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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Hat Learning Subscription Premium
대화형 학습 및 온디맨드 교육 옵션을 사용하여 팀 역량 강화

Red Hat Learning 
Subscription Premium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Red Hat 교육과 자격증을 통해 새
로운 플랫폼과 기술을 더욱 빠르게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 Rodrigo Perez
YPF S.A. 클라우드 도메인 및 
마이크로서비스 솔루션 아키텍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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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Red Hat 온라인 교육 및 
동영상 강의
전문 강사가 가르치는 
실시간 원격 강의
개발 중인 과정에 대한 
조기 액세스
클라우드 기반 실습 400시간
오프라인 사용을 위해 다운로드 
가능한 e-book 10권
과정 선택 안내를 위한 
Skills Path

자격증 시험 5개
(재응시 기회 2회) 

Expert extras 동영상: 실제 사용 
사례 및 시나리오를 설명하는 
짧은 동영상 

전문가 채팅: 실시간 온라인 
강사 코칭
사용자 대시보드 및 리포팅, 
팀 수준의 보고서 

최대 10개 언어로 제공되는 
과정 콘텐츠

•

facebook.com/redhatinc
@RedHat

linkedin.com/company/red-hat

유연한 학습 플랫폼으로 기술 따라잡기
기술 발전 속도가 점점 가속화됨에 따라 시기 적절하고 집중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을 팀에 제공해야 합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컨테이너 네이티브 개발 등과 같은 기술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팀은 동기식 및 
비동기식 교육을 유연하게 제공하고 사용자의 학습 선호도와 일정에 적합한 최신 기술 콘텐츠를 필요로 합니다.

Red Hat® Learning Subscription Premium은 자기 주도 및 라이브 교육 옵션을 통한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녹화된 동영상 수업, e-book, 온라인 콘텐츠, 실시간 원격 강의를 통해 자신의 학습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브스크립션을 통해 전체 Red Hat 제품 포트폴리오의 콘텐츠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Red Hat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강사가 진행하는 실시간 수업은 흥미롭고 몰입도 높은 학습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대화형 세션은 Red Hat Learning Subscription과 함께 제공되는 온디맨드 자기 주도 학습 자료를 보완하므로, 
초보자부터 숙련된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위한 매우 효과적이고 유연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Red Hat Learning Subscription 과정의 41%가 작년에 추가되거나 업데이트되었습니다.
(Red Hat 내부 데이터)

이 서브스크립션은 학습 경험을 보완하는 다양한 추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기반 핸즈온 랩은 실제 
Red Hat환경에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pert extras 동영상은 Red Hat 실무자가 실제 시나리오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시연하는 짧은 온디맨드 동영상입니다. 과정 선택을 안내하기 위해 Skills Path와 사전평가가 
제공됩니다. 또한 Red Hat Learning Subscription Premium에는 자격증 시험도 포함됩니다. Red Hat의 시험은 
업계에서 인정하는 실무 기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응시자가 까다로운 기술 프로젝트를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지니고 있는지 검증합니다. 리포팅 기능은 교육 및 자격증 목표에 대한 진행상황을 추적합니다.

Red Hat Learning Subscription Premium을 사용하면 초보자부터 숙련된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적합한 
동적 학습 플랫폼을 통해 오픈소스 투자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RedHatInc/
https://www.twitter.com/RedHat
https://www.linkedin.com/company/red-hat
https://www.facebook.com/RedHatKorea
https://www.twitter.com/RedHat
https://www.linkedin.com/company/red-hat


“우리는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고 최신 기술을 파악하길 
원합니다. Red Hat 교육은 기존 
고객과 잠재 고객에게 저희의 
기술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IDC의 The Business Value of 
Red Hat Certification 설문참가자1

“Red Hat 교육은 저희의 전반적인 
지식 수준을 높이고 기술 발전에 
대한 최신 정보를 획득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또한 다른 팀원들과 
협업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개발 활동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의 리소스 역할도 하죠.”

