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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븐 다이나믹러닝 센터 제공 교육 영역

클라우드 전문
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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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BI 과정

Power BI

Microsoft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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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er of Microsoft Clou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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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븐 다이나믹러닝 센터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솔루션 전문 교육 센터 및 커뮤니티 공간’ 이라는 목표 

아래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와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설립되었습니다. 당 교육센터는 Microsoft Power 

BI, Azure, Big Data, Office 365 교육 과정을 제공하며, 관심있는 기업 및 사용자 분들께서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중추적인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Copyright©2022 by MAVEN DynamicLearning Co. Ltd, All rights reserved.

Dynamic Learning메이븐 다이나믹러닝 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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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븐 다이나믹러닝 센터의 특장점

Microsoft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 교육 과정 제공

최상의 교육 환경 및 편의시설 제공

IT 시험 센터 보유로 교육과 시험 동시 제공

기업 맞춤 강의 및 커리큘럼 제공

Microsoft 클라우드

서비스 교육 과정 제공

IT 시험 센터 보유로 

교육과 시험 동시 제공

최상의 교육 환경 및

편의시설 제공

다이나믹러닝
특장점

기업 맞춤 강의 및 

커리큘럼 제공



Dynamic Learning메이븐 다이나믹러닝 센터 소개

특장점 1. Microsoft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 교육 과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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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전문 교육센터로 기업에 필요한 클라우드 서비스 교육을 제공합니다. ”

메이븐 다이나믹러닝 교육 센터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전문 교육센터로서 기업에 필요한 Microsoft 

Power BI, Azure, Big Data, Office 365 분야 별로 다양하고 전문화된 솔루션 교육을 제공합니다.

Power BI

-  Power BI 기본 및 활용 과정

-  Power BI 실사용자 지원 과정

-  파이썬을 활용한 Power BI

   시각화 과정

-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위한 Azure DW & BI 기본 과정

Azure

-  Azure 기본 과정

-  Azure 아키텍쳐 테크놀로지

    과정(AZ-300)

-  Azure 아키텍쳐 디자인 과정

    (AZ-301)

-  Azure 관리자 과정(AZ-103)

Big Data

-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Microsoft DW 전문가 과정

-  Azure ML로 시작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

-  파이썬 기본 및 활용 과정

-  Microsoft R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과정

Office 365

-  Microsoft Office 365

    사용자 과정

-  Microsoft Office 365

    관리자 과정

-  Microsoft PowerApps

    개발 과정

-  Microsoft 365 관리자 과정

Microsoft 365

Ex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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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다과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카페테리아 및 편의 시설 미리 보기

Dynamic Learning메이븐 다이나믹러닝 센터 소개

특장점 2. 최상의 교육 편의 시설 제공

“ 최상의 교육 편의 시설을 제공합니다. ”

메이븐 다이나믹러닝 센터는 시설 임대 고객에게 무료로 다과를 제공하는 카페테리아 및 휴게 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교육생의 편의를 위해 개인별 락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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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공 내용 최대 수용 인원

Webinar
Room Ⅰ~Ⅳ

의자 테이블, PC, 웹캠, 
마이크, 인터넷(Wi-Fi)

1명/Room

구분 제공 내용 최대 수용 인원

Training
LabⅠ~Ⅵ

의자 테이블, 65인치 TV,
화이트보드, 인터넷(Wi-Fi)

6~8명/Lab

웨비나 룸(Webinar Room) 프로젝트 실습실(Training Lab)

Dynamic Learning메이븐 다이나믹러닝 센터 소개

특장점 3. 웨비나 룸 및 프로젝트 실습실 보유

“ 웨비나 룸 및 프로젝트 실습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메이븐 다이나믹러닝 센터는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웨비나룸을 보유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솔루션 사용자 적용 및 실습을 위한 프로젝트 실습실을 운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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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Learning메이븐 다이나믹러닝 센터 소개

특장점 4. 기업 맞춤 강의 및 커리큘럼 제공

“ 기업 고객 맞춤 커리큘럼을 제공하며, 출강 교육을 통한 고객 편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업 맞춤 강의 및 커리큘럼 제공

메이븐 다이나믹러닝 센터는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웨비나룸을 

보유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솔루션 사용자 적용 및 

실습을 위한 프로젝트 실습실을 운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기업 출강교육 서비스 제공

업무와 바쁜 일정에 쫓기는 기업의 임직원분들을 위하여 사내 방문 

강의를 제공합니다. 기업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교육 

커리큘럼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 강사의 집중 관리로 교육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기업 맞춤 강의 및 커리큘럼 제공

