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WS Skills Guild

지금 클라우드에 투자하고 애플리케이션과 워크로드 현대화를 기획하고 
계시다면 AWS Skills Guild를 고려해 보세요. 

AWS Skills Guild란 각 고객의 니즈와 비지니스 목표를 기반으로 전사의 
클라우드 기본 이해도와 AWS 업무 활용도 및 기술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객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입니다. AWS Skills Guild 전문팀이 
고객과 논의하여 사내 클라우드 역량강화 운영팀(Guild Core Team)을 
구성한 후 비즈니스 주요 목표와 프로젝트의 성공에 필요한 클라우드 기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함께 설계합니다. 다양한 주제와 단계별 난이도를 
고려하여 포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조직 전체가 클라우드 수행 
방식을 이해하고, 혁신을 위한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상호간 
세부협의를 통해 운영 방안과 거버넌스를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클라우드 
학습(“how-to-cloud”)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문화적 변화도 
추진합니다. AWS Skills Guild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는 이렇게 만들어진 자사 
클라우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사내 환경에 최적화되고 내재화됨으로써 
자체적으로 고객이 클라우드 전환을 가속화하며 지속적으로 혁신 및 비지니스 
벨류(Business Value)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 입니다.

Skills Guild 프로그램 구성: 
관심 유도 및 활성화(Excitement): 클라우드 도입에서 임직원의 역량개발 
및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극대화하여 학습 동기를 창출합니다.

클라우드 역량 강화(Enablement): 기본 교육에 투자하여 조직 전체의 
클라우드 지식을 향상하는 동시에 실행 능력을 강화하는 심층적인 기술력도 
향상됩니다. 조직 전체가 기초적인 클라우드 용어를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을 공감하고 같이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클라우드 전문가 및 커뮤니티 양성(Advocacy): 클라우드에 관한 흥미와 학습 
분위기를 추진하고 지속해 갈 수 있는 커뮤니티를 조성합니다. 해당 커뮤니티는 
조직 내에서 “클라우드 문화”를 지원하고 옹호 함으로써 사내에 자발적인 학습 
문화가 수립되고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합니다.

Skills Guild 프로그램 필수 조건:
클라우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내재화 되어 지속적인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몇가지 필수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사내에서 프로그램을 이끌고 운영할 수 있는 클라우드 역량강화 
운영팀(Guild Core Team)과 이 프로그램을 비지니스 전략으로 옹호하고 
지원할 임원급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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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Skills Guild 프로그램을 통해 사내 클라우드 
기술 역량을 강화 하고 클라우드 문화를 만들어보세요.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AWS Training and Certification 또는 AWS 담당자에게 
AWS Skills Guild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자세히 알아보기: aws.training

https://www.aws.trai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