- IDC의 The Business Value of 
Red Hat Training 설문 참가자1

“직원이 Red Hat 자격증 과정을 
완료하도록 하는 데에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 . 저희는 다른 
컨설턴트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있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 . 이런 이유로 
모든 직원이 자격증을 획득하도록 
요구하죠. 자격증을 획득한 직원은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갖췄다는 것을 인정받습니다.”

- IDC의 The Business Value of 
Red Hat Certification 설문참가자2

1년 서브스크립션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강사 주도의 실시간 원격 강의: 유연성과 편의성을 더한 대화형 수업의 장점을 누려보세요.

Red Hat 공인 강사와의 소통: 원격 강의는 강의실 교육을 진행하는 숙련된 주제 전문가가 진행합니다.

유연한 일정 옵션: 다양한 수업 주제와 시간 옵션을 통해 학습과 선호도를 일정에 맞춰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집중 교육 세션: 참가자는 보다 구체적인 주제 영역으로 학습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학습 방식 선택: 자기 주도 학습 자료와 전문가 강의 수업을 결합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시간 및 장소 제약이 없는 학습: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 장소, 방식으로 학습하세요.

•
•
•

최고의 효과를 제공하는 Red Hat 교육 및 자격증
IDC 연구 'The Business Value of Red Hat Training'에 따르면 Red Hat 교육을 도입할 경우 직원 1인당 
연간 평균 수익이 43,800달러(조직당으로 환산하면 571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또한 DevOps 팀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새로운 IT 리소스를 더 빠르게 배포하고, IT 인프라 팀의 효율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ed Hat 교육의 정량적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1.

• 3년 ROI 365%

• Red Hat OpenShift®를 사용할 수 있는 직원 수 10배 증가
• DevOps 팀의 생산성 44% 향상
• IT 인프라 팀의 효율성 34% 증가
• 새로운 IT 리소스를 배포하는 시간 59% 단축

또 다른 IDC 연구 'The Business Value of Red Hat Certification'에 따르면 자격증을 획득한 직원은 컨테이너, 
Kubernetes 및 기타 기술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보다 민첩하고 효과적인 개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격증을 획득한 직원은 더욱 복잡하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뛰어난 성과를 
달성하며, 더 높은 수준의 기술 및 전문 지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Red Hat 자격증의 일부 정량적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2.

• 3년 ROI 409%

• 직원당 가상 머신 개수 47% 증가
• 개발 팀의 생산성 24% 증가
• IT 인프라를 배포하는 시간 23~51% 단축

IDC Business Value White Paper, Red Hat 후원, The Business Value of Red Hat Training, IDC 문서 번호
US46999720, 2020년 12월. https://www.redhat.com/en/resources/IDC-business-value-training

IDC Business Value White Paper, Red Hat 후원, The Business Value of Red Hat Certification, IDC 문서 번호
US47574721, 2021년 4월. https://www.redhat.com/en/resources/idc-business-value-certification-analyst-material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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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혁신은 기술적 변화와 
문화적 변화 측면에서 
도전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컨테이너, 마이크로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고 Red Hat은 
이러한 도전 과제를 극복하는 데 
적합한 도구를 제공했습니다. 
Red Hat은 저희가 새로운 아키텍처의 
기술 설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이러한 
인간적 파트너십은 저희가 높은 
성과를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María Alejandra Trozzi, Empresa 
Distribuidora y Comercializadora 
Norte S.A.솔루션 아키텍처 부책임자

기능 설명

Red Hat 온라인 교육 및 
동영상 강의에 연중 무휴 
자율적으로 액세스

Red Hat 기술을 구축하고 사용하는 Red Hat 전문가가 제작하는 
콘텐츠로, Red Hat 자격증 시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조기 액세스 공식 출시 전에 개발 중인 과정과 핸즈온 랩에 액세스하여 
개발 중인 기술을 먼저 살펴보세요.

클라우드 기반 핸즈온 랩 6개 대륙에서 연중무휴로 제공되는 최고의 Red Hat 환경에서 
실습을 진행하세요.

