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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현대화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현대화하여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십시오.
기존의 모놀리식 및 새로운 클라우드 네이티브 마이크로 서비스를
포함하여 수백, 수천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종류는 다양하지만
비즈니스에는 모두 중요합니다. 어느 클라우드에서든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실행 및 관리할 수 있는 VMware 기술을 활용하십시오.

Spring: Core Training
이 4일간의 과정에서는 엔터프라이즈 및 마이크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해 구성, 데이터 액세스, REST, AOP, 자동 구성, Actuator,
보안 및 Spring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비롯한 Spring 및 Spring Boot의
주요 특징을 실제로 체험합니다. 이 과정을 이수하면 엔터프라이즈 및
클라우드 지원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Spring 전문 자격증 시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VMware Enterprise PKS: Install, Configure, Manage [V1.5]

역할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이 5일간의 과정은 VMware® Enterprise PKS 1.5(멀티 클라우드 기업
및 서비스 공급업체용 Kubernetes를 운용하기 위한 맞춤형 컨테이너
솔루션)의 설치, 구성 및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집중 실습 교육입니다.
VMware Enterprise PKS는 1일차 및 2일차 운영 지원을 통해
Kubernetes 클러스터의 배포 및 관리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수강자는 모든 규모의 조직에서 VMware Enterprise
PKS 환경을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한 준비를 갖출 수 있습니다.

수준

Professional

시간

4일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관리자, 엔지니어

수준

Professional

시간

5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지금 등록하십시오.

Spring Cloud: 개발자
이 3일간의 과정은 Spring Cloud 및 Netflix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클라우드 네이티브 및 마이크로 서비스 패턴을 심층적으로 다루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위에서 분산형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것과 관련된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개발자

수준

Professional

시간

3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고객의 추천

설문 대상 고객의 94%가 친구나 동료에게
VMware 교육 및 자격증을 추천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VMWORLD 2019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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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Boot: 개발자
이 2일간의 과정에서는 Spring Boot를 경험해 보고 자동 구성, Actuator,
Spring Boot 테스트 프레임워크 등을 포함한 Spring Boot의 주요
특징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 과정을 이수하면 엔터프라이즈 및 클라우드
지원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이 과정은
4일간의 Spring: Core Training 과정에서 다루는 자료의 하위 세트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두 과정을 모두 수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Spring
기초에 관한 실무 지식이 충분히 있지만 Spring Boot를 처음 접하는
경우에는 이 과정을 권장합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수준

Professional

시간

2일

VMware Tanzu Kubernetes Grid: Install, Configure,
Manage [V1.0]
이 2일간의 과정은 VMware vSphere® 환경에 VMware Tanzu™
Kubernetes Grid™를 설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Tanzu
Kubernetes 클러스터의 프로비저닝 및 관리를 다룹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관리자

수준

Professional

시간

2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VMware Tanzu RabbitMQ: Install, Configure, Manage

지금 등록하십시오.

Spring Cloud Data Flow: 개발자
이 2일간의 과정은 실시간 및 배치 데이터 추출, 처리 및 수집을 위해
Spring Cloud Data Flow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제공합니다.
Spring Cloud Data Flow 설치 및 관리, Spring Cloud Data Flow
셸 사용, 스트림 및 작업 생성/구성/배포, Spring Boot 및 Spring Cloud
Stream을 사용한 싱크, 프로세서 및 소스 스트림 애플리케이션 등의
맞춤형 모듈 개발을 직접 실습해 볼 것입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개발자, 아키텍트

수준

Professional

시간

2일

이 3일간의 강의식 RabbitMQ 집중 과정에서는 RabbitMQ 메시징을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구성 및 개발하는 방법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이 과정은 RabbitMQ 설치와 일반 구성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하여 Java API를 사용한 메시징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해 다루고
클러스터링, 고가용성, 성능 및 보안 등의 고급 주제를 심층적으로
살펴봅니다. 모듈에는 실습을 위한 랩 연습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개발자, 아키텍트, 관리자

수준

Professional

시간

3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지금 등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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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Tanzu Application Service: Install, Configure,
Manage
이 4일간의 과정에서는 VMware Tanzu™ Application Service™를
수동으로 설치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지식과 실습 경험을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제공합니다. 이 과정은 BOSH 및 BOSH 사용법을
소개하면서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 Mware Tanzu™ Operations
Manager™ 및 Tanzu Application Service를 설치하고 사용자, 역할 및
할당량을 구성하고 로깅 및 모니터링을 위해 플랫폼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토대가 마련됩니다. 이 과정을 이수하면 기업 및 기관의 클라우드 플랫폼
설정부터 유지 보수까지 담당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관리자

수준

Professional

시간

4일

VMware Tanzu GemFire: 개발자
이 4일간의 과정에서는 VMware Tanzu™ GemFire®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을 수강생에게 설명합니다.
이 과정은 여러 개의 주요 개발자 패턴에 초점을 맞추고 Tanzu GemFire
Java API 및 Spring Data for Tanzu GemFire를 사용하여 이러한
패턴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수준

Professional

시간

4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Kubernetes Foundations

지금 등록하십시오.

VMware Tanzu GemFire: 관리자
이 4일간의 과정에서는 VMware Tanzu™ GemFire® 설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고, 수강생은 원하는 토폴로지 및 지역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구성을 정의하는 방법 및 실행 중인 Tanzu GemFire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다양한
클러스터 구성 정의, 구성원 중지 및 시작, 문제 해결 등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로서 배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개념과 실습 경험이 함께 제공될 것입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관리자

수준

Professional

시간

4일

이 2일간의 과정은 컨테이너 및 Kubernetes 학습의 첫 단계에 해당합니다.
일련의 강의 및 실습을 통해 Kubernetes의 기초 개념이 제시되고 2계층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하여 Kubernetes에 배포함으로써 실체화될
것입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시스템 관리자

수준

Professional

시간

2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지금 등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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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bernetes 클러스터 운영

멀티 클라우드

이 1일간의 과정에서는 Kubernetes 학습 여정을 계속합니다. 일련의
강의 및 실습을 통해 Kubernetes의 운영 및 내부 작업을 살펴봅니다.
시스템 관리자와 클러스터 운영자는 기존에 구축된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기술을 배웁니다.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사용하여 다양한 클라우드 및 플랫폼
전반에서 작업을 관리합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시스템 관리자

수준

Professional

시간

1일

IT 영역은 기본적으로 멀티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Kubernetes,
VMware 프라이빗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배포되는 워크로드로 인해
복잡합니다. VMware는 모든 클라우드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디지털
비즈니스 목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멀티 클라우드 운영 기능을
제공합니다.

Data Center Automation with vRealize Orchestrator and
vSphere PowerCLI

지금 등록하십시오.

VMware Tanzu Mission Control: Management and
Operations 2020
이 1일 과정에서는 VMware Tanzu™ Mission Control™을 사용하여
Kubernetes 클러스터를 프로비저닝 및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기반 Kubernetes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방법
및 액세스, 이미지 레지스트리, 네트워크 정책을 클러스터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이 5일간의 과정은 숙련된 VMware vSphere® 관리자에게 모든
vSphere 고객이 액세스할 수 있는 강력한 자동화 툴의 사용 방법을
알려줍니다. 또한 VMware vSphere® PowerCLI™ 및 VMware
vRealize® Orchestrator™를 이용해 일상적인 관리 작업을 자동화하는
방법을 실제 사용 사례와 예제를 사용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과정을 통해 실제 실습 환경에서 이러한 툴을 사용하여 작업을 자동화해볼
것입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관리자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역할

VI 관리자, 애플리케이션 소유자

수준

Advanced

수준

Professional

시간

5일

시간

1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지금 등록하십시오.

“VMware 자격증은 나의 신뢰성과 취업 기회를 높여주었고 내가 속한 기업에 더 나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IT 전문가, 대규모 소매 기업

자세한 내용은 vmware.com/certification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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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Cloud Foundation: Management and Operations
[V4.0]
이 3일간의 과정은 하이브리드 및 클라우드 인프라의 관리와 운영(사용자
지정 및 관리 포함)을 위한 VMware Cloud Foundation™의 기능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VMware Cloud Foundation의 아키텍처에
더하여 라이센싱, 인증, VMware vSAN™, 유지 보수 및 멀티 인스턴싱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며, 워크로드 도메인, 워크로드 마이그레이션, 가용성
및 문제 해결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VMware Cloud Foundation
4.0을 사용하고 구성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VMware Cloud on AWS: Deploy and Manage 2020
이 3일간의 교육 과정에서는 VMware Cloud™ on AWS 인프라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한 기술을 다루며, 강의와 실습의 조합을 통해 하이브리드
인프라의 기초를 이루는 VMware Cloud on AWS 및 VMware
vSphere®의 기능을 배포하고 관리합니다. 또한 언제 어디에서
이러한 기능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시스템 관리자, 시스템 엔지니어, System Integrator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방문 교육

수준

Professional

역할

시스템 관리자, System Integrator, 컨설턴트

시간

3일

수준

Professional

시간

3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온디맨드 자습형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지금 등록하십시오.

