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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Red Hat® Enterprise Linux®는 현대적인 데이터센터를 위한 선도적인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합니다. 항공사, 통신사, 은행, 의료 기관 및 정부 

기관 등을 포함하여 전세계의 다양한 데이터센터에서 Red Hat의 폭넓은 오픈소스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사용합니다. 실제로, Fortune 선정 세계 500대 기업 중 90% 이상이 Red Hat 제품과 솔루션을 

사용합니다.1

Red Hat은 이러한 실제 운영 경험을 교육, 자격증 및 컨설팅 서비스에 통합하였습니다. Red Hat 교육 

및 자격증은 Linux뿐만 아니라 OpenStack®, 컨테이너 등의 신기술에서 기술을 향상시키고 증명하는 데 

있어서도 전문가들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Red Hat의 강력한 Linux 커리큘럼은 Red Hat 기술과 관련된 기량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 커리큘럼은 Linux 관리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 및 작업에 중점을 두어 전사적 Linux 시스템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킴으로써 Linux 도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와 시스템 관리 기술 및 지식을 검증할 수 있도록, Red Hat은 Red Hat 

Certified System Administrator(RHCSA®) 및 Red Hat Certified Engineer(RHCE®)라는 두 가지 

자격증을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

 •  5개 대륙에서 제공되는 교육 

및 시험

 • 9개 언어로 전달되는 과정 및 

시험

 • 200여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Red Hat Certified 

Professional

 • 수만 명의 수강생이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증 취득 (2015년) 

 • 16년 이상의 교육 및 자격증 

수여로 축적된 경험

주요 특징

 • 실습 랩 및 교육

 • 실무 기반 시험

그림 1. Red Hat Enterprise Linux 교육 및 자격증 개요2

 1 Red Hat 클라이언트 데이터 및 Fortune Global 500 목록, 2014년

 2 RH135, RH200 및 RH255 과정은 관련 자격증 시험을 포함합니다.

RED HAT 교육 및 자격증 핵심 커리큘럼:  
RED HAT ENTERPRISE LINUX
데이터시트

https://www.redhat.com/ko
https://www.facebook.com/RedhatKorea/


2kr.redhat.com 데이터시트 Red Hat 교육 및 자격증 핵심 커리큘럼: Red Hat Enterprise Linux

 2 RH135, RH200 및 RH255 과정은 관련 자격증 시험을 포함합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 핵심 커리큘럼

교육 및 시험 방법

표 1. Red Hat 교육 및 자격증을 위한 학습 방법

강의실 수업 

실습 랩 및 지도를 통한 실무 기반의 실시간 강의실 교육입니다. 

가상 수업 

온라인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교육입니다. 

온라인 교육 

과정 콘텐츠에 대한 90일 서브스크립션입니다. 웨비나, 80시간의 실습 랩 액세스 및 과정 

자료가 포함됩니다.

동영상 수업 

동영상 교육에 대한 90일 서브스크립션으로 80시간의 실습 랩 액세스, 과정 콘텐츠 전자책 

및 이메일 기반 지원이 포함됩니다.

프라이빗 현장 수업 

모든 과정과 시험이 귀하의 사무실이나 Red Hat 강의실에서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개별적으로 

제공됩니다.

개별 시험 

Red Hat 사무소 또는 Red Hat 파트너 사무소에서 사전 준비된 안전한 테스트 장소에서 

실습 테스트가 이루어집니다.

과정 및 시험

RED HAT SYSTEM ADMINISTRATION I(RH124)

red.ht/rh124

Red Hat Enterprise Linux에 필요한 핵심적인 시스템 관리 작업을 익히는 파트 1은 수강생에게 Linux 

관리자가 되는 데 필요한 주요 Linux 관리 기술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RED HAT SYSTEM ADMINISTRATION II(RH134)

red.ht/rh134

Red Hat Enterprise Linux에 필요한 핵심적인 관리 작업을 익히는 파트 2는 Linux 관리자가 되는 데 

필요한 주요 Linux 관리 작업에 중점을 둡니다.

RHCSA RAPID TRACK(RH199)

red.ht/rh199

이 과정은 Linux 관리에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며, Red Hat System 

Administration I(RH124) 및 II(RH134)에서 다룬 작업을 다룹니다.2

RED HAT 교육 서브스크립션

Red Hat 교육 서브스크립션은 

한 번의 연간 서브스크립션으로 

Red Hat 온라인 교육 포트폴리오 

전체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이동에 따른 경비 또는 사무실 

밖에서 시간을 소모할 필요 없이, 

편한 시간에 50개 이상의 온라인 

및 동영상 과정을 수강하고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redhat.com/ko/services/

training/learning-

subscription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https://www.redhat.com/ko
http://red.ht/rh124
http://red.ht/rh134
http://red.ht/rh199
http://redhat.com/ko/services/training/learning-subscription
http://redhat.com/ko/services/training/learning-subscription
http://redhat.com/ko/services/training/learning-sub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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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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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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65 6490 4200 
 
호주 
1 800 733 428 
 
브루나이 및 캄보디아 
800 862 6691 
 
인도 
+91 22 3987 8888

인도네시아 
001 803 440224 
 
일본 
03 5798 8510 
 
한국 
080 708 0880 
 
말레이시아 
1 800 812 678

뉴질랜드 
0800 450 503 
 
필리핀 
800 1441 0229 
 
싱가포르 
800 448 1430 
 
태국 
001 800 441 6039

베트남 
800 862 6691 
 
중국 
800 810 2100 
 
홍콩 
852 3002 1362 
 
대만 
0800 666 052

RHCSA(RED HAT CERTIFIED SYSTEM ADMINISTRATOR)  
시험(EX200)

red.ht/ex200

RHCSA(Red Hat Certified System Administrator) 시험(EX200)에 응시하여 Red Hat Enterprise 

Linux의 핵심적인 시스템 관리에 대한 기술과 지식을 입증하십시오. 시험에 통과하면 Red Hat Certified 

System Administrator 자격증을 획득하게 됩니다.

RED HAT SYSTEM ADMINISTRATION III(RH254)

red.ht/rh254

이 과정은 RHCSA 자격증 또는 이와 동등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Enterprise Linux 시스템 관리 

기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숙련된 Linux 시스템 관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RHCE CERTIFICATION LAB(RH299)

red.ht/rh299

RHCE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실습 랩 기반으로 복습을 하고자 하는 수강생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RED HAT CERTIFIED ENGINEER(RHCE) 시험(EX300)

red.ht/ex300

이 RHCSA 시험에서 Red Hat Enterprise Linux 시스템에 대한 고도의 시스템 관리에 대한 기술과 지식을 

입증하십시오. 시험에 통과하면 Red Hat Certified Engineer 자격증을 획득하게 됩니다.

96%의 수강생이 교육 수강 이후 
Red Hat 기술 투자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준비를 더욱 철저하게 할 수 

있었다고 응답했습니다.3 

 

93%의 Red Hat Certified 
Professional은 Red Hat의 실습 

테스트를 통해 기술과 지식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4 

 

82%의 인지도 높은 구인/구직 
사이트의 Linux 자격증을 보유한 IT 

전문가 고용을 원하는 게시물은 Red 

Hat Certified Professional 구인 

광고입니다.5 

3    강좌를 수료한 전 세계 9,583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2015년 9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 사이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한 자료입니다.

4    2015년 Red Hat 자격증 설문조사 

166문항 기반 통계 

5    tomsitpro.com/articles/linux- 

certifications,2-6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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