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공식 교육 파트너
APN Training Partner

메가존클라우드는 AWS의 공식 교육 파트너(APN Training Partner)로써,

컨설팅을 포함한 교육 서비스를 인프라 담당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아(APAC) APN 파트너사 최초로 AWS Education Competency
인증에 이어, AWS의 공식 교육 파트너(APN Training Partner)까지

획득하며, AWS 클라우드 교육 관련 산업에서의 전문성을 인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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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AWS 교육이 필요한가?
AWS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IDC 조사 결과,

클라우드 교육을 진행한 조직의 경우

80%
클라우드 도입 가속화
클라우드 도입 가능성
80% 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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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비즈니스 및 내부 목표 달성

4.4×
기업 내부의 우려 사항 극복

클라우드가 혁신에 도움이

운영/성능 우려 사항을

2.7배 높게

4.4배 더 높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가능성

극복할 가능성

클라우드가 새로운 기준이 되면서,

일부 조직에서는 클라우드 교육을 통해
클라우드 도입을 가속화하여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클라우드를 이해하는 것의

“클라우드 교육은 IT 전문가, 관리자 및

클라우드 기초에 대해

모든 사람이 클라우드 서비스 및 도구가

영향력이 IT 조직을 넘어서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사람을 교육했습니다.”
GE Digital 제품 전략 및 고객 참여 담당
부사장 Vincent Perfetti

경영진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제공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Siemens의 혁신 및 산업 문제
책임자 Peter Loeffler

* Source : IDC White Paper Train to Accelerate Your Cloud Strateg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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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교육은 무엇인가?
AWS
교육 소개

아키텍트

고가용성 시스템

설계에 대해 배웁니다.

AWS의 제품과 솔루션, 모범 사례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IT 및 웹 서비스 업계의

직무에 종사하며 AWS 기술을 활용하는 솔루션 아키텍트, 시스템 운영자, 개발자를 위해
디자인 되었습니다.

개발자

클라우드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해 배웁니다.

운영자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 및

시스템 자동화에 대해 배웁니다.

전문가

솔루션 기반 기술력과

전문 지식을 배웁니다.

AWS 교육 시작하기

Digital Training
무료 디지털 교육

100가지의 무료 자습형 디지털

과정을 통해 AWS 기초를 배우십시오.

04

Classroom Training
강의실 교육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공인된 AWS 강사에게 배우십시오.

AWS Certification
AWS 자격증

업계 인증 자격증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인증하십시오.

AWS 공인 교육 프로그램

AWS의 지식과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역할 기반 교육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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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교육 과정 및 특징
AWS
교육 과정

AWS 교육은 클라우드 기술 지식을 쌓고 기술력을 검증하여 클라우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권위 있는 AWS 공인 강사로부터 기술적 능력을 구축하고 모범 사례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아키텍트

Architect

과정

Developer

AWS 기술 에센셜

AWS Technical Essentials

AWS 기반 아키텍쳐 설계
Architecting on AWS

AWS 기반 고급 아키텍쳐 설계

Advanced Architecting on AWS

AWS 기반 개발

Developing on AWS

DevOps Engineering on AWS

AWS 기반 보안 운영

과정

AWS 기반 빅데이터
Big Data on AWS

AWS 기반 데이터 웨어하우징
Data Warehousing on 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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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기반 시스템 운영

Systems Operations on AWS

AWS 기반 데브옵스 엔지니어링

Security Engineering on AWS

전문

Developer

AWS Business Essentials

과정

기반

운영자

AWS 비즈니스 에센셜

입문

역할

개발자

AWS
교육 특징

기본 AWS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유연한 학습 과정을 제공하여 혁신적이고 미래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실용적인 기술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AAI 공인 강사

AWS 공인 교육 커리큘럼

Hands-on 실습 Lab

권위 있는 AWS 공인 강사

AWS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해하기 위해

기술적 능력을 구축하고 모범 사례를

개발자, 인프라 운영자 등

실제 현장 업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단계적으로 제공합니다.

익힐 수 있습니다.

(AWS Authorized Instructors)로 부터
학습할 수 있습니다.