-  제안 1 Microsoft Office Excel + Power BI 교육

- 제안 2 Microsoft Office Excel + PowerPoint 교육

기업 출강교육 서비스 제공

교육

Power BI
교육

Excel이해 
및 데이터입력

Power BI 
Overview

필수 함수

Excel을
이용한 보고서

함수의 활용

Power BI
Mobile

차트생성 
및 데이터 관리

Power BI
Desktop

피벗테이블을
이용한 분석

협업 및 데이터 
새로고침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Excel 
중급 교육

교육

PowerPoint
교육

Excel이해 
및 데이터입력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설계

필수 함수

텍스트 
레이아웃
슬라이드

함수의 활용

그래픽 개체
및 표 삽입

차트생성 
및 데이터 관리

프레젠테이션에 
화려한 효과주기

피벗테이블을
이용한 분석

사용자 
지정 서식 생성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Excel 
중급 교육

강의 가능 지역 수강대상

교육 요일 및 시간대

출강 교육 진행 절차

교육 장소

교육의뢰/방문서비스 ▶ 교육 협의 및 결정 ▶ 교육 진행 / 수시 모니터링 

▶교육 만족도 조사 ▶교육 종료 후 서비스

기업체가 희망하는
요일 및 시간대

서울, 수도권 및 전국 대도시 기업체 임직원

기업체에서
지정한 장소

강사진

최소 교육 인원

5명 이상

교육생의 Level과 Needs에 맞는
적합한 강사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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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Module Curriculum

Microsoft Power BI 기본 및 활용 과정

1일차

Module1 Power BI Overview

Module2

Module3

Power BI 서비스

Power BI Desktop

2일차

Module4 Power BI 협업

Module5

Module6

Module7

Power BI 모바일

데이터 모델링과 쿼리 편집

데이터 새로 고침

Microsoft Power BI 기본 및 활용 과정

Microsoft Power BI 기본 및 활용을 위하여 Power BI 기본소개 부터

활용 방법까지를 아우르는 전문 교육 과정입니다.

교육을 통해 Power BI를 활용한 보고서 작성 및 협업 방법 등에 대해

마스터 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Power BI 는?

데이터를 대시보드 형태로 시각화 해주어 양과 종류 면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더욱 쉽고 빠르고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 입니다.

Power BI를 통해 비즈니스 리스크를 줄이고, 통찰력을 제공하여 모든

부서에서 더욱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취득 자격증

70-778: Analyzing and Visualizing Data

                with Microsoft Power BI

Power BI Power 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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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BIPower BI

Microsoft Power BI 는?

데이터를 대시보드 형태로 시각화 해주어 양과 종류 면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더욱 쉽고 빠르고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 입니다.

Power BI를 통해 비즈니스 리스크를 줄이고, 통찰력을 제공하여 모든

부서에서 더욱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취득 자격증

70-778: Analyzing and Visualizing Data

                with Microsoft Power BI

Microsoft Power BI 심화 과정

Microsoft Power BI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Power BI의 시각화 기법

및 파워쿼리&파워쿼리편집기를 활용한 데이터 전처리를 배우실 수 있는 교육입니다.

효과적인 데이터 모델링을 위한 모델링 용어 이해부터 관계작성, 편집 등을

다뤄보고, DAX의 용어 및 기본·고급 DAX 함수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데이터 탐색을 위한 시각화 기법
- 조건부 서식을 활용한 동적 표현
- 시각적 상호 작용
- 드릴 스루
- 도구 설명 페이지
- 선택/책갈피/단추 활용
- 클러스터와 예측 분석

쿼리 편집기를 활용한 데이터 결합 및 변환
- 파워 쿼리 & 파워 쿼리 편집기 이해
- 다양한 데이터 원본의 결합
-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 편집
- 파워 쿼리 매개변수로 협업 문제 해결

데이터 모델링 1 - 모델 생성
- 데이터 모델링의 이해
- 관계의 이해 및 작성
- 필터 흐름의 이해
- 양방향 필터
- 기타 모델링 작업

데이터 모델링 2 - DAX
- DAX의 이해 및 기본 문법
- Power BI Desktop에서 DAX 지원
- DAX 수식의 종료
- 효과적인 측정값 관리
- 반복함수
- 필터함수
- 시간 인텔리전스 함수
- What-If 분석

Microsoft Power BI 심화 과정

Day Module Curriculum

Module1

1일차

Module3

Module4

Module2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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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자격증

70-767: Implementing a Data

                Warehouse Using SQL

교육 대상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원리와 간단한 SQL 쿼리, 정규화 개념을

이해하고있는 담당자

Microsoft Azure Data Modeling & Power BI 과정

기업 데이터 정보 관리자, 데이터 분석 및 DW 개발자, 경영 정보 보고서

개발자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보고서 개발을 위한

데이터 모델링 교육입니다.