신규 VMware HCX: Management and Operations
VMware Cloud Foundation: Plan and Deploy [V4.0]
이 2일간의 과정은 성공적인 배포를 준비하기 위해 VMware Cloud
Foundation™의 개념과 아키텍처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VMware Cloud Foundation 배포를 준비할 때 관리 구성 요소 및
워크로드 도메인에 대한 인프라를 설계하고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과정은 VMware Cloud Foundation의 주요 준비 단계인
물리적 네트워크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VMware Cloud Foundation 가동 프로세스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방법,
그리고 VMware Imaging Appliance를 사용하여 VMware Cloud
Foundation에서 사용할 VMware ESXi™ 호스트를 이미지화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솔루션 아키텍트, System Integrator, 컨설턴트

수준

Professional

시간

2일

이 4일 과정은 VMware HCX®를 관리하고 VMware HCX를 사용하여
가상 머신을 마이그레이션하기에 충분한 지식과 실습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은 VMware HCX의 구성 및 관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과정은
시스템 관리자에게 가상 머신 마이그레이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지식,
기술, 능력을 제공합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관리자, 아키텍트, 시스템 엔지니어, 마이그레이션
엔지니어

수준

Advanced

시간

4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지금 등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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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Integrated OpenStack: Install, Configure,
Manage [V7]
이 5일간의 교육 과정을 통해 검증된 VMware SDDC(SoftwareDefined Data Center)에 VMware® Integrated OpenStack을
사용하여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강의와 Hands-on Lab의 조합을 통해 이 과정은 VMware Integrated
OpenStack의 설치, 구성 및 관리 기술을 강화합니다. VMware
Integrated OpenStack을 사용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고급 네트워킹
및 보안 기능과 함께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및
PaaS(Platform as a Service)를 제공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아키텍트, 시스템 엔지니어, 관리자

수준

Professional

시간

5일

VMware vSAN: Troubleshooting [V7]
VMware vSAN™ 7 구현 문제 해결에 필요한 툴 및 기술 교육에 중점을
두는 이 2일간의 교육 과정에서는 vSAN 문제 해결 개념을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는 강의식 활동과 Hands-On Lab을 제공합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스토리지 및 가상 인프라 관리자

수준

Professional

시간

2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지금 등록하십시오.

신규 VMware vSAN: Management and Operations [V7]
이 3일간의 교육 과정에서는 VMware vSAN™ 7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
배웁니다. 이 과정은 vSAN 노드 관리, 클러스터 유지 관리, 보안 운영
및 고급 vSAN 클러스터 운영 등과 같은 일반적인 2일차 vSAN 관리자
작업에 필요한 기술 습득에 초점을 맞춥니다. 또한 강의식 활동과
Hands-On Lab의 완료를 통해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관리자

수준

Advanced

시간

3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지금 바로 시작하기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교육을 받으십시오
VMware Customer Connect Learning™에서
새로운 디지털 교육 옵션을 살펴보십시오.

vmware.com/go/connect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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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vSAN: Deploy and Manage [V6.7]

VMware vSAN: Production Operations [V6.7]

이 3일간의 교육 과정에서는 VMware vSAN™ 6.7을 사용한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솔루션의 구축 및 관리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VMware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vSAN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vSAN 개념을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는
Hands-on Lab을 제공합니다.

이 2일간의 교육 과정에서는 VMware vSAN™ 6.7을 사용하여 공통
관리자 및 최종 사용자 작업을 구성하고 실행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며 vSAN 운영 작업을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는 강의식 활동과
Hands-on Lab을 제공합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관리자, 엔지니어

수준

Professional

시간

3일

관련 디지털 배지

VMware vSAN 2017 Specialist

지금 등록하십시오.

온디맨드 자습형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Lab Connect를 통해 실습 과정에 등록하십시오.
현재 제공되고 있음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관리자, 아키텍트

수준

Professional

시간

2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온디맨드 자습형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Lab Connect를 통해 실습 과정에 등록하십시오.
현재 제공되고 있음
VMware vSAN: Production Operations [V6.7] – On Demand 과정을
VMware Store에서 구매하고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VMware vSAN: Deploy and Manage [V6.7] – On Demand 과정을
VMware Store에서 구매하고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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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vSAN: Troubleshooting Workshop [V6.x]
이 2일간의 교육 과정에서는 VMware vSAN™ 6.6의 구현 문제 해결에
필요한 툴 및 기술 교육에 중점을 두며 vSAN 문제 해결 개념을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는 강의식 활동과 Hands-On Challenge Lab을
제공합니다.

VMware vSphere with VMware Tanzu: Deploy and
Manage [V7]
이 3일간의 과정은 VMware vSphere® with VMware Tanzu™의
배포와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vSphere 환경에서 Kubernetes
클러스터와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의 제공 실태를 조율하기 위해
vSphere with Tanzu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엔지니어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수준

Professional

역할

운영자, 관리자, 아키텍트

시간

2일

수준

Advanced

시간

3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지금 등록하십시오.

VMware PowerCLI for vSAN – On Demand

온디맨드 자습형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이 교육 과정에서는 VMware PowerCLI™를 사용하여 주요 VMware
vSAN™ 작업을 자동화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즉, 모든 VMware
자동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중앙 인터페이스인 VMware vSphere®
Web Services API의 기초를 배우고, PowerCLI의 설치 및 구성을
실제로 수행해 보며 기본 및 고급 구문을 익힐 수 있습니다. 또한
PowerCLI cmdlet을 사용하여 vSAN 클러스터의 보고, 상태 점검,
구성, 유지 보수 및 문제 해결과 같은 다양한 작업을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합니다.

Lab Connect를 통해 실습 과정에 등록하십시오.

제공 방식

구독

역할

관리자

수준

Professional

시간

30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현재 제공되고 있음
VMware PowerCLI for vSAN – On Demand 과정을 VMware Store에서
구매하고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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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vSphere: What’s New [V6.7 to V7]

VMware vSphere: Install, Configure, Manage [V7]

이 3일간의 실습 교육 과정에서는 VMware vCenter Server® 7 및
VMware ESXi™ 7의 새로운 기능 및 개선 사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사용 사례 배포 시나리오, Hands-On Lab 실습 및 강의를
통해 VMware vSphere® 7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5일간의 과정에서는 VMware vSphere® 7의 설치, 구성 및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집중 실습 교육으로 구성되며, VMware ESXi™ 7 및
VMware vCenter Server® 7이 그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수강자는 모든 규모의 기업에서 vSphere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Software-Defined Data Center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다른 VMware 기술의 기반이 됩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시스템 아키텍트, 시스템 관리자, IT 관리자

수준

Professional

시간

3일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시스템 관리자, 시스템 엔지니어

수준

Professional

시간

5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지금 등록하십시오.

온디맨드 자습형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온디맨드 자습형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Lab Connect를 통해 실습 과정에 등록하십시오.
Lab Connect를 통해 실습 과정에 등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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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vSphere: Optimize and Scale [V7]

VMware vSphere: Troubleshooting [V7]

이 5일간의 교육 과정에서는 가용성이 높고 확장 가능한 가상 인프라를
구성하고 유지 관리하는 고급 기술을 다룹니다. 또한 강의와 Hands-on
Lab의 조합을 통해 완벽하게 확장 가능한 인프라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VMware vSphere® 7의 기능을 구성하고 최적화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러한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 5일간의 실습 교육 과정에서는 VMware vSphere® 7.x 환경의 문제
해결에 관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고급 지식, 기술 및 능력을 습득할 수
있으며 명령줄 인터페이스, VMware vSphere® Client™, 로그 파일 및
기타 툴을 활용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기술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시스템 관리자, 시스템 엔지니어, System Integrator

수준

Professional

시간

5일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시스템 관리자, System Integrator

수준

Professional

시간

5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지금 등록하십시오.

온디맨드 자습형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VMware vSphere: Fast Track [V7]

Lab Connect를 통해 실습 과정에 등록하십시오.

이 5일간의 심화 교육 과정은 VMware vSphere® 7 관리 기술을 기초
수준에서 고급 수준으로 높여줍니다. 또한 가장 인기 있는 과정의 설치
및 구성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가용성이 높고 확장 가능한 가상 인프라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고급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강의와
Hands-on Lab의 조합을 통해 수강자가 직접 vSphere 7을 설치, 구성
및 관리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아울러 완벽하게 확장 가능한 인프라의
기본 토대를 만들어주는 기능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모든 규모의 기업 및 기관에서 VMware ESXi™ 7 및 VMware vCenter
Server® 7이 포함된 vSphere 7을 사용하여 vSphere 인프라를
관리하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VMware vSphere: Optimize and Scale plus
Troubleshooting Fast Track [V7]
이 5일간의 속성 실습 교육 과정은 VMware vSphere: Optimize and
Scale 과정과 VMware vSphere: Troubleshooting 과정을 결합한
것입니다. 이 속성 과정은 각각의 고급 과정에서 다루는 주제를 포함하여
숙련된 VMware 시스템 관리자가 전문가 수준에서 VMware vSphere®
를 효과적으로 최적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제공합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시스템 관리자, 시스템 엔지니어, System Integrator

수준

Professional

시간

5일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방문 교육

역할

시스템 관리자, 시스템 엔지니어

수준

Professional

시간

5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지금 등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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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vSphere: Design [V7]

VMware vSphere: What’s New [V5.5 to V6.7]

이 3일간의 교육 과정은 VMware vSphere® 7 가상 인프라를 설계하기
위한 지식, 기술 및 능력을 갖추도록 해주며, 검증된 접근 방식에 따라
가용성, 관리 용이성, 성능, 복구 가능성 및 보안성이 보장되고 VMware
모범 사례를 활용하는 가상화 솔루션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사용 가능한 설계 대안의 장점과 리스크에 대해 논의하고
올바른 설계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 3일간의 실습 교육 과정에서는 VMware vCenter Server® 6.7 및
VMware ESXi™ 6.7의 새로운 기능 및 개선 사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사용 사례 배포 시나리오, Hands-On Lab 실습 및 강의를 통해
VMware vSphere® 6.7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존 vSphere 환경에 vSphere 6.7을
구축하려는 고객에게 이 교육 과정을 권장합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System Integrator, 컨설턴트

역할

관리자, 엔지니어

수준

Professional

수준

Professional

시간

3일

시간

3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지금 등록하십시오.