기초 과정부터 솔루션스 아키텍트,
역할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을

QwikLABs을 통해

AWS 핵심 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클라우드 활용 방법을

여러분에게 적합한 역할 기반 교육 과정을 통해

클라우드 역량을 강화하여 AWS 자격증을 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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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교육 프로그램
입문

AWS
비즈니스 에센셜
AWS Business Essentials

역할기반

전문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과 재정적 이익을 비롯하여 AWS의 기본 요소

IT 의사 결정권자가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을 이해하고 클라우드 전략이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또한 비즈니스에 대한
재정적 이익을 비롯하여 AWS의 기본 요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교육 대상

선수 지식

• IT 비즈니스 결정권자

• IT 인프라 개념에 대한 실무 지식

• AWS를 처음 사용하는 개인

• 기본 재무 개념에 대한 지식

• 기본 IT 보안 개념에 대한 지식

1 Day
• 클라우드 시작하기

• 경쟁 우위를 위한 AWS 활용

08

•클
 라우드 경제학

•보
 안 및 규정 준수

•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AWS
기술 에센셜

AWS Technical Essentials

AWS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스토리지 및 네트워킹의 기본 요소

본 과정에서는 AWS 서비스를 더욱 능숙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기초 지식을

제공하므로,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라 어떤 IT 솔루션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정보를 기반으로 한 의사 결정을 하고 AWS에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

• AWS 서비스의 기술적인 이점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할 책임을
맡은 담당자

선수 지식

• 없음

• AWS 서비스 사용에 관심 있는 시스템 운영 관리자, 솔루션스
아키텍트 및 개발자

1 Day
• AWS 소개 및 연혁

•A
 WS 기본 서비스

• AWS 데이터베이스

•A
 WS 보안, 자격 증명 및 액세스 관리

• AWS 관리 도구

: EC2, VPC, S3, EBS
: IAM

: RDS, DynamoDB
: 자동 확장, CloudWatch, 탄성로드
밸런싱, Trusted Adv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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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기반 아키텍쳐 설계
Architecting on AWS

AWS 기반 IT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본 지식 및 최적화 방법

AWS 서비스가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에 어떻게 부합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통해
AWS 클라우드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AWS

클라우드 모범 사례와 최적의 AWS 기반 IT 솔루션을 설계하기 위한 설계 패턴을
탐구하고 단계별 실습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해 봅니다.

교육 대상

선수 지식

• 솔루션스 아키텍트

• 분산 시스템에 대한 실무 지식

• 솔루션 설계 엔지니어

• 일반적인 네트워킹 개념에 대한 지식

• 다중 계층 아키텍처에 대한 실무 지식
•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 이해

1 Day

3 Day

• 주요 AWS 지식

•이
 벤트 중심의 확장

• Well-Architected Framework

• 환경 설계

•웹
 규모 스토리지 설계

• 환경 문제 해결

• 핵심 AWS 서비스
• 고가용성의 환경 구축

•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AWS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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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y

•인
 프라 자동화 및 결합 해제
•A
 WS에 새로운 웹 애플리케이션 호스팅

• 재해 복구 및 장애 조치 전략

• 대규모 설계 패턴 및 사례 연구

AWS
기반 개발

Developing on AWS

AWS SDK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방법
AWS SDK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코드를 사용하여 AWS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대한 주요 개념 및 모범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과 더불어 문제 해결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

선수 지식

• 중급 수준 소프트웨어 개발자

1 Day
• AWS 기반 개발 과정 소개
• 데이터 스토어 선택

• Amazon S3로 스토리지 솔루션 개발
• Amazon DynamoDB를 사용하여
유연한 NoSQL 솔루션 개발

• AWS 서비스에 대한 지식

• Java, C # /. Net 또는 Python에 대한 실무 지식

2 Day
•이
 벤트 사용

•A
 mazon Kinesis Stream을 통한
이벤트 중심 솔루션 개발

•A
 mazon SWF, Amazon SQS 및

Amazon SNS를 통한 이벤트 중심
솔루션 개발

•A
 WS Lambda로 이벤트 중심
솔루션 개발

3 Day
• 안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 확장성을 위한 캐싱 정보

• Amazon CloudWatch로 애플리케이션
및 AWS 리소스 모니터링

• AWS Elastic Beanstalk 및

AWS CloudFormation으로
애플리케이션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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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기반 시스템 운영

Systems Operations on AWS

AWS 플랫폼에서 네트워크 및 시스템을 자동, 반복 배포하는 방법

AWS 플랫폼에서 자동화 및 반복 가능한 네트워크 및 시스템 배포를 생성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구성 및 배포와 관련된 AWS 기능과 도구뿐 아니라 시스템을
구성하고 배포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살펴봅니다.

