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졸업생의 24%는 교육 비용에 비해 그 성취도가 낮다고 평가합니다. 2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
✓
✓

“ 

Lee Toderick

이스트 캐롤라이나 대학교

미국

과제:

솔루션:

• Red Hat의 지원팀과 현장 인력의 의견을 수용하여 커리큘럼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을 제공합니다.

과제:

솔루션:

• 학생들이 기업에서 선호하는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 Fortune 선정 500대 기업의 90% 이상(항공사, 통신사, 의료 

서비스 회사3 및 시중 은행4의 100%)이 Red Hat3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기술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와 솔루션

Red Hat 커리큘럼을 무료로 제공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성취

최신 기술 업데이트를 필요로 하는 
교육 기관에 해결책 제공

세계적인 오픈소스 리더이며 우수한 
엔터프라이즈 Linux 플랫폼 제공

Forbes 선정 
2016년 '세계 최고 혁신 기업'

다양한 부문에서 2016 
Gartner Magic Quadrant 
'비저너리(Visionary)'로 선정1

RED HAT RED HAT ACADEMY

RED HAT ACADEMY
우수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LINUX® 리더와 파트너가 되십시오.

엔터프라이즈 레디 커리큘럼의 생성이 필요합니다. 

우수한 Linux 커리큘럼을 찾아서 

효율적인 교육 과정을 구축하기를 

원하던 중, Red Hat Academy의 

멤버가 되어 괄목할 만한 도약과 

“ 

Krzysztof Brzosko

비알리스토츠크 기술 대학

폴란드

 

IT 시장에서 Linux의 중요성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Red Hat 

Academy 프로그램은 졸업생의 

취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졸업생들은 개인의 소프트 스킬보다 기술적인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5

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신 기술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십시오.

다양한 인쇄물과 디지털 

및 온라인 자료

무료 강사의 강의 및 지원 수강생에게 자격증 시험 

할인 제공

RED HAT과 파트너가 되십시오

2. Prioritize, Focus, Evolve: 2014년 고등 교육 기관 리더들이 직면한 
5가지 주요 문제

http://www.eduventures.com/2014/04/prioritize-focus-evolve-five-
critical-issues-facing-higher-education-leaders-2014/

3. Red Hat 고객 데이터 및 Fortune 선정 전 세계 500대 기업 목록, 
2014년.

4. Red Hat 고객 데이터 및 Fortune 선정 500대 기업 목록, 2014.

5. Mind the gaps: The 2015 Deloitte Millennial 설문조사

http://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global/Documents/About-
Deloitte/gx-wef-2015- millennial-survey-executivesummary.pdf

1. Red Hat은 Gartner의 2016년 8월 x86 서버 가상화 인프라 부문에서 Red 
Hat Enterprise Virtualization으로 '비저너리'에 선정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Magic Quadrant에서는 분산형 파일 시스템과 오브젝트 스토리지 
부문에서 Red Hat Ceph Storage 및 Red Hat Gluster Storage가 
선정되었습니다.

Red Hat Academy가 교육 기관과 수강생에게 제공하는 이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온라인 파트너십 신청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redhat.com/academy

다양한 옵션을 갖춘

강력한 실습 환경 제공

과제:

솔루션:

• 우수한 교육 방식으로 최대한의 지식을 제공하고 기술을 

전달합니다.

• 수강생이 직접 태스크 중심의 활동에 참여하며, 이해도를 

점검하고 토론을 진행합니다.

• 수강생은 할인된 가격으로 Red Hat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과제:

솔루션:

• 수강생들은 오픈소스의 개념과 기술에 대해 튼튼한 기본 토대를 

다집니다.

• 시스템 장애 방지를 포함하여 실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LINUX 리더와 파트너가 되십시오

익히도록 합니다.

“ 

Peter Drake

빅토리아 폴리테크닉

오스트레일리아

Linux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때, Red Hat Academy 프로그램은 

고품질의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여 

수강생이 실무에 필요한 기술을 

“ 

Robert Guess

타이드워터 커뮤니티 칼리지

미국

Red Hat Academy는 가장 

까다롭고 철저한 Linux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60%의 졸업생들은 직무 요건을 만족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