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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닝 파트너: 프로그램 가이드
언리얼 공인 트레이닝 파트너란 무엇인가요? 

언리얼 공인 트레이닝 파트너는 언리얼 공인 강사가 가르치는 고퀄리티의 언리얼 엔진 및 트윈모션 학습 강좌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프로그램입니다.

언리얼 공인 트레이닝 파트너는 규모에 상관없이 라이브 온라인 강좌 또는 대면 수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파트너는 반드시 에픽게임즈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언리얼 엔진의 이용 약관을 준수한다는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왜 언리얼 공인 트레이닝 파트너가 되어야 하나요?

언리얼 엔진 공인 트레이닝 파트너가 되면, 학습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에픽게임즈의 지원을 받는 트레이닝 파트너는 언리얼 엔진 공인 트레이닝 파트너 웹페이지에 소개되며, 이를 통해 
개인이나 단체가 트레이닝 파트너를 알게 되고 적합한 학습 강좌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트너는 에픽게임즈의 전용 트레이닝 콘텐츠와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고객망을 넓히고, 언리얼 엔진/트윈모션 트레이닝 비즈니스의 성장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Jesús Carbajal Paxi 렌더링

https://www.unrealengine.com/ko/training-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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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혜택 공인 프리미어

(초대 전용)

트레이닝 요청 위탁

환영 키트: 로고 및 브랜딩

웹페이지에 언리얼 트레이닝 파트너로 게시

에픽게임즈/언리얼 엔진 강좌 프로그램 콘텐츠 이용 가능

전용 온보딩 지원(센터 및 강사)

언리얼 엔진 특별 이벤트, 트레이닝, 웨비나, 브리핑 초대 우선순위

지역 비즈니스 개발/산업 매니저 소개

커뮤니티 네트워크, 프라이빗 포럼, 인재 영입 이용 가능

강사 리소스, 산업 프레젠테이션, 기타 에픽 트레이닝 콘텐츠 이용 가능

공인 또는 프리미어 트레이닝 파트너로 비즈니스를 홍보할 수 있는 전용 
언리얼 트레이닝 파트너 로고 사용

업종별 특정 머티리얼을 포함한 고급 에픽게임즈 강좌 프로그램 이용 
가능

에픽게임즈와의 특별한 비즈니스 기회

https://www.unrealengine.com/ko/training-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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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요건 공인 프리미어

(초대 전용)

웹사이트에 언리얼 엔진/트윈모션 강좌와 언리얼 공인 강사 이력 및 
크리덴셜 등재

강좌에 언리얼 엔진/트윈모션 라이선스 사용

현재 대면 또는 온라인 라이브 형식의 강사 주도 언리얼 엔진/트윈모션 
강좌 제공

강의 중 지침에서 권장하는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최소 사양 충족 또는 
초과

1명 이상의 언리얼 공인 강사 고용

언리얼 엔진 브랜딩 지침 및 상표 사용 안내 준수

운영 상태가 양호하며 트레이닝 회사로 등록되어 있음

전자 상거래 기능을 갖춤

에픽게임즈 개인정보 처리방침 준수

분기마다 2개 이상의 언리얼 엔진/트윈모션 강좌 제공

매달 10명 이상의 언리얼 엔진 학습자 교육

https://docs.unrealengine.com/4.26/ko/Basics/RecommendedSpecifications/
https://docs.unrealengine.com/4.26/ko/Basics/RecommendedSpecifications/
https://www.unrealengine.com/ko/branding
https://www.epicgames.com/site/ko/privacy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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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프로그램 요건 공인 프리미어

(초대 전용)

언리얼 엔진 공인 트레이닝 파트너 협약 이행

에픽게임즈에 트레이닝 활동에 관한 월간 보고 제공

최소 2개의 수직 시장 지원

1명 이상의 정직원 언리얼 공인 강사 고용

분기마다 4개 이상의 언리얼 엔진/트윈모션 강좌 제공

매달 20명 이상의 언리얼 엔진/트윈모션 학습자 교육

언리얼 공인 트레이닝 파트너 신청 절차 

• 최소 요건을 충족한다면 온라인 신청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 언리얼 공인 트레이닝 파트너 팀이 신청서를 검토하고 다음 단계를 안내할 것입니다.
• 신청서가 승인되면 에픽게임즈의 이용 약관 협약에 서명해야 합니다.

https://ue.unrealengine.com/OP-1006-Subscription_03-Training-Partner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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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술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신청이 제대로 완료된 경우 이메일로 알림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승인받지 못한 경우, 6개월 후에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지원하기 전까지 6개월 동안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언리얼 공인 트레이닝 파트너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에픽게임즈에서 공인 강사나 트레이닝 파트너에게 비용을 지불하거나 경비를 지급하나요? 
언리얼 공인 트레이닝 파트너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책임져야 합니다. 에픽게임즈는 개인 또는 비즈니
스 경비,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된 물품 비용, 언리얼 엔진 또는 트윈모션 트레이닝 서비스와 관련된 활동에 경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에픽게임즈에서 제공하는 지원은 무엇인가요? 
에픽게임즈에서는 파트너의 트레이닝 센터를 자사의 웹사이트 및 기타 공식 온라인 채널에 등재합니다. 에픽게임즈
의 재량에 따라 기타 공동 마케팅 및 시장 개발 자금이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에픽게임즈에서는 언리얼 공인 트레이닝 파트너가 제공하는 수업에 대한 인증을 제공하나요? 
에픽게임즈에서는 언리얼 엔진 수업에 대한 인증이나 이수 증명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언리얼 엔진 트레이너가 있지만 공인 강사가 아닙니다. 이 트레이너를 이용할 수 있나요?
언리얼 공인 트레이닝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언리얼 공인 강사가 있어야 합니다. 트레이닝 팀에 언리얼 
트레이너가 있다면, 온라인으로 공인 강사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https://www.unrealengine.com/ko/training-partners-apply
https://www.unrealengine.com/ko/training-partners-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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