교육 대상

선수 지식

• 시스템 관리자

•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시스템 관리와 관련된 경력

• 소프트웨어 개발자, 특히 개발 운영(DevOps) 담당자

• 명령줄에서 운영 체제를 능숙하게 유지 관리하는 능력

(Linux 환경 또는 Windows의 cmd/PowerShell에서의
셸 스크립팅)

• 네트워킹 프로토콜에 대한 기본 지식(TCP/IP 및 HTTP)

1 Day

3 Day

• AWS 기반 시스템 운영

•클
 라우드상의 스토리지 및 보관

• 클라우드상의 구성 관리

• 클라우드상의 컴퓨팅

•클
 라우드상의 리소스 사용 관리

• 자동 및 반복 가능한 배포 만들기

• 클라우드상의 네트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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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y

•클
 라우드상의 모니터링

• 클라우드에서 확장 가능한 배포 생성

AWS
기반 고급
아키텍쳐 설계

Advanced Architecting on AWS

복잡한 AWS 솔루션 구축과 확장 가능하고 유연하고 안전한 고가용성 애플리케이션 구축
AWS 플랫폼에서 데이터 서비스, 거버넌스 및 보안이 결합된 복잡한 솔루션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지원하는 AWS Direct
Connect 및 AWS Storage Gateway와 같은 전문 AWS 서비스를 소개하며,

AWS에서 확장성, 탄력성, 보안성 및 가용성이 뛰어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모범 사례에 대해 배웁니다.

교육 대상

선수 지식

• AWS 서비스에 익숙한 숙련된 IT 전문가

• 아키텍처 설계에 대한 실무 지식

•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에 대한 지식

• 일반적인 네트워크 아키텍처 및 서비스에 대한 경험

• Amazon EC2, Amazon S3, Amazon RDS를 비롯한 핵심
AWS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경험

1 Day
• 클라우드 모범 사례 및 AWS WellArchitected Framework를 위한
아키텍처 설계 검토

• AWS 계정 전략

• 고급 네트워킹 아키텍처

2 Day

3 Day

•대
 규모 데이터 스토어 설계

• 아키텍처에 복원력 구현

•빅
 데이터 아키텍처

• AWS 기반 데이터 보안

•A
 WS로 대규모 데이터 스토어 이전
•대
 규모 애플리케이션 설계

• AWS에서의 데이터 암호화 및 키 관리
• 성능을 고려한 설계

• AWS 기반 배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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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기반 데브옵스
엔지니어링

DevOps Engineering on AWS

일반 DevOps 사례를 사용하여 AWS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 배포 및 유지 관리하는 방법
가장 일반적인 DevOps 패턴을 사용하여 AWS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배포 및

유지 관리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DevOps 방법론의 핵심 원칙을 다루고 스타트업,
중소기업 및 엔터프라이즈 개발 시나리오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용 사례를
검토합니다.

교육 대상

선수 지식

• 시스템 관리자

• 1개 이상의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C#, Java, PHP, Ruby,

• 소프트웨어 개발자

Python 등)에 대한 실무 지식

• 명령줄을 사용해 Linux 또는 Windows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중급 수준의 지식

• AWS Management Console 및 AWS 명령줄 인터페이스
(AWS CLI)를 사용한 AWS 실무 경험

1 Day
• DevOps 소개

• 코드형 인프라 Part 1
: 설계 및 보안

• 코드형 인프라 Part 2

: CloudFormation 및 구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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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y
•A
 WS 기반 지속적인 통합
•A
 WS의 지속적인 배포

•A
 WS 기반 애플리케이션 배포 Part 1

3 Day
• AWS 기반 애플리케이션 배포 Part 2
• AWS 기반 지속적인 통합 및 전달
파이프 라인

• 배포 성능 튜닝

• 인프라 관리 및 자동화

AWS
기반 보안 운영

Security Engineering on AWS

AWS 보안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AWS 클라우드의 보안을 유지하는 방법
클라우드의 데이터 및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AWS에서 추천하는 보안

