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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규모의 팀을 위한 신속한 기술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술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머징(emerging) 기술 솔루션을 구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신 기술이 필요하며, 사내의 혁신 사이클 가속화를 위해서 주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 업데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없다면 조직은 3년 내에 약 60%의 역량 손실을 겪게 됩니다.1 

Red Hat® Learning Subscription Enterprise는 사용자 다수에게 Red Hat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큰 규모의 조직에 적합하며, 많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종합 교육 

솔루션입니다. Red Hat Learning Subscription Enterprise를 사용하면 다음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모든 Red Hat 교육 과정과 핸즈온 랩에 액세스 

 • 전 세계 어디에서나 1년 365일 온디맨드 액세스

 • 팀원들의 전문성 또는 경험치의 차이와 상관없이 팀 역량 강화

 • 대화형의 직관적인 학습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 및 관리자가 교육 및 자격증 목표에 대한 성취도를 

손쉽게 트래킹

RED HAT 교육으로 실제적인 성과 달성

최근 IDC 연구에 따르면 Red Hat 교육에 참여한 기업들은 아래와 같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1

 • 3년간 ROI(투자수익률) 389% 실현

 • 인프라 관리의 효율성 20% 증가

 • 새로운 기능 개발 속도 12% 향상

 • 예기치 못한 다운타임 71% 감소

 • 헬프 데스크 응답 효율성 36% 증가 및 문제 해결 속도 50% 향상

 • 수강생 1인당 US$53,422 에 이르는 연간 비즈니스 효과

규모가 큰 팀에 적합한 RED HAT 교육 솔루션

Red Hat Learning Subscription Enterprise로 구현 및 관리가 간편해지며, 교육비로 투자한 비용은 

최대의 성과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사용자는 빠르고 간단한 온보딩 프로세스로 신속히 교육을 시작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종합적인 보고 

기능을 통해 간소화된 운영 제어 및 트래킹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번들 옵션을 통해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Red Hat Learning Subscription Enterprise는 개별 서브스크립션에 

비해 약 70% 낮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수강생 한 명의 개별 서브스크립션 가격보다 낮은 

비용으로 3명의 직원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2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사무실에서 이동하거나 교통편을 이용할 필요가 없이 다수의 사용자가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추가 비용이 절감됩니다. 

Red Hat Learning Subscription Enterprise는 100개의 개별 Standard 또는 Basic 서브스크립션으로 

구성된 번들로 구매할 수 있으므로, 단 한 번의 연간 서브스크립션으로 교육 예산을 책정하고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D HAT LEARNING 
SUBSCRIPTION 
ENTERPRISE 에 포함된 
서브스크립션

 • 100개의 Standard 또는 Basic 

서브스크립션

각 서브스크립션은 아래 
과정들에 대한 엑세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50개 이상의 Red Hat 교육 

온라인 과정(신규 및 업데이트된 

과정 포함)

 • 클라우드로 제공되는 

400시간의 핸즈온 랩

 • 100시간 이상의 동영상 강의실 

과정 콘텐츠

 • 1,000개의 녹음 강의 동영상

 • 최대 9개 언어로 제공되는 과정 

콘텐츠

Red Hat Learning 

Subscription Enterprise는 

개별 서브스크립션에 비해 70% 

낮은 비용으로 100명의 직원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2

데이터시트

RED HAT LEARNING SUBSCRIPTION ENTERPRISE
기업의 기술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교육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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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HAT 소개

Red Hat은 세계적인 오픈소스 솔루션 공급업체로서 커뮤니티 기반의 접근 방식을 통해 신뢰도 높은 고성능 
클라우드, Linux, 미들웨어, 스토리지, 가상화 기술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 세계 고객에게 높은 수준의 지원과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권위있는 어워드를 다수 수상한 바 있습니다. Red Hat은 기업, 파트너, 오픈소스 
커뮤니티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하며 고객들이 IT의 미래를 준비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리소스를 공개하여 혁신적인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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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예기치 않은 
다운타임으로 인해 

고객과의 신뢰를 잃고 
우리 회사와 고객 모두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Red Hat 교육 
과정을 도입한 후에 

제공된 현재 솔루션을 
사용한 후, 지금까지 

2년 넘게 예기치 않은 
다운타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IDC 설문 참여자1

 
“Red Hat 교육을 통해 

플랫폼 구축 기간이 
두 달에서 30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IDC 설문 참여자1

지금 시작하기

Red Hat Learning Subscription Enterprise는 유연하고 경제적이며 관리하기 쉬운 단일 솔루션으로 

귀사의 IT 팀에 필수적인 기술을 제공합니다. 

www.redhat.com/ko/services/training/learning-subscription에서 Red Hat 교육 서브스크립션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전체 교육 과정 목록을 살펴 보세요. 

귀사의 기술 트랜스포메이션 여정에 Red Hat 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림 1. Basic 및 Standard 서브스크립션 패키지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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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DC, “Red Hat 교육의 비즈니스 가치,” 2017년 9월. redhat.com/ko/resources/rh/tr/idc 

 2 Red Hat 교육 서브스크립션 가격에 대한 내용은 redhat.com/ko/services/training/learning-subscription?level=basic#s
ubscribe 참조. Red Hat Learning SubscriptionEnterprise 가격 정보는 Red Hat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데이터시트 Red Hat Learning Subscription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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