Microsoft ETL 툴인 SSIS와 Analysis 툴인 SSAS의 이해 및 활용부터

데이터 시각화 보고서 구성까지 마스터 할 수 있어 업무 현장에서의 적용

능력과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Power BI Azure Data Modeling & Power BI

Microsoft Azure Data Modeling & Power BI 과정

Day Module Curriculum

Module1

Module2

1일차

Module3

Module4

2일차

3일차

Data Warehouse와 Data Lake 개요
- 데이터 분석을 위한 환경 변화

- Azure 빅데이터 아키텍쳐

- 데이터 웨어하우징

클라우드 데이터 통합 (Azure Data Factory)

- 데이터셋

- 데이터 플로우

- 파이프라인

- 통합 런타임

Module5

Power BI
- 데이터 모델링

- 보고서 작성

- DAX(Data Analysis Expressions)

- 관리(작업영역, Data Gateway, 데이터 갱신)

SQL Server Analysis Services 테이블 형식 모델
- 데이터 모델링

- 측정값 정의

- 관리(파티션, 프로세스)

데이터 통합 (SQL Server Integration Services)

- 제어 흐름

- 데이터 흐름

- Azure용 SSIS 기능 팩

- 관리(배포, 스케줄링,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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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Azure 기본 과정

Microsoft Azure 는?

Microsoft Azure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Azure 기본소개부터 관리 방법

까지를 아우르는 전문 교육 과정입니다.

교육을 통해 Azure의 관리툴 가상머신, 클라우드 저장소, 데이터베이스,

AD 생성 및 관리 방법을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분석, 컴퓨팅, 데이터베이스, 모바일, 네트워킹, 저장소 및 웹이 통합된

클라우드 서비스의 모음입니다.

Azure를 통해 작동이 더 빨라지고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비용

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취득 자격증

AZ-103: Microsoft Azure 관리자

CurriculumDay Module

Microsoft Azure 기본 과정

1일차

Module1 Microsoft Azure 소개

Module2

Module3

Module4

Microsoft Azure 관리 툴

Microsoft Azure 가상 머신

웹 앱 및 클라우드 서비스

2일차

Module5 가상 네트워크 설정 및 배포

Module6

Module7

Module8

클라우드 저장소

Microsoft Azure 데이터베이스

Microsoft Azure ID 생성 및 관리

Azure Az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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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ure 관리자 과정 (AZ-104)

Day Module Curriculum

Module1

Module21일차

Module4

Module5

Module8

Module9

가상 네트워킹
- 가상 네트워크 및 IP 주소 지정
- 네트워크 보안 그룹 / Azure Firewall / Azure DNS

사이트 간 연결
- VNet 피어링 / VPN Gateway 연결
- ExpressRoute 및 Virtual WAN

Azure Virtual Machines
- 가상 머신 계획 / 가상 머신 만들기
- 가상 머신 가용성 / 가상 머신 확장

서버리스 컴퓨팅
- Azure App Service 계획 / Azure App Service
- 컨테이너 서비스 / Azure Kubernetes Service

Module10
데이터 보호
- 파일 및 폴더 백업
- 가상 머신 백업

Module11
모니터링
- Azure Monitor / Azure 경고
- Log Analytics / Network Watcher

Module6
네트워크 트래픽 관리
- 네트워크 라우팅 및 엔드포인트 / Azure Load Balancer
- Azure Application Gateway / Traffic Manager

Module7
Azure 스토리지
- 스토리지 계정 / Blob Storage / 스토리지 보안
- Azure Files 및 파일 동기화 / 스토리지 관리

Module3

ID
- Azure Active Directory
- 사용자 및 그룹

거버넌스 및 규정 준수
- 구독 및 계정
- Azure Policy

Azure 관리
- Azure Resource Manager
- Azure Portal / Cloud Shell

2일차

3일차

Azure 관리자 과정 (AZ-104)

교육 대상

Microsoft Azure 구독 관리, ID 보호, 인프라 관리, 가상 네트워킹 구성,

Azure 및 온-프레미스 사이트 연결, 네트워크 트래픽 관리, 스토리지

솔루션 구현, 가상 머신 생성 및 크기 조정, 웹 앱 및 컨테이너 구현, 데이터

백업 및 공유, 솔루션 모니터링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과정입니다.