Skills Path 학습 및 자격증 목표를 플랫폼의 Skills Path 중 하나에 매핑하여 
특정 기술 세트에 대한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세요.

자격증 시험 및 재응시 원격으로 또는 시험장에서 실무 기반 시험에 응시하여 실력을 
검증받으세요. 시험은 가장 편리한 시간에 가장 편리한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pert extras 동영상 Red Hat 현장 실무자가 짧은 데모 동영상을 통해 실제 사용 사례에 
기반한 혁신적인 기술 및 관행을 시연함으로써 교육 과정을 
보완합니다.

전문가 채팅 하루 30분 채팅 세션을 통해 커리큘럼 전문가로부터 직접 답변과 
안내를 받으세요. 채팅 대화는 기계 번역을 통해 현지 
언어로 제공됩니다.

e-book 다운로드 교육 과정 e-book을 다운로드하여 오프라인에서 계속 학습하세요.

리포팅 개인별 대시보드에서 교육 진행률, 수강한 과정 및 실습, 
시험 상태에 대한 요약을 제공합니다. 관리 보고서는 팀의 
참여도와 진행률을 측정하기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번역되어 제공되는 
글로벌 콘텐츠

최대 11개 언어로 Red Hat의 가장 인기 있는 과정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언어는 영어, 국제 스페인어, 브라질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중국어 간체, 한국어, 일본어, 
힌디어, 체코어입니다.*

*과정에 대한 번역은 교육 방식과 과정 수요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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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Hat 소개

Red Hat은 세계 최고의 엔터프라이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이며, 

커뮤니티 기반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안정적이고 성능이 뛰어난 Linux,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컨테이너 및 
Kubernetes 기술을 제공합니다. 

Red Hat은 고객이 신규 및 
기존 IT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업계 최고의 Red Hat 

운영 체제에서 표준화하고, 
복잡한 환경을 자동화, 보호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여러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바탕으로 포춘 500대 
기업의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제공업체, 
시스템 통합업체, 애플리케이션 

공급업체, 고객사,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전략적 파트너인 Red Hat은 조직이 

디지털 미래를 준비하도록 지원합니다.

북미
1 888 REDHAT1 

www.redhat.com

E유럽, 중동, 아프리카
00800 7334 2835 

europe@redhat.com

아시아 태평양
+65 6490 4200

apac@redhat.com

facebook.com/redhatinc 
@Redhat

linkedin.com/company/red-hat

redhat.com
O-F27643

전 세계 사용자를 위한 콘텐츠 현지화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된 환경에서는 모든 지역의 팀이 현지 언어로 교육을 제공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d Hat Learning Subscription Standard를 사용하면 전 세계에 분산된 팀이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교육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Red Hat은 전 세계에서 교육 자료에 손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번역을 개선하고 확장합니다. 
머신 러닝과 사람의 편집을 결합하여 콘텐츠의 정확한 현지화를 보장합니다. 동영상 강의에서는 기계 번역을 
사용하여 강사가 진행하는 강의를 다른 언어로 번역한 후 자막으로 표시합니다. 전문가 채팅에서는 머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번역하므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용자도 Red Hat 인증 강사와 대화하며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텍스트로 된
과정 콘텐츠 

서브스크립션에는 현재 50개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정은 
8개의 주요 언어로 번역됩니다. 지원 언어는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입니다. 또한 일부 과정은 힌디어, 
중국어 번체, 체코어로도 제공됩니다.

동영상 강의
40개 동영상 강의는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힌디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제공됩니다.

전문가 채팅 머신 러닝 번역으로 제공되는 언어는 영어, 국제 스페인어, 브라질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중국어 간체, 한국어, 일본어입니다.

시작하기
Red Hat Learning Subscription Premium은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완벽한 
솔루션으로 일정에 맞는 실시간 강의,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온디맨드 교육, 강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부가 세션, 학습을 지원하는 기타 리소스를 포함합니다. 

Red Hat Learning Subscription 제품 페이지(red.ht/learning-subscription)를 방문하거나,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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