온디맨드 자습형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VMware vSphere: Advanced Administration Workshop
[V7]
이 5일간의 과정은 일상적인 VMware vSphere® 7 관리 작업 수행에서
복잡한 vSphere 운영 및 구성에 이르기까지, 수강생들이 다양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실습 교육을 제공합니다. 실습 기반 활동을 통해
수강생들은 가상의 회사인 VMBeans가 직면한 실제 상황에 몰입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수강생들은 가상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장하는 기업이
직면하는 실제 시나리오를 접하게 됩니다. 수업의 약 90%가 애플리케이션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실습을 통해 전달됩니다. 이 과정은
VMware Certified Advanced Professional – Data Center
Virtualization Deploy 시험 목표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시스템 관리자, 시스템 엔지니어

수준

Advanced

시간

5일

Lab Connect를 통해 실습 과정에 등록하십시오.
현재 제공되고 있음
VMware vSphere: What’s New [V5.5 to V6.7] – On Demand 과정을
VMware Store에서 구매하고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지금 등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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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vSphere: Install, Configure, Manage [V6.7]

VMware vSphere: Optimize and Scale [V6.7]

이 5일간의 과정은 VMware vSphere® 6.7의 설치, 구성 및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집중 실습 교육으로 구성되며, VMware ESXi™ 6.7 및
VMware vCenter Server® 6.7이 그 범위에 포함됩니다. 과정을 통해
모든 규모의 조직에서 vSphere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 과정은 Software-Defined Data Center의 여타
대다수 VMware 기술의 기반이 됩니다.

이 5일간의 교육 과정에서는 가용성이 높고 확장 가능한 가상 인프라를
구성하고 유지 관리하는 고급 기술을 다룹니다. 또한 강의와 Hands-on
Lab의 조합을 통해 완벽하게 확장 가능한 인프라의 토대를 만들어주는
VMware vSphere® 6.7의 기능을 구성하고 최적화하는 한편, 이러한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 교육 과정을 통해 vSphere와 vSphere의 고급 기능 및 제어가
기업에 가져오는 혜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관리자, 엔지니어

수준
시간
관련 자격증

Professional
5일
VMware Certified Professional 6.5 – Data
Center Virtualization (VCP6.5-DCV)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관리자, 엔지니어

수준

Professional

시간

5일

관련 자격증

VMware Certified Professional 6.5 – Data
Center Virtualization (VCP6.5-DCV)

지금 등록하십시오.
지금 등록하십시오.

온디맨드 자습형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온디맨드 자습형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Lab Connect를 통해 실습 과정에 등록하십시오.
Lab Connect를 통해 실습 과정에 등록하십시오.
현재 제공되고 있음
VMware vSphere: Install, Configure, Manage [V6.7] – On Demand
과정을 VMware Store에서 구매하고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현재 제공되고 있음
VMware vSphere: Optimize and Scale [V6.7] – On Demand 과정을
VMware Store에서 구매하고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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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vSphere: Optimize and Scale plus
Troubleshooting Fast Track [V6.7]

VMware vSphere: Advanced Troubleshooting Workshop
[V6.7]

이 5일간의 속성 실습 교육 과정은 VMware vSphere: Optimize and
Scale 과정과 VMware vSphere: Troubleshooting Workshop 과정을
결합한 것입니다. 이 Fast Track 과정은 각각의 고급 과정이 선사하는
유용한 내용을 포함하여 숙련된 VMware 시스템 관리자에게 전문가
수준에서 VMware vSphere®를 효과적으로 최적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5일간의 집중 실습 교육 워크샵은 VMware vSphere® 6.7 환경의
문제 해결에 관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고급 지식, 기술 및 능력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 워크샵은 숙련된 시스템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며, 관리
명령줄 인터페이스(CLI) 및 VMware vSphere Client™를 사용하는
방법과 기술을 소개합니다. 이 워크샵은 문제를 조사 및 해결하고,
로그 파일을 분석하여 근본 원인의 식별에 도움이 될 로그 파일 항목을
인식하고, vSphere의 특정 주요 기능을 구성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관리자, 엔지니어

수준

Professional

시간

5일

관련 자격증

VMware Certified Professional 6.5 – Data
Center Virtualization (VCP6.5-DCV)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관리자, 엔지니어, Integrator

수준

Advanced

시간

5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지금 등록하십시오.

VMware vSphere: Troubleshooting Workshop [V6.7]

VMware vSphere: Skills for Public Sector Administrators
[V6.7]

이 5일간의 실습 교육 워크샵은 VMware vSphere® 6.x 환경의 문제
해결에 관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고급 지식, 기술 및 능력의 습득을
도와줍니다. 또한 이 워크샵을 통해 명령줄 인터페이스, VMware
vSphere Client™, VMware vRealize® Log Insight™ 및 기타 툴을
활용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기술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관리자, 엔지니어

수준

Professional

시간

5일

관련 자격증

VMware Certified Professional 6.5 – Data
Center Virtualization (VCP6.5-DCV)

지금 등록하십시오.

이 5일간의 심화 교육 과정은 VMware vSphere® 관리 기술을 기초
수준에서 고급 수준으로 높여줍니다. 또한 VMware vSphere: Install,
Configure, Manage [V6.7]의 설치 및 구성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가용성이 높고 확장 가능한 가상 인프라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고급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강의와 Hands-on Lab의 조합을 통해
수강자가 직접 vSphere 6.7을 설치, 구성 및 관리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아울러 확장 가능한 인프라의 기본 토대를 만들어주는 기능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모든 규모의 조직에서 VMware ESXi™ 6.7 및 VMware
vCenter Server® 6.7이 포함된 vSphere 6.7을 사용하여 vSphere
인프라를 관리하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관리자, 엔지니어

수준

Professional

시간

5일

관련 자격증

VMware Certified Professional 6.5 – Data
Center Virtualization (VCP6.5-DCV)

지금 등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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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vSphere: Fast Track [V6.7]
이 5일간의 심화 교육 과정은 VMware vSphere® 관리 기술을 기초
수준에서 고급 수준으로 높여줍니다. 또한 가장 인기 있는 과정의 설치
및 구성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가용성이 높고 확장 가능한 가상 인프라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고급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강의와
Hands-on Lab의 조합을 통해 수강자가 직접 vSphere 6.7을 설치,
구성 및 관리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아울러 완벽하게 확장 가능한
인프라의 기본 토대를 만들어주는 기능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모든 규모의 조직에서 VMware ESXi™ 6.7 및 VMware vCenter
Server® 6.7이 포함된 vSphere 6.7을 사용하여 vSphere 인프라를
관리하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관리자, 엔지니어

수준

Professional

시간

5일

VMware Advanced Skills for vSphere Professional
Workshop [V6.7]
이 5일간의 워크샵은 VMware Certified Advanced Professional —
Data Center Virtualization Deploy 2018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실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과정은
모든 시험 목표를 다루며 다양한 VMware vSphere® 관리 및 구성
문제와 관련된 가장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관리자, 엔지니어

수준

Advanced

시간

5일

관련 디지털 배지

VCAP-DCV 2018

지금 등록하십시오.

지금 등록하십시오.