Azure의 통합 및 보안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는 IT 담당자

Azure의 IaaS 서비스의 이론과 실습 경험이 필요한 IT 담당자

Azure 기반의 인프라 구축을 수행할 IT 담당자

취득 자격증

AZ-104: Microsoft Azure 관리자

Azure Az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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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ure 솔루션 개발 과정 (AZ-203)

교육 대상

IT 개발자가 Azure를 통해 클라우드 Application 및 서비스 등의 설계와

구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Azure를 통한 솔루션 디자인에서 개발

및 배포, 테스트 및 유지 관리 방법 뿐만 아니라 Azure 기술을 활용하여

앱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Azure를 통해 클라우드 Application 및 서비스 등을 설계, 구축 하고자

하는 IT 담당자

Azure를 통해 솔루션 디자인에서 개발 및 배포, 테스트 및 유지 관리를

하고자 하는 IT 담당자

Azure의 스토리지, 보안, 컴퓨팅 및 Azure의 기술을 활용하여 앱 서비스
개발을 하고자 하는 IT 담당자

취득 자격증

AZ-203: Microsoft Azure 용 솔루션 개발

Azure Azure

Day Module

Azure 솔루션 개발 과정 (AZ-203)

Module1

Azure PaaS 연산 솔루션 개발
- 가상 컴퓨터를 사용하는 솔루션 구현

- Azure Batch 서비스를 사용하여 배치 작업 구현

- 컨테이너화 된 솔루션 생성

1일차

Module2

Azure PaaS 연산 솔루션 개발
- Azure 앱 서비스 웹 앱 생성

- Azure 앱 서비스 모바일 앱 생성

- Azure 앱 서비스 API 앱 생성

- Azure Functions 구현

Module3

Azure 저장소 개발
- 저장소 테이블을 사용하는 솔루션 개발

- Cosmos DB 저장소/관계형 데이터베이스
   /Blob 저장소를 사용하는 솔루션 개발

2일차

3일차

Module6

Azure 서비스 및 타사 서비스에 연결하여 사용하기
- Azure 앱 서비스 논리 앱 개발

- 솔루션 내에서 Azure Search 통합

- API 게이트웨이 설정

- 이벤트/메시지 기반 솔루션 개발

5일차

Module4

Azure 보안 구현
- 인증 구현

- 액세스 제어 구현

- 안전한 데이터 솔루션 구현

Module5
Azure 솔루션 모니터링, 문제 해결 및 최적화
- 앱 및 서비스 확장성을 지원하는 코드개발

- 솔루션 내에서 캐싱 통합 및 컨텐트 전달

4일차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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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ure 아키텍쳐 테크놀로지 과정 (AZ-300)

교육 대상

Azure 관리 경력 보유자

Azure 개발 경력 보유자

AZ-300을 공부하기 위한 가이드와 혼자서 공부하기 어려운 부분을

기준으로 좀 더 많은 토론을 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AZ-300을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인프라 배포, 보안 구현, 앱 배포,

인증 및 보안 데이터 구현, 클라우드 용으로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해 보며 실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취득 자격증

AZ-300: Azure 아키텍처 테크놀로지 

Day Module Curriculum

Azure 아키텍쳐 테크놀로지 과정 (AZ-300)

Module1

Module2

인프라 구성 및 배포
- Azure 구독과 리소스 관리

- 저장소 구현 및 관리

- 가상컴퓨터 배포 및 관리

- 가상네트워크 구성 및 관리

- 계정 관리

워크로드 분석 및 구현
- 서버 마이그레이션 평가 및 수행

-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 구현 및 관리

- 고급 가상 네트워크 구현

- Azure 워크로드 요구사항 결정

Module3

하이브리드와 인증 및 보안
- 컴퓨팅과 저장소 솔루션 선택

- 하이브리드 네트워킹

- 처리량과 데이터 액세스 구조 측정

- 인증 구현

- 보안 데이터 구현

Module4

응용 프로그램 관리
- PaaS를 이용하여 웹 응용 프로그램 만들기

- 서비스 패브릭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 생성

- Azure Kubernetes Service 사용하기

1일차

2일차

Azure Az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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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ure 아키텍쳐 디자인 과정 (AZ-301)

교육 대상

Azure 관리 경력 보유자

Azure 개발 경력 보유자

AZ-300과 AZ-301을 을 공부하기 위한 가이드와 혼자서 공부하기

어려운 부분을 기준으로 좀 더 많은 토론을 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AZ-301을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인프라 배포, 보안 구현, 앱 배포,

인증 및 보안 데이터 구현, 클라우드 용으로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

토론해 보며 실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취득 자격증

AZ-300: Azure 아키텍처 테크놀로지 

AZ-301: Azure 아키텍처 디자인

CurriculumDay Module

Azure 아키텍쳐 디자인 과정 (AZ-301)

