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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리얼타임 3D 기술의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버닝 글래스 테크놀로지스(Burning Glass Technologies)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그 증가 속도는 전반적인 취업시장의 6배가 넘습니다. 리얼타임 3D 기술의 적용 범위가 전통적인 비디오 게임 디자인 
및 개발을 넘어 건축, 엔지니어링 및 건설(AEC), 자동차 및 산업 디자인, 방송, 영화, 라이브 이벤트, 시뮬레이션, 트레이닝, 비주얼 이펙트 
분야로 확장되어 감에 따라, 더욱더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기술을 갖춘 디자이너, 개발자 그리고 아티스트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열정이 넘치고 숙련된 교육자들은 이러한 기술을 체계적인 학습 환경에 도입하여 학생들이 차세대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에픽게임즈는 언리얼 아카데믹 파트너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교육자 및 교육기관을 공인하며 홍보하고, 
힘을 실어드립니다.

목적
언리얼 아카데믹 파트너 프로그램은 경험 많은 강사진, 검증된 커리큘럼, 적합한 시설과 자원을 통해 다양한 학습 및 커리어 목표를 
가진 학생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높은 품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교와 학교들을 공인합니다. 언리얼 파트너로 
선정되면 에픽게임즈는 여러분의 학생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통해 끊임없이 진화하고 경쟁이 과열된 취업시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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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nrealengine.com/ko/blog/demand-for-unreal-engine-and-real-time-3d-skills-at-all-time-high?lang=ko


혜택
언리얼 아카데믹 파트너 혜택
• 언리얼 아카데믹 파트너 명칭 및 로고 사용 
• 아카데믹 파트너 페이지에 학교 로고, 위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및 프로그램 웹사이트 링크 추가 

다음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간 한정 교육 이벤트 및 트레이닝 세션 사전 등록 기회 
• 인턴십 및 채용 행사 관련 고급 정보
• 에픽 온라인 채널을 통한 특별 홍보

자격 요건
언리얼 아카데믹 파트너가 되려면 다음의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인된 교육 기관 또는 학교 
• 언리얼 엔진 또는 트윈모션 강좌가 최소 1년 이상 커리큘럼에 포함되어야 함
• 언리얼 엔진 또는 트윈모션을 사용하는 강좌는 숙련된 강사진으로 진행되어야 함
• 품질과 효과를 갖춘 교육 프로그램
•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요청 시 에픽게임즈에 제공
• 에픽 제품, 교육용 자료 및 학습 콘텐츠에 대한 피드백 제공
• 언리얼 엔진 및 트윈모션 관련 강좌를 진행하는 강사진의 전문성과, 수준 높은 교육 성과 및 학생들의 향후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적합한 시설 및 자원을 지속적으로 제공 

신청 절차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면 온라인 신청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요건에 부합할 경우 에픽게임즈에서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귀하와 파트너십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신청 절차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에픽게임즈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권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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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nrealengine.com/ko/academic-partners-apply?lang=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