VMware vSphere: Practitioner Workshop [V6.7]
이 3일간의 워크샵에서는 시스템 관리자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다양한
작업을 다루며, 해당 작업에는 기존의 기본 VMware vSphere® 환경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 일반적인 문제 해결 작업이 포함됩니다. 또한
VMware vSphere: Install, Configure, Manage [V6.7] 과정에서 배운
개념을 적용하고 기술과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관리자, 엔지니어

수준

Professional

시간

3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무료 평가판 시작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교육을 받으십시오
VMware Customer Connect Learning에서
새로운 디지털 교육 옵션을 살펴보십시오.

vmware.com/go/connect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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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vRealize Automation: Install, Configure, Manage
[V8]

VMware vRealize Automation: Orchestration and
Extensibility [V8.1]

이 5일간의 과정은 VMware vRealize® Automation™의 설치, 구성
및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vRealize Automation을 사용하여
여러 데이터 센터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전반에 걸쳐 가상 머신,
애플리케이션 및 맞춤형 IT 서비스를 자동화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5일간의 과정은 VMware vRealize® Orchestrator™를 사용하여
VMware vRealize® Automation™의 기능을 확장하는 방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vRealize Automation 이벤트 브로커를 사용하여
XaaS(Anything as a Service)를 제공하고 머신 수명주기 확장성을
구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vRealize Orchestrator
워크플로우를 생성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는 기본
스크립트 작성 구현 및 해당 환경에서 사용할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논리 처리 등을 다룹니다. 이 과정은 vRealize Orchestrator에서
디버깅, 루프, 조건 및 사용자 상호 작용을 구현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관리자, 엔지니어

수준

Advanced

시간

5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온디맨드 자습형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관리자, System Integrator

수준

Professional

시간

5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VMware vRealize Automation: Advanced Features and
Troubleshooting [V8.x]
이 5일간의 과정은 VMware vRealize® Automation™: Install,
Configure, Manage 과정의 후속 교육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용자
시스템을 배포하고 vRealize Automation을 다른 플랫폼과 상호
작용하는 vRealize Automation의 고급 기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VMware vRealize® Suite Lifecycle Manager™를 사용하여 기업
수준의 클러스터 환경을 배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Hands-on Lab 중심입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시스템 관리자, System Integrator

수준

Professional

시간

5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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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vRealize Automation: Install, Configure, Manage
[V7.6]

VMware vRealize Automation: Orchestration and
Extensibility [V7.6]

이 5일간의 과정은 VMware vRealize® Automation™의 설치,
구성 및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셀프 서비스 프로비저닝 및 사전
정의된 가상 머신,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및 온디맨드 VMware NSX®
네트워크가 포함된 카탈로그 서비스의 생성을 포함하여 vRealize
Automation 플랫폼의 구성과 사용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VMware vRealize® Orchestrator™를 사용하여 vRealize
Automation과 다른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여 워크플로우를
활용하고 승인 주기를 생성하고 리소스 절감을 위해 머신 수명주기를
관리하는 방법이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Software-Defined Data
Center의 구성 요소로서 자동화의 이점을 활용하는 방법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5일간의 과정은 VMware vRealize® Orchestrator™를 사용하여
VMware vRealize® Automation™의 기능을 확장하는 방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vRealize Automation 이벤트 브로커를 사용하여
XaaS(Anything as a Service)를 제공하고 머신 수명주기 확장성을
구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vRealize Orchestrator
워크플로우를 생성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며, 기본 스크립트 작성 구현
및 해당 환경에서 사용할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논리 처리 등을
다룹니다. 이 과정은 vRealize Orchestrator에서 디버깅, 루프, 조건
및 사용자 상호 작용을 구현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관리자, 엔지니어

수준

Professional

시간

5일

관련 자격증

VMware Certified Professional 7 – Cloud
Management and Automation (VCP7-CMA)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관리자, 엔지니어, Integrator

수준

Professional

시간

5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VMware vRealize Automation: Design and Deploy [V7.6]
지금 등록하십시오.

온디맨드 자습형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현재 제공되고 있음
VMware vRealize Automation: Install, Configure, Manage [V7.6] –
On Demand 과정을 VMware Store에서 구매하고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이 5일간의 교육 과정은 VMware vRealize® Automation™의 분산
아키텍처 배포를 사용하여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를 설계하고 배포하는
방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여러 가지 사용 가능한 설계 대안의 이점과
리스크에 대해 논의하고 올바른 설계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검증된 접근 방식에 따라 가용성, 확장성, 관리 용이성
및 보안성이 보장되는 동시에 VMware 모범 사례를 따라 구성되는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를 설계하고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과정을
통해 다른 참가자와 협력하여 실제 프로젝트에서 vRealize Automation
솔루션을 설계하고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을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아키텍트, 컨설턴트, 파트너

수준

Advanced, Expert

시간

5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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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vRealize Log Insight: Deploy and Manage [V4.7]
이 2일간의 교육 과정에서는 VMware vRealize® Log Insight™의 구축,
사용 및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vRealize Log Insight를 구성하고
다양한 종류의 VMware 및 타사 제품의 로그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vRealize Log Insight와
다른 시스템의 상호 작용을 통해 데이터 센터를 모니터링, 문제 해결,
보호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관리자, 아키텍트, 엔지니어

수준

Professional

시간

2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VMware vRealize Operations: What’s New [V6.6 to V7] –
On Demand
이 과정에서는 VMware vRealize® Operations™ 버전 7.0에 적용된
제품 개선 요소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용량 엔진과 워크로드 최적화
엔진에 적용된 용량 개념 및 개선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과정은
VMware vSphere® Optimization Assessment 및 Upgrade
Readiness Assessment와 같은 평가 툴을 다루고 있으며, 아울러
SDDC Management Health 솔루션, VMware vRealize® Operations
Management Pack™ for Service Discovery, VMware vRealize®
Orchestrator™ 및 페더레이션과 같은 관리 팩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과정은 제품을 최적 활용하게 해 주는 버전 7.0의 새로운
기능과 개선 요소를 사용하고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공 방식

구독

역할

관리자, 엔지니어

수준

Professional

시간

30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Lab Connect를 통해 실습 과정에 등록하십시오.

VMware vRealize Operations: Install, Configure, Manage
[V8]
이 5일간의 과정은 사용자 지정 및 관리를 비롯한 고급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VMware vRealize®의 아키텍처와 vRealize Operations™를
배포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과정은 실제 사용
사례를 통해 인증서, 용량 개념 및 워크로드 최적화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시보드를 이용한 문제 해결 및 구성 관리 방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은 SDDC Management Health 솔루션,
VMware vRealize® Service Discovery™ Management Pack 및
VMware vRealize® Orchestrator™ 등에 사용되는 관리 팩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관리자, 엔지니어

수준

Advanced

시간

5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온디맨드 자습형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자격증의 혜택

설문 대상 전문가의 34%가 자격증으로 인해 자신의
급여가 인상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증명된 자격증의 실제적 혜택에 대한 그 외의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정보
© 2020 Pearson Education, Inc. or its affiliate(s). All rights reserved.
Reproduced with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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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vRealize Operations: Install, Configure, Manage
[V7]
VMware vSphere®에 익숙한 사용자를 위한 이 5일간의 교육 과정은
VMware vRealize® Operations™를 문제 분석 및 예측 툴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교육 과정은 VMware ESXi™ 6.7, VMware
vCenter Server® 6.7 및 vRealize Operations 7.0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사용자 지정, 관리 등의 고급 기능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VMware vRealize Operations for Administrators [V7]
이 2일간의 교육 과정은 VMware vRealize® Operations™를 사용하여
VMware vSphere® 환경의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시스템 관리자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vRealize Operations를 문제 분석 및 예측 툴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과정은 VMware ESXi™ 6.7,
VMware vCenter Server® 6.7 및 vRealize Operations 7.0을
기반으로 합니다.
참고: VMware vRealize Operations: Install, Configure, Manage
과정을 이수한 경우, 내용이 중복되므로 이 과정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관리자, 엔지니어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수준

Professional

역할

관리자

시간

5일

수준

Professional

관련 자격증

VMware vRealize Operations 2017 Specialist

시간

2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지금 등록하십시오.

온디맨드 자습형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온디맨드 자습형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Lab Connect를 통해 실습 과정에 등록하십시오.

Lab Connect를 통해 실습 과정에 등록하십시오.

현재 제공되고 있음

현재 제공되고 있음

VMware vRealize Operations: Install, Configure, Manage [V7] –
On Demand 과정을 VMware Store에서 구매하고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VMware vRealize Operations for Administrators [V7] – On Demand
과정을 VMware Store에서 구매하고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VMware 교육을 통해 제품 사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제품을
더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기업 및 기관에서 이미 구매한 기능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서버 관리자, 중간 규모의 의료 서비스 기업

자세한 내용은 vmware.com/learning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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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vRealize Operations and vSAN Integration
Workshop

VMware vRealize Suite Lifecycle Manager: Install,
Configure, Manage [V8.0]

이 2일간의 과정에서는 VMware vRealize® Operations Manager™
7.0을 사용 및 구성하여 VMware vSAN™ 6와 통합하는 방법에 더하여
vSAN과 관련된 vRealize Operations Manager의 개념 및 실제 적용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2일간의 과정은 VMware vRealize® Suite Lifecycle Manager™의
설치, 구성 및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실습 교육 방식으로 진행되며,
VMware vRealize Operations™, VMware vRealize Log Insight™
및 VMware vRealize Automation™과 같은 제품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수강자는 기업의 vRealize 인프라를 관리하기 위한
준비를 갖출 수 있습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관리자

수준

Professional

시간

2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온디맨드 자습형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관리자, 엔지니어

수준

Professional

시간

2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현재 제공되고 있음

온디맨드 자습형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VMware vRealize Operations and vSAN Integration Workshop –
On Demand 과정을 VMware Store에서 구매하고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Lab Connect를 통해 실습 과정에 등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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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Site Recovery Manager: Install, Configure,
Manage [V8.2]
이 2일간의 실습 교육 과정은 숙련된 VMware vSphere® 관리자를
대상으로 VMware Site Recovery Manager™ 8.2의 설치, 구성 및
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Site Recovery Manager를
사용하는 재해 복구 계획을 작성하고 테스트하는 방법도 설명합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관리자, 아키텍트, Integrator, 엔지니어