Module1

Module2

Azure 응용프로그램 개발
- 장기적으로 실행되는 태스크와 분산 트랜잭션 개발

- 메시지 기반 통합 아키텍처 구성

- 비동기 처리를 위한 개발

- Auto Scaling을 위한 개발

- Azure Cognitive 솔루션 개발

워크로드 요구사항 결정
- Azure 저장소를 사용한 Azure 백업

- Azure 데이터베이스 옵션 비교

- Azure 솔루션 모니터링과 자동화

Module3
ID 및 보안 설계
- Azure 솔루션 보안 및 계정 관리

- Azure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SaaS 통합 서비스

Module4

배포, 연속성 설계
- ARM 리소스 배포

- Azure에서 관리되는 서버 응용프로그램 생성

- Serverless 응용프로그램 생성

Module5

인프라 전략 설계
- 응용프로그램 아키텍처 패턴

- Azure 기반 IaaS 기반 서버 애플리케이션 구축

- 네트워킹 Azure 응용 프로그램 구성 요소

- 메시징 서비스 사용한 Azure 솔루션 구성 요소 통합

1일차

2일차

Azure Az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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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ure DevOps 솔루션 과정 (AZ-400)

교육 대상

IT 조직의 비즈니스 가치를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담당자, 프로세스, 도구를 다루는 DevOps 전문가를 위한 과정입니다.

지속적인 통합, 지속적인 테스트, 지속적인 전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가능하게 하는 Application Code 와 Infrastructure를 위한

전략을 설계하고 구현합니다.

Azure 기반의 인프라 구축을 수행할 IT 담당자

Azure DevOps 기반의 IT 조직 인프라를 구성하고 자동화 요구가 있는

통합팀 또는 아키텍쳐 팀

클라우드 기반의 DevOps 엔지니어에 관심이 있는 IT 담당자

취득 자격증

AZ-400: Microsoft Azure DevOps 솔루션

Azure Azure DevOps 

Day Module

Azure DevOps 솔루션 과정 (AZ-400)

Module1

DevOps 개발 프로세스 구현
- 소스제어 시작

- 엔터프라이즈 DevOps를 위한 Git 확장

- 빌드 인프라 구현 및 관리

Module2

지속적인 통합 구현
- Azure DevOps 파이프라인에서의 지속적인
   통합 구현

- 코드 품질 및 보안 정책 관리

- 컨테이너 구축 전략 구현

1일차

Module3

지속적인 배포 구현
- 출시 전략 설계

- 릴리즈 관리 워크플로 설정

- 적합한 배포 패턴 구현

Module4
종속성 관리 구현
- 종속성 관리 전략 설계

- 보안 및 규정 준수 관리

Module5

Module6

응용 프로그램 인프라 구현
- 인프라 및 구성 Azure 도구

- Azure 자동화

- Azure Compute 서비스

- Azure와 타사 및 오픈소스 도구 통합

지속적인 피드백 구현
- 시스템 피드백 메커니즘 권장 및 설계

- 시스템 피드백 라우팅을 위한 프로세스

- 빌드 인프라 구현 및 관리

Module7

DevOps 전략 설계
- DevOps 계획

- 품질 및 보안 계획

- 아티팩트, 도구 마이그레이션 및 통합

3일차

2일차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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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ure IoT

Day Module Curriculum

Azure IoT 솔루션 개발 과정

1일차

Module1 Azure IoT Platform 개요

Azure IoT Devices & PlatformsModule2

Module3 Real-Time Ingest & Storage

Gateways란 무엇인가

2일차

Module4

Module5 Real-time Processing

Module6 Command and Control

Module7
Intelligence
& Machine Learning

Module8
Device Management
& Security

3일차

Azure IoT 솔루션 개발 과정

Microsoft Azure환경에서 IoT 솔루션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방법을

다루는 과정입니다.

Device to Cloud, Cloud to Device간의 메세지 흐름과 실시간 원격

측정을 기반한 분석 솔루션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룹니다.

Microsoft Azure를 사용하여 업무 시나리오에 맞는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고, 하드웨어에서 수집된 실시간 정보를 서버로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교육 대상

.NET과 Azure를 활용하여 IoT 프로젝트를 수행을 앞두고 있는 개발자

Azure환경하에서 IoT 솔루션을 구현하려고 하는 개발자

Az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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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ure

취득 자격증

교육 대상

70-767: Implementing a Data

                Warehouse Using SQL

Microsoft Azure DW 전문가 과정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원리와 간단한 SQL 쿼리, 정규화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담당자

Microsoft Azure DW의 개요 및 인프라스트럭쳐 계획에서 부터 디자인,

Implementing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접 ETL 생성해 보고 SSIS 생성ㆍ디버깅ㆍTroubleshootingㆍ확장과

Data Extraction 및 DQS, MDS를 이해 및 실습하고 Azure Data

Warehouse를 활용하는 방안을 실습해 볼 수 있는 과정입니다.