모범 사례를 위주로 진행됩니다. AWS 주요 서비스의 보안 기능과 함께 자동화,
지속적 모니터링 및 로깅을 위한 AWS 서비스 및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과 보안
사고에 대응하는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교육 대상

선수 지식

• 보안 엔지니어

• 거버넌스, 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 규제 및 통제 목표 관련 경험

• 보안 운영

•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 이해

• 보안 아키텍트

• IT 보안 실무 및 인프라 개념에 대한 실무 지식

• 정보 보안

1 Day

2 Day

3 Day

• 클라우드 보안 소개

•A
 WS Infrastructure Services

• AWS 보안 제품 사용 Part 2

•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

•A
 WS 컨테이너 서비스 보안 Part 1

• 실습 7 : AWS Service Catalog 사용

• AWS Infrastructure Services

•실
 습 3 : RDS 보안 그룹 사용

• 클라우드 인식 거버넌스 및 규정 준수
• 실습 1 : AWS IAM 사용
보안 Part 1

• 실습 2 : 가상 사설 클라우드(VPC) 생성

보안 Part 2

•A
 WS 컨테이너 서비스 보안 Part 2
•A
 WS 추상화 서비스 보안

•실
 습 4 : Amazon S3 버킷 보안
•A
 WS 보안 서비스 사용 Part 1

• 실습 6 : AWS Config 사용

• AWS 클라우드에서의 데이터 보안

• AWS에서 규정에 따른 워크로드 빌드
- 사례 연구

• 클라우드에서 보안 인시던트 관리

•실
 습 5 : 로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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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기반 빅데이터
Big Data on AWS

AWS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고 빅데이터 환경을 만드는 방법
Amazon EMR, Amazon Redshift, Amazon Kinesis, Amazon Athena 및 기타

AWS 빅데이터 플랫폼과 같은 클라우드 기반의 대용량 데이터 솔루션을 학습합니다.

Hive 및 Hue와 같은 광범위한 Hadoop 도구를 사용하여 Amazon EMR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교육 대상

• 빅데이터 솔루션 설계 및 구현을 담당하는 솔루션 아키텍트나

• Apache Hadoop 및 HDFS를 포함한 빅데이터

• AWS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솔루션에 관심 있는 데이터 과학자

• 핵심 AWS 서비스 및 퍼블릭 클라우드 구현 실무 지식

시스템 운영자

및 데이터 분석가

1 Day
• 빅데이터 개요

• 빅데이터 수집 및 전송, 빅데이터
스트리밍 및 Amazon Kinesis

• 실습 1 : Amazon Kinesis를 사용하여
Apache 서버 로그 데이터 스트림 및

기술에 대한 지식

• 데이터웨어 하우징,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2 Day
•A
 pache 하둡 및 Amazon EMR

•실
 습 3 : Amazon DynamoDB에 데이터
저장 및 쿼리

•실
 습 4 : Amazon EMR에서 Hive를

• 빅데이터 시각화 및 오케스트레이션

• 실습 7 : TIBCO Spotfire를 사용하여
데이터 시각화

사용하여 Pig 스크립트 실행

• 빅데이터 설계 패턴

처리 및 분석

•실
 습 6 : Amazon EMR에서 Spark를

Amazon S3의 로그 데이터 쿼리

• Amazon Redshift 및 빅데이터

• 빅데이터 비용 관리

•실
 습 5 : Amazon EMR에서 Hue를

• 실습 2 : Amazon Athena를 사용하여

3 Day

사용하여 서버 로그 처리

분석

• 빅데이터 스토리지 솔루션,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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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지식

사용하여 NY 택시 데이터 처리

• Amazon 배포 보안

AWS
기반 데이터
웨어하우징

Data Warehousing on AWS

Amazon RedShift를 사용하여 클라우드 기반 웨어하우징 솔루션을 설계하는 방법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위해 데이터를 수집, 저장 및 준비하는 방법과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도구를 사용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AWS의 페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인 Amazon Redshift를

사용하여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웨어하우징 솔루션을 설계하기 위한 개념, 전략 및
모범 사례를 배웁니다.