수준

Professional

시간

2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온디맨드 자습형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현재 제공되고 있음
VMware Site Recovery Manager: Install, Configure, Manage [V8.2] –
On Demand 과정을 VMware Store에서 구매하고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VMware Cloud Director: Advanced Workshop [V10.2]
이 5일간의 실습 교육 과정에서는 VMware Cloud Director™ 기반의
클라우드 솔루션을 설계 및 활용하는 고급 지식, 기술 및 툴 사용법을
제공합니다. 고급 클라우드 아키텍처에 대해 배우는 것 외에도 수강생은
VMware Cloud Director와 VMware Cloud Director Availability™,
VMware vRealize® Orchestrator™, VMware vRealize®
Operations™(테넌트 앱 포함), VMware NSX-T™ Data Center,
VMware NSX® Advanced Load Balancer™와의 통합에 대해
배웁니다. 이 과정에서는 VMware Cloud Director 환경에서 VMware
NSX® Data Center for vSphere®에서 NSX-T Data Center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서비스 공급업체 환경 내에서
NSX Advanced Load Balancer를 이용하고 통합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 과정에서는 vRealize Operations Tenant App과 VMware Cloud
Director Availability에 대한 고급 노하우 외에도 VMware Cloud
Director에서의 워크플로우 확장성 및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강의에서 다루는 모든 주제에 대해 모든 제품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심화 Hands-on Lab을 수행하게 됩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관리자, 아키텍트

수준

Advanced

시간

5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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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Cloud Director: Install, Configure, Manage
[V10.1]

VMware vCloud Director: Install, Configure, Manage
[V9.7]

이 5일간의 교육 과정에서는 VMware Cloud Director™ 9.x의 설치,
구성 및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기업 및 기관, 가상 데이터 센터
(VDC), 사전 정의된 가상 머신 및 온디맨드 VMware NSX® 네트워크가
포함된 카탈로그 서비스의 생성 및 셀프서비스 프로비저닝에 대해
다룹니다. 이 과정에서는 다양한 API를 사용하는 다른 시스템과
VMware Cloud Director와의 인터페이싱 및 VMware Cloud Director
Availability™의 통합 및 사용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또한 VMware
Cloud Director용 다중 사이트, 교차 VDC 네트워킹 관리 방법과 중앙
관리 지점을 구성하여 VMware Cloud Director의 테넌트 및 공급업체
사용자용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를 정의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이 과정에서는 VMware vRealize® Operations™, Tenant vApp 및
VMware vRealize® Log Insight™를 사용하여 다양한 VMware Cloud
Director 객체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이 5일간의 교육 과정에서는 Service Provider용 VMware vCloud
Director® 9.x의 설치, 구성 및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기업,
가상 데이터 센터, 사전 정의된 가상 머신 및 온디맨드 VMware NSX®
네트워크가 포함된 카탈로그 서비스의 생성 및 셀프서비스 프로비저닝에
대해 다룹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아키텍트, 시스템 엔지니어, 관리자

수준

Professional

시간

5일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관리자, 아키텍트, 엔지니어

수준

Professional

시간

5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온디맨드 자습형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지금 등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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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vCloud Director: Tenant Operations [V10.x]

VMware vCloud NFV with vCloud Director [V9.7]

이 5일간의 교육 과정에서는 VMware vCloud Director® for Service
Providers 10.x 테넌트 작업의 구성 및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셀프서비스 프로비저닝, 특정 기업 및 기관 가상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생성, vApp 및 해당 네트워크, 사전 정의된 가상 머신이 포함된 카탈로그
서비스 및 온디맨드 VMware NSX® 네트워크에 대해 다룹니다.

이 실습 교육 과정에서는 네트워크 서비스 기능을 가상화하기 위해 가상화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지정하는 네트워크 아키텍처 개념인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NFV)에 대해 논의합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데이터 센터 관리자, 시스템 엔지니어, 테넌트 관리자

수준

Professional

시간

5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관리자, 아키텍트, 엔지니어

수준

Professional

시간

5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온디맨드 자습형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온디맨드 자습형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Lab Connect를 통해 실습 과정에 등록하십시오.

비공개 VMware 교육을 통한 가치 극대화

개별 교육이야말로 많은 직원을 한꺼번에 교육할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방식이 필요한 기업에 딱 맞는 옵션입니다.
공개된 일반 수업을 하는 것보다 수강생당 비용이 적게 들고, 특정 필요에 맞게 콘텐츠를 조정할 수 있으며, 수업
일정도 VMware 입장이 아니라 교육을 받는 직원들이 편한 일정에 맞게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상의하여
교육 일정과 장소를 맞출 수 있어 주요 업무를 맡은 직원의 자리 이탈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지금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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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클라우드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 엣지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실행 위치와 관계없이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연결하고
보호하십시오.
소프트웨어에서 완전하게 정의되는 네트워크를 이용해 비즈니스를
강화하십시오. 동급 최고의 VMware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된 가상
클라우드 네트워크는 기본적인 물리적 인프라에 대해 독립적인 수평
확장 방식으로 프라이빗, 퍼블릭, 엣지/브랜치 클라우드에 걸쳐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연결하고 보호합니다.

VMware NSX-T Data Center: Install, Configure, Manage
[V3.0]
이 5일간의 속성 과정에서는 VMware NSX-T™ Data Center 환경을
설치, 구성 및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포괄적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은 전반적인 인프라, 논리적 스위칭, 논리적 라우팅, 네트워킹 및 보안
서비스, 마이크로 세분화 및 방화벽 등을 비롯하여 NSX-T Data Center
3.0 릴리스에서 제공되는 주요 NSX-T Data Center 특징 및 기능에 대해
다룹니다. 또한 Hands-on Lab을 통해 Software-Defined Data Center
환경에 액세스하여 과정에서 다룬 기술과 개념을 복습할 수 있습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시스템 관리자, 네트워크 관리자

수준

Professional

시간

5일

VMware NSX-T Data Center: Design [V3.0]
이 5일간의 과정에서는 Software-Defined Data Center 전략의
일부로서 VMware NSX-T™ Data Center 환경을 설계할 때의 고려
사항 및 관례에 관한 포괄적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수강자는 설계 원칙, 프로세스 및 프레임워크를 비롯하여 NSX-T Data
Center 3.0 릴리스를 통해 제공되는 NSX-T Data Center 설계를
이끌어갈 기술을 미리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NSX-T Data Center
아키텍처 및 이 아키텍처를 활용하여 고객의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방법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네트워크 및 보안 아키텍트

수준

Professional

시간

5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신규 VMware NSX-T Data Center: Migration from NSX
Data Center for vSphere
이 3일간의 실습 교육 과정은 현재 VMware NSX® Data Center for
vSphere® 환경을 VMware NSX-T™ Data Center로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데 필요한 스킬, 기술,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다양한 마이그레이션 접근 방식 중에서 선택하여 현재 환경에 가장
적합한 마이그레이션 유형을 수행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또한 일반적인
마이그레이션 문제 및 해결 방법을 다룹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관리자

온디맨드 자습형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수준

Advanced

Lab Connect를 통해 실습 과정에 등록하십시오.

시간

3일

관련 자격증

VMware Certified Professional – Network
Virtualization

지금 등록하십시오.

지금 등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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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NSX-T Data Center: Troubleshooting and
Operations [V3.0]

VMware NSX-T Data Center: Install, Configure, Manage
[V2.4]

이 5일간의 실습 교육 과정에서는 VMware NSX-T™ Data Center
환경의 운영과 문제 해결에 필요한 고급 지식, 기술 및 툴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네트워킹 및 보안 구조의 워크플로우와 함께 NSX-T Data
Center의 관리와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여러 운영 및 문제 해결 툴이
이 과정을 통해 소개됩니다. 또한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유형의
기술 문제를 식별, 분석,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5일간의 속성 과정에서는 VMware NSX-T™ Data Center 환경을
설치, 구성 및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포괄적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 교육
과정은 전반적인 인프라, 논리적 세그먼트, 논리적 라우터, 네트워킹 및
보안 서비스, 마이크로 세분화 및 방화벽 등을 비롯하여 NSX-T Data
Center 2.4 릴리스에서 제공하는 주요 NSX-T Data Center 특징 및
기능에 대해 다룹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시스템 관리자, 네트워크 관리자

수준

Professional

시간

5일

또한 Hands-on Lab을 통해 Software-Defined Data Center 환경에
액세스하여 과정에서 다룬 기술과 개념을 복습할 수 있습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관리자

수준

Professional

지금 등록하십시오.

시간

5일

온디맨드 자습형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관련 디지털 배지

VCP-NV 2019

Lab Connect를 통해 실습 과정에 등록하십시오.

지금 등록하십시오.