Big Data

CurriculumDay Module

Microsoft Azure DW 전문가 과정

Module3

Module1

Module21일차

Module4

Module5

Module6

2일차

Module7

Module8

Module9

3일차

Module10

Module11

Module12

4일차

Azure Data Warehouse Overview
- Data Warehousing 개요

Columnstore Indexes
- Columnstore Indexes 소개 / 생성 / 활용

SSIS (SQL Server Integration Services) 소개
- Control Flow 소개
- Dynamic 패키지 생성

DQS (Data Quality Services)
- 데이터 퀄리티 소개
- 데이터 클린ㆍ매치를 위한 퀄리티 서비스

SSIS (SQL Server Integration Services) 확장
- SSIS 스크립트 활용

MDS (Master Data Services)
- 마스터 데이터 서비스 소개
- 마스터 데이터 서비스 모델 Implementing

Azure Data Warehouse 활용 방안
-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소개
- Data 분석 ㆍ레포팅 소개
- Azure SQL Data Warehouse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Module13

Module14

5일차

SSIS (SQL Server Integration Services)
Package Deploying and Configuring
- SSIS Deployment 미리보기
- SSIS 프로젝트 Deploying

Data Extraction 개요
- ETL 증가 소개
- 정제된 데이터 추출 / 로딩

SSIS (SQL Server Integration Services) 소개
- SSIS 패키지 디버깅
- SSIS 패키지 이벤트 로깅
- SSIS 패키지 에러 핸들링

Azure Data Warehouse 인프라스트럭쳐 계획
- Data Warehouse 인프라스트럭쳐를 위한 고려사항
- Data Warehouse 하드웨어 계획 수립

Azure Data Warehouse Implementing
- Azure Data Warehouse 장점 / Implementing / 개발 / 마이그레이팅
- Azure Data factory에 데이터 복사

ETL 생성
- ETL, SSIS 소개
- Source Data 탐구
- Data Flow Implementing

Azure Data Warehouse 디자인 및 Implementing
- Data Warehouse 디자인 개요
- 다멘션 테이블ㆍ팩트 테이블 디자인
- Data Warehouse를 위한 Physical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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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자격증

70-774: Perform Cloud Data Science 

                with Azure Machine Learning 

Azure Machine Learning 으로 시작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

교육 대상

Azure 머신 러닝 데이터 과학 과정은 최고 수준의 알고리즘과 마우스

조작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데이터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Azure

Machine Learning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최고 수준의 알고리즘과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데이터 솔루션을

빠르게 빌드, 배포하고 싶은 데이터 과학자 혹은 분석가

Azure Machine Learning을 기반으로 솔루션을 개발하고 싶은

IT전문가, 개발자, 정보 분야 종사자

Big Data

CurriculumDay Module

Azure Machine Learning 으로 시작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

Module3 데이터셋 관리

Module1 머신러닝 소개

Module2 Azure  머신러닝 살펴보기1일차

Module4
Azure 머신러닝을 사용하기 전
데이터 준비

Module5
Feature Engineering 과 
Selection 사용하기

Module6 Azure 머신러닝 모델 만들기

2일차

Module7
Azure 머신러닝 모델로 분류 및 
클러스터링 사용하기

Module8 R과 Python으로 머신러닝 사용하기

Module9 머신러닝 모델 초기화 및 최적화

3일차

Module10 Azure 머신러닝 모델 사용하기

Module11 Cognitive 서비스 사용하기

Module12 HD Insight와 머신러닝 사용하기

Module13 머신러닝과 R 서비스 사용하기

4일차

Az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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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썬 기본 및 활용 과정

파이썬(Python)은?

파이썬 언어를 처음 배우는 입문자가 파이썬 기초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구조의 웹페이지의 내용을 수집하고 수집한 내용을 분석하고,

시각화 하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는 교육 과정입니다.

프로그래밍을 비전공자들에게 알려주는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문화 속에서 함께 주목받는 언어가 바로

‘파이썬(Python)’   입니다. 

간결한 문법으로 입문자가 이해하기 쉽고,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 외에도 파이썬은 머신러닝, 그래픽, 웹 개발 등 여러

업계에서 선호하는 언어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파이썬 입문자도 파이썬 언어의 기초 문법부터 웹페이지 구조까지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예제들이 다양한 구조의 실제 웹 사이트를

크롤링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크롤러를 직접 제작하는 방법까지

마스터 할 수 있습니다.

