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리얼 공인 트레이닝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요

전 세계적으로 언리얼 엔진 기술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버닝 글래스
테크놀로지스(Burning Glass Technologies)가 2018년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언리얼 엔진 기술에 대한 수요는 향후 10년 간 119%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픽게임즈는 세계적인 수준의 언리얼 엔진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 업계에는 같은 열정을 공유하는 분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언리얼 공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언리얼 공인 트레이닝 프로그램의 목적은 수준 높은 언리얼 엔진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언리얼 공인 트레이닝 센터 또는 언리얼 공인 강사가 되면 에픽게임즈로부터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받으며 고객이 최고의 언리얼 엔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심화되는 취업 경쟁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취업 시장을 헤쳐 나가는 데
필요한 언리얼 엔진 기술을 교육 전문가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언리얼 공인 트레이닝 센터

언리얼 공인 트레이닝 센터(UATC)는 전문가들에게 세계적인 수준의
언리얼 엔진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UATC가 되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언리얼 공인 트레이닝 센터 명칭 및 로고 사용
연례 UATC 서밋 무료 참가(여행 및 숙박 비용 불포함)

또한 다음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
•
•

언리얼 공인 트레이닝 센터가 되려면 다음의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
•

물리적인 교육 공간 보유
언리얼 엔진을 가르치는 모든 강의실마다 최소 1명의
센터 소속 언리얼 공인 강사(UAI) 필요
현재 최소 1개의 언리얼 엔진 정규 강좌 제공
에픽게임즈 직원의 교육 시설 평가 통과

트레이닝 센터 신청 절차
최소 요건을 충족했다면 온라인 신청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요건에 부합할 경우 에픽게임즈가 면담 일정을 잡기 위해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귀하와 즐거운 파트너십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신청 절차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Product demonstration render courtesy of Pasquale Scionti www.sciontidesign.com

•
•
•

•

교육 요청 건 위탁
언리얼 엔진 교육 커리큘럼 이용
에픽 공식 온라인 채널을 통한 홍보

강의와 관련한 에픽게임즈의 활동 정보 요청에 협조
에픽게임즈에 신규 및 기존 커리큘럼에 대한 피드백 제공
해당되는 경우 에픽 트레이닝 피드백 양식을 센터에 소속 된
언리얼 엔진 학습자에 배부 및 에픽게임즈에 결과 보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최신으로 유지

언리얼 공인 강사

언리얼 공인 강사(UAI)는 세계적인 수준의 언리얼 엔진 교육을 독립적으로 또는
언리얼 공인 트레이닝 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실무자들에게 제공합니다.
UAI가 되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언리얼 공인 강사 명칭 및 로고 사용
연례 UATC 서밋 무료 참가(여행 및 숙박 비용 불포함)

언리얼 공인 강사가 되려면 다음의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
•

언리얼 엔진을 활용한 제작물 및/또는 전문가 활동 경험 보유
정규 교육 경험 보유
프로그램과 연계된 모든 활동이 관련 법을 준수
프로그램과 관련한 에픽게임즈의 활동 정보 요청에 협조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면 온라인 신청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기준에 부합할 경우 에픽게임즈가 연락을 드리고 제품 지식 평가,
강좌 시연 등 신청 절차의 다음 단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귀하와 파트너십이 이루어지길 기쁜 마음으로 바라며
신청 절차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기원합니다!

또한 다음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
•

교육 요청 건 위탁
요청자에 한해 언리얼 엔진 트레이닝 커리큘럼 이용

•
•

언리얼 엔진에 대한 고급 기술 및 사용 경험 보유
에픽게임즈의 평가를 위한 강좌 시연에 동의(새 기능에
대한 연례 테스트 포함)
에픽게임즈에 신규 및 기존 커리큘럼에 대한 피드백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