온디맨드 자습형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현재 제공되고 있음
VMware NSX-T Data Center: Install, Configure, Manage [V2.4] –
On Demand 과정을 VMware Store에서 구매하고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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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NSX-T Data Center: Design [V2.4]
이 5일간의 과정에서는 Software-Defined Data Center 전략의
일부로서 VMware NSX-T™ Data Center 환경을 설계할 때의 고려
사항 및 관례에 관한 포괄적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수강자는 설계 원칙, 프로세스 및 프레임워크를 비롯하여 NSX-T Data
Center 2.4 릴리스를 통해 제공되는 NSX-T Data Center 설계를
이끌어갈 기술을 미리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NSX-T Data Center
아키텍처 및 이 아키텍처를 활용하여 고객의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방법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관리자, 아키텍트, 엔지니어

수준

Professional, Advanced

시간

5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VMware NSX-T Data Center: Troubleshooting and
Operations [V2.4]
이 5일간의 실습 교육 과정에서는 VMware NSX-T™ Data Center
환경의 운영과 문제 해결에 필요한 고급 지식, 기술 및 툴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네트워킹 및 보안 구조의 워크플로우와 함께 NSX-T Data
Center의 관리와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여러 운영 및 문제 해결 툴이
이 과정을 통해 소개됩니다. 또한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유형의
기술 문제를 식별, 분석,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관리자

수준

Professional

시간

5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온디맨드 자습형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현재 제공되고 있음
VMware NSX-T Data Center: Troubleshooting and Operations [V2.4] –
On Demand 과정을 VMware Store에서 구매하고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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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NSX: Install, Configure, Manage [V6.4]
VMware NSX®를 Software-Defined Data Center의 한 요소로
설명하는 이 5일간의 종합 속성 교육 과정에서는 NSX의 논리적 스위칭을
사용하여 스위칭 환경을 가상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여러
가상 환경 사이의 동적 라우팅을 가능하게 해 주는 논리적 라우팅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룹니다. 그 외에도, 게이트웨이 서비스, 방화벽 구성
및 보안 서비스를 사용하여 NSX 환경을 보호하고 최적화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관리자, 엔지니어, 아키텍트

수준

Professional

시간

5일

관련 자격증

VMware Certified Professional 6 – Network
Virtualization (VCP6-NV)

지금 등록하십시오.

VMware NSX: Install, Configure, Manage plus
Troubleshooting and Operations Fast Track [V6.4]
이 5일간의 심화 교육 과정에서는 VMware NSX® 배포의 구성 및 문제
해결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NSX를 Software-Defined Data Center의
일부로 설명합니다. 또한 NSX의 논리적 스위칭을 사용하여 스위칭
환경을 가상화하는 방법과 게이트웨이 서비스, 방화벽 구성 및 보안
서비스를 사용하여 NSX 환경을 보호하고 최적화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강자가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식별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여러 가지 유형의 기술적 문제가 제시되며, 나아가
여러 가지 운영, 관리 및 문제 해결 툴이 소개됩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관리자, 엔지니어

수준

Advanced

시간

5일

관련 자격증

VMware Certified Professional 6 – Network
Virtualization (VCP6-NV)
VMware Certified Advanced Professional 6 –
Network Virtualization Deployment (VCAP6NV Deploy)

온디맨드 자습형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Lab Connect를 통해 실습 과정에 등록하십시오.
지금 등록하십시오.
현재 제공되고 있음
VMware NSX: Install, Configure, Manage [V6.4] – On Demand 과정을
VMware Store에서 구매하고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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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NSX: Troubleshooting and Operations [V6.4]
이 5일간의 실습 교육 과정에서는 VMware NSX® 6.4 환경의 운영과
문제 해결에 필요한 고급 지식과 기술, 툴 사용법을 습득하고 여러 가지
운영, 관리 및 문제 해결 툴을 소개하며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유형의 기술 문제를 식별, 분석,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관리자, 엔지니어

수준

VMware Introduction to Application Delivery Controller
with NSX Advanced Load Balancer
이 1일 과정에서는 VMware NSX® Advanced Load Balancer™
솔루션의 아키텍처와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Hands-on Lab을 통해
로드 밸런싱에 대한 기초 지식을 확고히 다지고 NSX Advanced Load
Balancer에서 제공하는 가장 일반적인 로드 밸런싱 기능을 사용해 봅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Professional

역할

시스템 관리자, 네트워크 관리자

시간

5일

수준

Professional

관련 자격증

VMware Certified Professional 6 – Network
Virtualization (VCP6-NV)

시간

1일

VMware Certified Advanced Professional 6 –
Network Virtualization Deployment (VCAP6NV Deploy)

지금 등록하십시오.

온디맨드 자습형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지금 등록하십시오.

VMware NSX Advanced Load Balancer: Global Server
Load Balancing Design and Deploy
이 3일간의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설계 프로세스와 프레임워크 및
구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수강자가 VMware NSX® Advanced Load
Balancer™ 글로벌 서버 로드 밸런싱 설계 및 배포 프로젝트를 리드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도록 해 줍니다. 또한 전반적인 Software-Defined
Data Center 설계의 일부로서 글로벌 서버 로드 밸런싱에 관한 설계 및
배포상의 고려 사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NSX Advanced
Load Balancer 18.2 릴리스에서 제공되는 주요 NSX Advanced Load
Balancer 글로벌 서버 로드 밸런싱 특징 및 기능에 대해 다룹니다.
또한 Hands-on Lab을 통해 Software-Defined Data Center 환경에
액세스하여 과정에서 다룬 기술과 개념을 복습할 수 있습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시스템 관리자, 네트워크 관리자

수준

Professional

시간

3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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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NSX Advanced Load Balancer: Infrastructure
and Application Automation

VMware NSX Advanced Load Balancer: Install, Configure,
Manage plus Troubleshooting and Operations Fast Track

이 3일간의 속성 과정에서는 VMware NSX® Advanced Load
Balancer™ 솔루션의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를 자동화하는
방법에 관한 포괄적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은 NSX Advanced
Load Balancer 18.2 릴리스에서 제공되는 주요 NSX Advanced Load
Balancer 애플리케이션 제공 특징 및 기능에 대해 다룹니다. 이 과정은
REST API, SDK 또는 Ansible, Terraform 등의 자동화 솔루션을
활용하여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의 자동화를 계획하고
구현하는 방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Hands-on Lab을 통해
Software-Defined Data Center 환경에 액세스하여 과정에서 다룬
기술과 개념을 복습할 수 있습니다.

이 5일간의 속성 과정에서는 VMware NSX® Advanced Load
Balancer™ 솔루션을 설치, 구성 및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포괄적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은 NSX Advanced Load Balancer 18.2
릴리스에서 제공되는 주요 NSX Advanced Load Balancer 특징 및
기능에 대해 다룹니다. 전체 인프라, 가상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 글로벌 서버 로드 밸런싱, 다양한 클라우드 커넥터에 대해 설명하고,
애플리케이션 문제 해결 및 솔루션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유형의 기술 문제를 식별, 분석,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Hands-on Lab을 통해 Software-Defined Data
Center 환경에 액세스하여 과정에서 다룬 기술과 개념을 복습할 수
있습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시스템 관리자, 네트워크 관리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DevOps 엔지니어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방문 교육

역할

시스템 관리자, 네트워크 관리자

수준

Professional

수준

Professional

시간

3일

시간

5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지금 등록하십시오.

VMware NSX Advanced Load Balancer: Install, Configure,
Manage

VMware NSX Advanced Load Balancer: Troubleshooting
and Operations

이 5일간의 속성 과정에서는 VMware NSX® Advanced Load
Balancer™ 솔루션을 설치, 구성 및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포괄적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은 NSX Advanced Load Balancer 18.2
릴리스에서 제공되는 주요 NSX Advanced Load Balancer 특징 및
기능에 대해 다룹니다. 전체 인프라, 가상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 글로벌 서버 로드 밸런싱, 다양한 클라우드 커넥터에 대해 설명하고,
애플리케이션 문제 해결 및 솔루션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또한 Hands-on Lab을 통해 Software-Defined Data Center 환경에
액세스하여 과정에서 다룬 기술과 개념을 복습할 수 있습니다.

이 3일간의 실습 교육 과정에서는 VMware NSX® Advanced Load
Balancer™ 솔루션의 운영과 문제 해결에 필요한 고급 지식과 기술,
툴 사용법을 습득하고 여러 가지 운영, 관리 및 문제 해결 툴을 소개하며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유형의 기술 문제를 식별, 분석,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시스템 관리자, 네트워크 관리자

수준

Professional

시간

5일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시스템 관리자, 네트워크 관리자

수준

Professional

시간

3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지금 등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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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NSX Advanced Load Balancer: Web Application
Firewall Security
이 3일간의 과정에서는 VMware NSX® Advanced Load Balancer™
솔루션의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구성 요소를 구성하고, 유지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관한 포괄적인 교육을 제공하며 추가적인 보안
관련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과정은 전체 인프라, 가상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뿐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문제 해결 및 솔루션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NSX Advanced Load Balancer 18.2 릴리스에서
제공되는 주요 NSX Advanced Load Balancer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특징 및 기능에 대해 다룹니다. 또한 Hands-on Lab을 통해 SoftwareDefined Data Center 환경에 액세스하여 과정에서 다룬 기술과 개념을
복습할 수 있습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시스템 관리자, 네트워크 관리자, 보안 전문가

수준

Professional

시간

3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VMware SD-WAN: Deploy and Manage
이 1일 과정에서는 VMware SD-WAN™의 아키텍처와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비즈니스 정책, 트래픽 리디렉션 및 네트워크 서비스 삽입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성능 보장과 같은 VMware SD-WAN의 핵심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Hands-on Lab을 제공합니다.