CurriculumDay Module

파이썬 기본 및 활용 과정

Module3 조건문 & 반복문

Module4 함수

Module5 파일 입출력

Module6 클래스

Module8 크롤러를 만들기 위한 웹 기초

Module7 모듈 (Pandas로 엑셀 쓰기)

Module1 강의 소개와 파이썬 설치

Module2 파이썬 기초재료

1일차

Module11 신문사 웹사이트 수집하기

Module12 수집한 자료 분석 및 엑셀로 저장

Module13 분석결과 그래프 그리기

Module14 수집한 자료 명사만 추출 +
워드클라우드 그리기

Module9 정적 웹 페이지 수집하기

Module10 동적 웹 페이지 수집하기

2일차

Big Data pyt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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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자격증

70-773: Analyzing Big Data with Microsoft R

교육 대상

R에 익숙하고 하둡, SQL Server 등을 다룰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솔루션에 R 분석을 통합시키고 싶은 개발자

Microsoft R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과정

R은 빅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오픈 소스이자, 오픈 소스에서 만들어진

강력한 데이터 분석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Microsoft R 서버를 통해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쉽고

강력하게 R의 빅데이터 분석 기능과 연결하고 SQL 서버, 하둡, 스파크와

같은 빅데이터  환경에 배포하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Microsoft RBig Data

Curriculum

Microsoft R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과정

Day Module

Module1 Microsoft R Server와 R Client

Module2 빅데이터 탐색

1일차

Module3 빅데이터 시각화

Module4 빅데이터 처리

2일차

Module5 병렬 분석 연산

Module6 회귀 모델의 생성 및 평가

3일차

Module7 분할 모델의 생성 및 평가

Module8 Hadoop SQL Server와 Hadoop SQL 
서버를 통한 빅데이터 처리

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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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Office 365 사용자 과정

Microsoft Office 365 는?

Microsoft Office 365 사용자를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의 소개 및 업무

적용 방법 교육을 통해 업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 과정입니다.

교육을 통해 Office 365의 Outlook Online, Teams, SharePoint

Online, OneDrive와 OneNote Online, To-Do, PowerApps와

Power Automate 사용 방법에 대해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꼭 필요한 오피스 프로그램, 메일, 일정, 문서관리, 협업, 온라인

회의 서비스 그리고 전자결재까지 원 스톱으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Office 365를 통해 정품 Office부터 메일, 일정, 전자결재 등을 통합

환경에서 저렴하게 사용하여 업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Day Module Curriculum

Microsoft Office 365 사용자 과정

1일차

Module1 Office 365 소개

Module2

Module3

Outlook Web App &
Outlook 2016

Teams

2일차

Module4
OneDrivce, OneNote Online
To-Do

Module5

Module6

Module7

SharePoint Online

PowerApps & Power Automate

Office 365 새로운 기능
업데이트

Office 365Office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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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Office 365 관리자 과정

Microsoft Office 365 는?

Microsoft Office 365 관리자를 위하여 각 서비스의 설정 및 관리 방법

교육을 통해 Office 365의 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 과정입니다.

교육을 통해 Office 365의 Exchange Online, Groups, Planner,

Teams, OneDrive, SharePoint Online, Skype for Business,

Office 365 보안 관리 방법에 대해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 꼭 필요한 오피스 프로그램, 메일, 일정, 문서관리, 협업, 온라인

회의 서비스 그리고 전자결재까지 원 스톱으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Office 365를 통해 정품 Office부터 메일, 일정, 전자결재 등을 통합

환경에서 저렴하게 사용하여 업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Day Module Curriculum

Microsoft Office 365 관리자 과정

1일차

Module1 Office 365 관리 개요

Module2 Exchange Online 관리

Module3 Office 365 Groups 관리

2일차

Module4 Planner 관리

Module5 Teams 관리

Module6 OneDrive 관리

Module7 SharePoint Online 관리

Module8 Skype for Business 관리

Module9 Office 365 보안

Office 365Office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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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Excel

Day Module Curriculum

Microsoft Office (365) Excel 교육

1일차

2일차

Module1 데이터 입력 및 가공

Module2 유용한 분석 도구

Module3 필수 함수

엑셀 기능을 활용한 실습 작업

업무 시간을 단축하는 외부 데이터 가공 및 편집

수식과 함수를 활용한 데이터 집계 및 분석

데이터 요약과 집계에 유용한 분석 도구 활용

요약 데이터 차트를 활용한 시각보고서 작성

빅데이터 관리를 위한 기초, 엑셀과 액세스 작업

반복작업을 일괄 처리하는 매크로 작업

차트 작업 및 활용

데이터 관리 및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로 데이터 요약 분석

Module4

Module5

Module6

Module7

Module8

Module9

Module10

Module11

Module12

Module13

Microsoft Office (365) Excel 과정

Microsoft Office (365) Excel 은?