교육 대상

선수 지식

• 데이터베이스 아키텍트

•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 설계 개념 이해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 데이터 분석가
• 데이터 과학자

1 Day

2 Day

3 Day

• 데이터 웨어하우징 소개

•데
 이터 웨어하우징 접근 방식 검토

• 쿼리 작성 및 성능 튜닝

• Amazon Redshift 구성 요소 및

•데
 이터 웨어하우스 디자인

•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 Amazon Redshift 소개
리소스 이해

• Amazon Redshift 클러스터 시작

•데
 이터 소스 및 요구 사항 식별

•데
 이터 웨어하우스로 데이터로드

• 데이터 웨어하우스 유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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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AZONECLOUD 소개
회사 소개

메가존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이노베이터(Cloud Innovator)’로서 고객님들의 클라우드 전환의
과정마다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sia & Korea, No.1 AWS Premier Consulting Partner
설립일

1998

2018년 매출

2200억

클라이언트
직원 수

1200
700

메가존클라우드는 AWS 클라우드 MSP 전문기업으로 2012년부터

국내 최초 AWS 공식 파트너사로 선정되어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012년 국내 최초 AWS 공식 파트너사 선정으로 본격 서비스 시작

국내 최초 & 최대 AWS Premier Consulting Partner(전 세계 1만여개 파트너사 중 Premier Consulting Partner 97개)
전 세계 45여개 No.1 솔루션 업체와의 클라우드 파트너십 기반의 통합 서비스 제공
국내 유일 AWS 공식 인증 한국어 Support Partner 서비스 지원
국내 최초 AWS Enterprise Support 지원
국내 최초 클라우드 서비스 ISMS 인증

아시아/태평양 최초 Education Competency Partner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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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혁
Going Forward
2018

메가존클라우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클라우드 비즈니스 전문 기업으로써 국내를 넘어서
아시아 및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 국내 최초 클라우드 서비스 ISMS 인증

· 생체인증 솔루션 MINE PASS 글로벌 FIDO 인증

· 아시아/태평양 최초 Education Competency Partner 선정
· 국내 최초 Financial Services Competency Partner 선정
· 국내 최초 Nonprofit Competency Partner 선정

· 제17회 대한민국 SW 기업 경쟁력 대상 ‘정보통신/네트워크 분야 최우수상’ 수상
· 2018 코리아 혁신 대상 ‘IT 부문 대상’ 수상

· 인터넷 에코 어워드 ‘비즈니스 혁신 부문 대상’ 3년 연속 수상

Asia’s No.1
2017

N

· Migration Competency Partner 선정

· AWS Managed Service Partner 3.1 인증

· AWS Summit Seoul 2017 KOREA ‘올해의 컨설팅 파트너상’ 수상

No.1 Partner

· AWS Summit Seoul 2017 APAC (아시아태평양) ‘올해의 컨설팅 파트너상’ 수상

KOREA No.1
2015 - 2016

· AWS Summit Seoul 2016 KOREA ‘올해의 파트너상’ 수상

· 국내 최초 Marketing & Commerce Competency Partner 선정

No.1 Partner

· 국내 최초 Government Partner 선정 (공공기관 부분)
· 국내 최초 AWS Enterprise Support 계약

· 국내 최초 AWS Premier Consulting Partner 선정
· Hyper Render 베타 서비스 릴리스

· 국내 최초 한국어 Support Partner 선정

Advanced
2012 - 2014

· AWS re:Invent 고객 헌신적인 파트너 선정

· 국내 최초 AWS Advanced Consulting Partner 선정
· Hyper Billing v1.0 릴리스

· 국내 최초 AWS Standard Partner 선정

· 국내 최초 AWS Registered Partner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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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컴피턴시

Channel Partner

기술적 숙련도 및 고객 성과를 입증하며 해당 솔루션 영역에서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MSP Partner

Public Sector Partner

국내 최초

아시아/태평양 최초

Competency Partner 선정

Competency Partner 선정

Competency Partner 선정

Competency Partner 선정

Marketing & Commerce

Financial Services

Education

Nonprofit

국내 최초

Marketing &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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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존클라우드는 전문 솔루션 영역에서 AWS 컴피턴시(AWS Competency) 획득으로

Financial Services

Education

Migration

국내 최초

Nonprofit

주요 고객사

메가존클라우드는 APN 프리미어 컨설팅 파트너로써 대기업, 게임사, 스타트업,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1000여 고객사에 AWS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100대 기업 중 70% 이상이 메가존클라우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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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존클라우드(주)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85길 46 GALA빌딩
E-mail : aws_training@megazone.com Website : www.cloudcla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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