신규 VMware SD-WAN: Design and Deploy v3.x
고객은 확장 가능하고 안전하며 관리 가능한 VMware SD-WAN™을
요구합니다. 성공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려면 VMware SD-WAN
아키텍처를 이해하고, 이 기능이 고객 사용 사례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하며, 쉽게 배포, 관리, 확장할 수 있는 VMware
SD-WAN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네트워크 디자이너, 네트워크 관리자

수준

Advanced

시간

3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신규 VMware vRealize Network Insight: Install, Configure,
Manage [V6.0]
이 2일간의 실습 과정에서는 VMware vRealize® Network Insight™를
배포 및 사용하는 기술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고가용성 보안
인프라를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또한 vRealize Network
Insight의 기능, 구성 요소, 아키텍처 및 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사용하여 일상적인 운영 및 문제 해결 작업을 간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네트워크 운영자, 관리자, 디자이너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ILT, 방문 교육, 자습형

수준

Professional

역할

관리자, 엔지니어

시간

2일

수준

Professional

시간

1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지금 등록하십시오.

온디맨드 자습형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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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vRealize Network Insight: Install, Configure,
Manage [V5.0]

디지털 워크스페이스

이 2일간의 실습 과정에서는 VMware vRealize® Network Insight™를
배포 및 사용하는 기술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고가용성 보안
인프라를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또한 vRealize Network
Insight의 기능, 구성 요소, 아키텍처 및 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사용하여 일상적인 운영 및 문제 해결 작업을 간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모든 기기에서 안전한 소비자 친화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십시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관리자, 엔지니어

수준

Professional

시간

2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온디맨드 자습형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IT팀에서 최종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모든
기기에 직원들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워크스페이스 솔루션은 최신 클라우드 기반 관리 기술의
이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플랫폼, 위치, 기기 소유권 모델 간 확장할 수
있는 즉시 사용 가능한 셀프 서비스 환경을 제공합니다.

VMware App Volumes and Dynamic Environment
Manager
이 3일간의 교육 과정을 통해 VMware App Volumes™ 및 VMware
Dynamic Environment Manager™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App Volumes를 사용하여 몇
초 만에 데스크톱 및 사용자에게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대규모로
제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에서 업데이트 및 교체까지
애플리케이션 수명주기를 관리하는 기술과 함께 Dynamic Environment
Manager를 사용하여 가상 환경, 물리적 환경 및 클라우드 기반 환경에서
개인화 및 동적 정책 구성을 제공하여 최종 사용자 프로필 관리를
간소화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관리자, Integrator

수준

Professional

시간

3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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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Horizon 8: Skills for Virtual Desktop
Management
이 3일간의 실습 과정은 단일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 플랫폼을 통해
가상 데스크톱과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기술에 대해 배우며, 강의와
Hands-On Lab의 조합을 통해 VMware Horizon® 8을 구성 및
관리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가상 머신 풀을 구성 및 배포하는
방법, 최종 사용자에게 맞춤형 데스크톱 환경을 제공하는 방법 등도 배울
수 있습니다.

VMware Horizon 8: Infrastructure Administration
이 2일간의 실습 과정에서는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 플랫폼을 설치
및 구성하는 기술에 대해 배웁니다. 강의와 Hands-On Lab을 통해
VMware Horizon®을 설치 및 구성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VMware Horizon® Connection Server™, VMware Unified Access
Gateway™의 설치 및 구성법, Horizon용 로드 밸런싱 장치 구성법,
클라우드 포드 아키텍처 구축법 등을 배웁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시스템 운영자, 관리자, 아키텍트

역할

시스템 운영자, 관리자, 아키텍트

수준

Professional

수준

Professional

시간

2일

시간

3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지금 등록하십시오.

온디맨드 자습형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온디맨드 자습형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Lab Connect를 통해 실습 과정에 등록하십시오.

Lab Connect를 통해 실습 과정에 등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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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Horizon 8: Deploy and Manage

VMware Horizon 8: Virtual Desktop Troubleshooting

이 과정은 VMware Horizon 8: Skills for Virtual Desktop
Management와 VMware Horizon 8: Infrastructure Administration
을 조합한 5일간의 과정입니다. 이 통합 교육은 단일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 플랫폼을 통해 가상 데스크톱과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실제
기술을 제공합니다. 강의와 Hands-On Lab을 통해 VMware Horizon®
8을 구성 및 관리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가상 머신 풀을 구성 및
배포하는 방법, 최종 사용자에게 맞춤형 데스크톱 환경을 제공하는 방법
등도 배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 플랫폼의 설치 및
구성법도 배우게 됩니다. VMware Horizon® Connection Server™,
VMware Unified Access Gateway™의 설치 및 구성법, Horizon용
로드 밸런싱 장치 구성법, 클라우드 포드 아키텍처 구축법 등을 배웁니다.

이 2일간의 과정에서는 VMware Horizon® 환경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문제 해결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수강생들은 일련의 실습에 참여해
기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습은 실제 문제 해결 사용 사례를
반영합니다. 수강생들은 이러한 실습을 통해 가상 데스크톱 관리자 및
운영자가 직면하는 일반적인 과제를 관리하는 지식과 실질적인 기술을
갖추게 됩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시스템 운영자, 관리자, 아키텍트

수준

Professional

시간

5일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시스템 운영자, 관리자, Integrator

수준

Professional

시간

2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온디맨드 자습형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Lab Connect를 통해 실습 과정에 등록하십시오.

지금 등록하십시오.

온디맨드 자습형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VMware Horizon 8: Deploy and Manage plus App
Volumes Fast Track

신규 VMware Horizon 8: Virtual Desktop Bootcamp

이 5일간의 속성 실습 교육 과정은 VMware Horizon® 8: Skills for
Virtual Desktop Management, VMware Horizon 8: Infrastructure
Administration, VMware App Volumes™, VMware Dynamic
Environment Manager™를 조합한 과정입니다. 8일치 내용이 5일간의
연장 학습으로 전달됩니다.

VMware Horizon® 8: Virtual Desktop Bootcamp는 VMware
Horizon 8: Skills for Virtual Desktop Management와 VMware
Horizon 8: Virtual Desktop Troubleshooting이 통합된 5일간의
과정입니다. 이 통합 교육은 단일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 플랫폼을 통해
가상 데스크톱과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운영자, 관리자, 아키텍트

수준

Advanced

시간

5일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아키텍트, 운영자, 관리자

수준

Professional

시간

5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지금 등록하십시오.

과정 카탈로 그 | 35

V M w a re 학 습 과 정 카 탈 로 그 – 2 0 2 1년 1 월~3 월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Deploy and Manage on
Microsoft Azure

VMware Workspace ONE: Integrating the Digital
Workspace [V20.x]

이 5일간의 실습 교육에서는 VMware Horizon® Cloud Service™
on Microsoft Azure의 배포 및 관리 역량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및 능력을 습득하고, Horizon Cloud 관리 콘솔과 Microsoft Azure
포털의 사용을 위한 기술과 역량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2일간의 교육 과정에서는 VMware Workspace ONE® Access™
콘솔을 탐색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또한 Hands-On Lab,
시뮬레이션, 대화형 강의의 조합을 통해 엔터프라이즈 및 생산성 통합,
디지털 워크스페이스 통합, 인증 방식, 액세스 정책, 웹 및 가상 리소스
통합, 웹 리소스에 대한 싱글 사인온(SSO)을 구성하게 되고, 과정 전반에
걸쳐 ID 관리 및 액세스 관리 원칙을 다룹니다. 이 과정을 완료하면
Workspace ONE 솔루션을 효과적으로 구현하여 디지털 워크스페이스
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반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엔지니어, 관리자, 아키텍트, System Integrator

수준

Professional

시간

5일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관리자, 고객 영업 담당자, 솔루션 아키텍트, 솔루션
엔지니어, 영업 엔지니어, 컨설턴트

수준

Professional

시간

2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VMware Workspace ONE: Deploy and Manage [V20.x]
이 5일간의 교육 과정에서는 통합 Endpoint 활성화, 등록, 인증을
구성하고 보호하는 방법을 다루며, VMware Workspace ONE®과
업계에서 인정받는 엔터프라이즈 기술을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Hand-on Lab, 시뮬레이션, 대화형 강의의 조합을
통해 Endpoint 수명주기를 구성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볼 것이며,
과정 전반에 걸쳐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통합 Endpoint, ID 관리의
원칙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 과정을 완료하면 Workspace ONE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반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관리자, 고객 영업 담당자, 솔루션 아키텍트, 솔루션
엔지니어, 영업 엔지니어, 컨설턴트

수준

Professional

시간

5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온디맨드 자습형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Lab Connect를 통해 실습 과정에 등록하십시오.

지금 등록하십시오.