Microsoft Office Excel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하여 솔루션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전문 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해 Excel을 활용하여 기업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대량의 데이터를

가공 및 편집, 분석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문서 가공 및 편집,

분석 툴로써, 대부분의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업 사용자용

솔루션 입니다.

Excel을 통해 데이터를 보는 이의 시각에 맞춰 효율적으로 문서를 작성

할 수 있으며 업무 시간을 단축하고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습니다.

취득 자격증

마이크로소프트 공인 자격증 (MOS)

필수 취득 선택 취득 (택1)

·Excel 2013 Expert Part 1

·Excel 2013 Expert Part 2

·Word 2013 Core

·PowerPoint 2013 Core

·Access 2013 Core

·Outlook 2013 Core

·OneNote 2013 Core

Office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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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PowerPoint

마이크로소프트 공인 자격증 (MOS)

필수 취득 선택 취득 (택1)

·Excel 2013 Expert Part 1

·Excel 2013 Expert Part 2

·Word 2013 Core

·PowerPoint 2013 Core

·Access 2013 Core

·Outlook 2013 Core

·OneNote 2013 Core

Microsoft Office (365) PowerPoint 과정

Microsoft Office (365) PowerPoint 는?

Microsoft Office PowerPoint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하여 솔루션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전문 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해 PowerPoint를 활용하여 기업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데이터 시각화 및 보고서 작성 기능에 대해 마스터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다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하기 위한 툴로써, 대부분의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업 사용자용 솔루션입니다.

PowerPoint를 통해 효과적인 보고서 및 프레젠테이션 문서

작성을 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협업이 가능합니다.

취득 자격증

Module6 다양한 이미지 효과로 시각화 연출

Module7

Module8

Module9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개체 활용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멀티미디어 파일 활용

프레지

Day Module Curriculum

Microsoft Office (365) PowerPoint 과정

1일차

2일차

Module1 슬라이드 마스터를 활용한 파워포인트 디자인

Module2 스토리텔링을 위한 파워포인트 디자인

Module3 표와 차트 중심의 보고서 디자인

Swiff chart로 플래시 차트 활용

애니메이션 법칙

Module4

Module5

Office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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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Apps

Day Module Curriculum

Microsoft PowerApps 및 Power Automate 기본 과정

1일차

2일차

Module1 PowerApps 개요

Module2 PowerApps UI/UX 개발

Module3 Common Data Service (CDS)의 이해

Power Automate 개요

근태 신청 및 승인/반려 구현

데이터

Power Apps로 만드는 휴공가 앱

챗봇으로 만드는 휴공가 신청 및 승인

UI Flow

Power Apps로 데이터 다루기

Power Apps로 양식 다루기

Power Apps로 Censor 다루기

Module4

Module5

Module6

AI BuilderModule7

Power Platform 통합Module8

Module9

Module10

Module11

Module12

Module13

Module14

Office 365

Microsoft PowerApps 및 Power Automate 기본 과정

Microsoft PowerApps 및 Power Automate 는?

Power Platform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앱 개발을 같이 해 보고,

다양한 비즈니스 시나리오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과정입니다.

비개발자가 Power Platform에서 제공하는 AI와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여 반복되는 업무를 자동화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PowerApps는 모든 사용자에게 이전에는 전문 개발자만 사용할 수

있었던 고급 기능을 통해 필요한 App을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Power Automate는 자동화된 워크플로를 손쉽게 만들어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와 함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합니다.

취득 자격증

PL-900: Microsoft Power Platform Fundamentals

Power Auto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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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븐 다이나믹러닝 대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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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  강남 YMCA 지나 우회전

강남역  르네상스호텔 사거리 좌회전

잠실역  르네상스호텔 사거리 우회전

지하철 분당선 선정릉역 1번 출구

지하철 7호선 학동역 1번 출구

지하철 9호선 언주역 4번 출구

지하철 이용시

논현아이파크 앞(23-142) 141, 242, 6411

국민은행 논현동 지점(23-143) 3412, 3422

시내버스 이용시

자가용 이용시
선릉공원

9호선
언주역

7호선
학동역

2호선
선릉역

2호선
역삼역

분당선
선정릉역

1 2

4

4

5 3

경복아파트

스포월드

파크랜드

YMCA

르네상스호텔 상록회관

우리은행

라움

경복아파트사거리

리츠칼튼서울

봉은사신논현역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09 팍스타워 
A동 B2 층 다이나믹러닝 센터(경복 아파트 사거리)
TEL . 02-2139-9610     FAX. 02-2139-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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