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WS Activate 은 스타트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Amazon Web Services 를 기반으로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리소스를 빠르게 제공합니다.

AWS 서비스 크레딧,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스타트업의 확장 및 성장을 지원합니다!

⊙  어떤 혜택을 제공하나요?

⊙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전세계 혁신 스타트업들이 아이디어 구상에서부터 첫 고객 유치, IPO와 그 이후까지
AWS 에서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성장, AWS 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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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년간 사용 가능한 AWS 
서비스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유료 프리미엄 기술지원 플랜을
지원합니다

SA (솔루션즈 아키텍트) 와의
오피스아워, 아키텍처 리뷰 및 상담

또한 $80 상당의 자습형 온라인 강의, AWS 스타트업 블로그 “Spotlight” 기회 등을 제공합니다!

1. Activate Signup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조직 ID” 항목에 제휴기관에서 안내 받으신 코드를 입력한 다음 AWS Account ID, E-Mail 등
나머지 필수정보를 입력합니다2.
신청 완료 후 내부 심사 프로세스를 거쳐 승인 완료 시점 7~10일 내 크레딧이 지급됩니다3.

https://aws.amazon.com/ko/activate/
https://aws.amazon.com/ko/activate/
https://aws.amazon.com/blogs/startups/
https://console.aws.amazon.com/activate/home/#/apply/portfolio


기타 스타트업 지원 관련 궁금하신점은
aws-kr-activate@amazon.com 으로 문의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이전에 크레딧을 받은적이 있는데 또 신청 가능한가요?

네, 신청하여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Activate 등록 이력이 있는
스타트업의 경우 이전에 받은 크레딧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소속해 있던 제휴 incubator 기관을 통하여 $2,000 크레딧 지원을
받은 후 제휴 VC 투자를 받아 $5,000 혜택 신청이 가능할 경우 실제로는 $5,000 -
$2,000 = $3,000 의 usage credits 혜택을 제공받게 됩니다.

스타트업

수강 / 참고할 수 있는 AWS 사용 교육 과정이 있나요?

네, AWS 는 클라우드 및 AWS 첫 사용자를 위한 100 세미나, 서비스별 심화 학습을
위한 200 세미나, 그리고 고급 기능을 다루는 300 세미나와 더불어 EC2, EBS 생성
등을 직접 해볼 수 있는 기본 실습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WS Builders 사이트를
방문하여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발, 운영 등 업무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은 유료
강의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AWS 에 대한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AWS 도입을 검토하시거나 처음 접하시는 경우 Contact Us 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Activate 프로그램 혜택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은 스타트업
사업개발팀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서비스 사용 중에 생기는 기술 질의의 경우 유료
AWS Support Plan 에 가입하시면 기술 지원 엔지니어의 신속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AWS 한국 사용자 그룹 에서도 AWS 관련 정보를 교류하실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mailto:aws-kr-activate@amazon.com
https://aws.amazon.com/ko/events/seminars/aws-builders/
https://aws.amazon.com/ko/contact-us/
mailto:aws-kr-activate@amazon.com?subject=[Activate%20문의]
https://aws.amazon.com/ko/premiumsupport
http://awsk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