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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WS 프로젝트 소개



1. 사회문제를 Amazon Alexa와 AWS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결하기
• 프로젝트 내용: 

• 현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 중 하나를 선정하여 아마존의 음성인식 서비스인
Alexa와 AWS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신규 서비스를 만드는 프로젝트 입니다.

• 구현 내용
• 현실의 문제인식 및 해결방법 선정
•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로 음성인식 서비스인 Alexa와 AWS의
•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결 솔루션 개발, 테스트 및 적용
• Amazon Echo dot (1개), AWS credit $300/팀 제공

• 필요 지식: 
• AWS 서비스 (EC2, S3, Lambda 등) 이해, Alexa 음성인식

• 교육/훈련 효과: 
• 현실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며 문제 해결 방법을

위한 도구로 요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음성인식 서비스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지식을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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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a API 활용한 음성 인식앱 개발

• Amazon Echo 에뮬레이터
• http://echoism.io

• Alexa Skills Kit
• https://developer.amazon.com/alexa-

skills-kit

• Alexa Voice Services
• https://developer.amazon.com/public/

solutions/alexa/alexa-voice-service



2. Apache MXNet 기반 AWS 기반 딥러닝 샘플 프로젝트 개발 (신규) 
• 프로젝트 내용: 

• 본 프로젝트는 Tensorflow 등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딥러닝 학습 모델을 Apache 
MXNet으로 포팅하고, 이를 오픈 소스로 공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MXNet
Gluon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학습 프로젝트를 외부로 공개합니다.

• 구현 내용
• Apache MXNet 학습 및 기존 샘플 모델 학습
• 대상 포팅 학습 모델 선정 및 코딩
• Github 및 AWS 기반 포팅 (AWS Cloudformation) 
• 외부 공개 (최소 2개 이상 학습 모델 공개)
• AWS credit $300/팀 제공

• 필요 지식: 
• Python, 약간의 머신러닝 및 딥러닝 지식, Tensorflow, Apache MXNet, Gluon

• 교육/훈련 효과: 
• 최신 딥러닝 기술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사용성이 높은 딥러닝 예제를 개발



Apache MXNet

• 유연한 프로그래밍 모델 (imperative 및 symbolic 지원)
• 7개 이상 언어에 대한 바인딩 지원 (예, Python, C++, Scala 등)
• 다양한 CPU/GPU 서버 및 저전력 모바일 디바이스에 포팅 가능
• 클라우드 환경에서 고성능 및 확장성을 보여줌



MXNet기반예제 | Python notebooks

https://github.com/dmlc/mxnet-notebooks
• Basic concepts

• NDArray - multi-dimensional array computation
• Symbol - symbolic expression for neural networks
• Module - neural network training and inference

• Applications
• MNIST: recognize handwritten digits
• Predict with pre-trained models
• LSTMs for sequence learning
• Recommender systems
• Train a state of the art Computer Vision model (CNN)

http://mxnet.io/
https://github.com/dmlc/mxnet
http://incubator.apache.org/projects/mxnet.html

더 자세한 정보



3. Amazon Bin Image를 통한 딥러닝 기반 상품 재고 예측 모델 개발
• 프로젝트 내용: 

• 본 프로젝트는 Amazon에서 공개한 상품 저장 창고의 데이터 이미지셋을 활용하여, 
Apache MXNet 혹은 Tensorflow 등을 통해 상품 재고를 예측하는 학습 모델을
작성하고 이를 외부로 공개합니다.

• 구현 내용
• Amazon Bin Image 구축 사례 학습 및 데이터 셋 확인
• 컴퓨터 이미지 처리 및 상품 재고 예측 모델 개발
• Github 및 AWS 기반 포팅 (AWS Cloudformation)
• AWS credit $300/팀 제공

• 필요 지식: 
• Python, 약간의 머신러닝 및 딥러닝 지식, Tensorflow, Apache MXNet, Gluon

• 교육/훈련 효과: 
• 최신 딥러닝 기술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실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딥러닝 예측

모델을 직접 생성하고 테스트해본다



Amazon 물류 센터 - 컴퓨터 비전을 활용한 재고 파악

AWS re:Invent 2016: Transforming Industrial 
Processes with Deep Learning 

https://www.youtube.com/watch?v=AHUaor0odh4

아마존이 창고에 상품을 뒤죽박죽 보관하는 이유?
http://techneedle.com/archives/29063



Amazon Bin Image Dataset
• Amazon Fulfillment Center의 상품 보관

선반의 이미지와 메타 데이터가 포함
• 데이터 세트의 빈(Bin) 이미지는 배송 과정

측정의 일부로 로봇을 통해 포드 이동 시 캡처
• Amazon S3에서 빈 이미지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일반 항목 계산 및 약한 태그가있는
데이터로부터의 학습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장려 중

• https://aws.amazon.com/ko/public-
datasets/amazon-bin-images/



How to Choose?

음성 인식 앱 개발에 관심이 있다면? 프로젝트 1

딥러닝 공부에 관심이 있다면 프로젝트 2

딥러닝으로 실제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면 프로젝트 3



2. AWS Educate 프로그램 소개



소개

AWS 서비스
무료 활용

실습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

학교별 커리큘럼
및 자료 공유

교육 경험
공유 커뮤니티

무료
크레딧(매년)

무료 온라인
실습

Educate
포털 접속

AWS 기초
교육 수강

오프라인
교육 50%

AWS인증시
험 50%

교수 $200 Yes Yes Yes Yes Yes

학생 $100 Yes Yes Yes No No

www.awseducate.com

학교 단위 가입 시 혜택



AWS Educate 가입
① 가입링크 https://www.awseducate.com/Application

이제 AWS Educate 
가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옆의 가입 링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Student”를 클릭합니다.

도움말
가입 후 AWS Educate
페이지에 가시면 프로그램에대한
소개가 영문으로 제공됩니다.
자세한 것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AWS Educate 가입

• 학교명을 입력하면, 자동완성
나오는 것을 선택합니다.

• 전공, 이름, 학교 이메일, 학부,
졸업년도를 입력합니다.

• 12자 AWS Account ID를
입력합니다.

도움말
Next  버튼을 누리면, 간단한
스팸 여부 인증을완료 하고나면
가입이 완료되며, 본인
메일함에서 가입 확인 및 크레딧
코드를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② 학생 정보 입력



AWS Educate 가입
③ 이메일 주소 및 약관 확인



AWS Educate 가입
④ 이메일 확인 하기

Welcome to AWS Educate라는
제목으로 온 메일을 열어 100달러
크레딧 코드를 확인합니다.

도움말
일반적으로 크레딧 코드는 15자리 영문 및
숫자로 되어 있으며, 충전한 후 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AWS Educate 가입
학생의 경우, 졸업 년도까지 매년 100달러가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AWS Educate 가입

크레딧 충전 페이지에 가서
여러분이 받은 크레딧 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도움말
매월 사용 금액이 발생 시 크레딧에서
먼저 차감이 됩니다. 이미 발생된과금은
크레딧을 충전해도 차감되지 않으니
먼저 크레딧을 충전 후 사용하세요.

https://console.aws.amazon.com/billing/home?#/credits⑤ 크레딧 충전 하기 [URL] 



AWS Educate 관련 자료 (필독!)

http://bit.ly/awskr-educate
AWS Educate 학생을 위한 AWS 가입 및 활용 가이드

https://youtu.be/BVWZY43tkCg
AWS Educate 학생을 위한 AWS 가입 및 활용 동영상



Q&A

AWS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시 궁금한 점은
전제민(jmchun@amazon.com) 혹은

윤석찬(channyun@amazon.com 으로 메일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