온디맨드 자습형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과정 카탈로 그 | 36

V M w a re 학 습 과 정 카 탈 로 그 – 2 0 2 1년 1 월~3 월

VMware Workspace ONE: Skills for Unified Endpoint
Management [V20.x]

VMware Workspace ONE: Unified Endpoint Management
Bootcamp [V20.x]

이 3일간의 교육 과정에서는 통합 Endpoint 활성화, 등록 및 리소스
통합을 구성하고 보호하는 방법을 다루며, VMware Workspace ONE®
UEM(Unified Endpoint Management) console과 업계에서 인정받는
엔터프라이즈 기술을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Hand-on
Lab, 시뮬레이션, 대화형 강의의 조합을 통해 Endpoint 수명주기를
구성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볼 것이며, 과정 전반에 걸쳐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및 통합 Endpoint의 원칙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 과정을
완료하면 Workspace ONE UEM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반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 5일간의 교육 과정은 3일짜리 VMware Workspace One:
Skills for Unified Endpoint Management 과정 및 2일짜리 VMware
Workspace ONE: Unified Endpoint Management Troubleshooting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수강자는 통합 Endpoint 활성화,
등록 및 리소스 통합을 구성하고 보호하는 한편으로 업계에서 인정받는
엔터프라이즈 기술을 VMware Workspace ONE® UEM(Unified
Endpoint Management) console과 통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Hand-on Lab, 시뮬레이션, 대화형 강의의 조합을 통해 Endpoint
수명주기를 구성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볼 것이며, Workspace ONE
UEM 플랫폼의 여러 가지 모든 구성 요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조사, 분석 및 확인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품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관리자가 제품
및 서비스의 통신 및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상태
관리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관리자, 고객 영업 담당자, 솔루션 아키텍트, 솔루션
엔지니어, 영업 엔지니어, 컨설턴트

수준

Professional

시간

3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온디맨드 자습형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관리자, 고객 영업 담당자, 솔루션 아키텍트, 솔루션
엔지니어, 영업 엔지니어, 컨설턴트

수준

Professional

시간

5일

Lab Connect를 통해 실습 과정에 등록하십시오.
지금 등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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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Workspace ONE: Unified Endpoint Management
Troubleshooting [V20.x]
이 2일간의 교육 과정에서는 VMware Workspace ONE® UEM(Unified
Endpoint Management) 플랫폼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조사, 분석 및 확인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제품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이해하면 관리자가 제품 및 서비스의 통신
및 작동 방식을 파악하여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상태 관리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서비스 유지 보수 및 관리의 중추적인 부분입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관리자, 고객 영업 담당자, 솔루션 아키텍트, 솔루션
엔지니어, 영업 엔지니어, 기술 지원 엔지니어,
컨설턴트

수준

Professional

시간

2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VMware Workspace ONE: Advanced Integration [V20.x]
이 5일간의 교육 과정에서는 고급 VMware Workspace ONE® 사용
사례 및 통합에 대한 학습과 함께 Workspace ONE과 통합될 수 있는
업계 표준 인증 프로토콜 및 기술을 다룹니다. 또한 Hand-on Lab,
시뮬레이션 및 대화형 강의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인증 방법과 시나리오,
타사 솔루션 및 ID 공급자와의 통합, 고급 Workspace ONE 구성 요소
구성 및 VMware Carbon Black과 VMware Horizon® 구성을 모두
파악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정 전반에 걸쳐 고급 자격 증명,
Endpoint 보안 및 액세스 관리의 원칙에 대해 살펴봅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관리자, 고객 영업 담당자, 솔루션 아키텍트, 솔루션
엔지니어, 영업 엔지니어, Workspace ONE 기술
지원 인력, 컨설턴트

수준

Professional

시간

5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온디맨드 자습형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온디맨드 자습형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Lab Connect를 통해 실습 과정에 등록하십시오.

Lab Connect를 통해 실습 과정에 등록하십시오.

과정 카탈로 그 | 38

V M w a re 학 습 과 정 카 탈 로 그 – 2 0 2 1년 1 월~3 월

VMware Workspace ONE: Design [V20.x]
이 1일간의 교육 과정에서는 VMware Workspace ONE® 솔루션 설계의
기초(일반적인 솔루션 설계 논리에 관한 내용), 솔루션 설계 프로세스 흐름
및 Workspace ONE UEM 사용 사례 영역에 대해 배웁니다. 또한 여러
대화형 강의의 조합을 통해 Workspace ONE 솔루션 설계 및 제공의
단계들을 파악하고, Workspace ONE 사용 사례 영역을 검토하고,
솔루션 설계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볼 것이며, 과정 전반에 걸쳐
Workspace ONE 솔루션 설계 원칙에 대해 살펴봅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솔루션 아키텍트, 솔루션 엔지니어, 영업 엔지니어,
컨설턴트

수준

Professional

시간

1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온디맨드 자습형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VMware Workspace ONE: Unified Endpoint Management
Troubleshooting, Advanced Integration and Design Fast
Track [V20.x]
이 5일간의 연장 과정에서는 VMware Workspace ONE® Access™
콘솔(구 명칭: VMware Identity Manager™ 콘솔)을 탐색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Hands-On Lab, 시뮬레이션, 대화형 강의의
조합을 통해 Workspace ONE® UEM(통합 Endpoint 관리) 플랫폼의
여러 가지 모든 구성 요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조사, 분석 및
확인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그 외에도, 엔터프라이즈 및 생산성 통합,
디지털 워크스페이스 통합, 인증 방식, 액세스 정책, 웹 및 가상 리소스
통합, VMware Carbon Black 및 웹 리소스에 대한 싱글 사인온(SSO)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과정을 통해 ID, Endpoint 및 액세스
관리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관리자, 고객 영업 담당자, 솔루션 아키텍트, 솔루션
엔지니어, 영업 엔지니어, 컨설턴트

수준

Professional

시간

5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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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내재화

VMware Carbon Black App Control Advanced
Administrator

인프라를 활용하여 Endpoint에서 클라우드에 이르기까지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이 1일간의 과정에서는 기업 및 기관의 보안 태세 및 기업 및 기관 내부
정책에 따라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VMware Carbon Black®
App Control™ 내에서 규칙을 구성하고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이 과정은 Carbon Black App Control의 서버 및
에이전트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다루고 정상적인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식별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이 과정을 이수하면 포괄적인 교과
과정 및 시나리오 기반의 Hands-On Lab을 통해 Carbon Black App
Control 제품을 기술적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를 활용하여 앱 및 데이터의 위치 또는 이동에 상관없이 적응형
보안을 제공하고,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엔드포인트를 원활하게
보호함으로써 사용자는 원하는 대로 유연하고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VMware Carbon Black App Control Administrator
이 1일간의 과정에서는 VMware Carbon Black® App Control™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 및 이 제품의 기능을 활용하여 기업 및 기관의 보안 태세 및
기업 및 기관 내부 정책에 따라 시스템을 구성하고 유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과정을 이수하면 포괄적인 교과 과정 및 시나리오
기반의 Hands-On Lab을 통해 Carbon Black App Control 제품을
기술적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시스템 관리자, 보안 운영 인력

수준

Professional

시간

1일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시스템 관리자, 보안 운영 인력

수준

Professional

시간

1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지금 등록하십시오.

온디맨드 자습형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Lab Connect를 통해 실습 과정에 등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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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Carbon Black Cloud Audit and Remediation

VMware Carbon Black Cloud Endpoint Standard

이 1일간의 과정에서는 VMware Carbon Black® Cloud Audit and
Remediation™ 제품을 사용하여 기업 및 기관의 보안 태세 및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IT 보안 관리, 인시던트 대응 및 취약점 평가를 위한 쿼리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이 과정을 이수하면 포괄적인 교과 과정
및 시나리오 기반의 Hands-On Lab을 통해 이 제품을 기술적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1일간의 과정에서는 VMware Carbon Black Cloud Endpoint™
Standard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 및 이 제품의 기능을 활용하여 기업
및 기관의 보안 태세 및 정책에 따라 시스템을 구성하고 유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과정을 이수하면 포괄적인 교과 과정 및
시나리오 기반의 Hands-On Lab을 통해 이 제품을 기술적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시스템 관리자, 보안 운영 인력

역할

시스템 관리자, 보안 운영 인력

수준

Professional

수준

Professional

시간

1일

시간

1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지금 등록하십시오.

온디맨드 자습형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온디맨드 자습형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Lab Connect를 통해 실습 과정에 등록하십시오.

Lab Connect를 통해 실습 과정에 등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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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Carbon Black Cloud Enterprise EDR

VMware Carbon Black EDR Administrator

이 1일간의 과정에서는 VMware Carbon Black® Cloud Enterprise
EDR™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 및 이 제품의 기능을 활용하여 기업 및
기관의 보안 태세 및 정책에 따라 시스템을 구성하고 유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과정을 이수하면 포괄적인 교과 과정 및
시나리오 기반의 Hands-On Lab을 통해 이 제품을 기술적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1일간의 과정에서는 VMware Carbon Black® EDR™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 및 이 제품의 기능을 활용하여 기업 및 기관의 보안 태세 및
정책에 따라 시스템을 구성하고 유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과정을 이수하면 포괄적인 교과 과정 및 시나리오 기반의 Hands-On
Lab을 통해 Carbon Black EDR 제품을 기술적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보안 운영 인력

역할

시스템 관리자, 보안 운영 인력

수준

Professional

수준

Professional

시간

1일

시간

1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지금 등록하십시오.

온디맨드 자습형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온디맨드 자습형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Lab Connect를 통해 실습 과정에 등록하십시오.

Lab Connect를 통해 실습 과정에 등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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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Carbon Black EDR Advanced Administrator

VMware Carbon Black Portfolio: Configure and Manage

이 1일간의 과정에서는 VMware Carbon Black® EDR™ 제품의 고급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사용법에는 통합 구성 및
API 사용 외에 관리 및 문제 해결을 위해 Linux 서버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얻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과정을 이수하면 포괄적인 교과 과정
및 시나리오 기반의 Hands-On Lab을 통해 Carbon Black EDR 제품을
기술적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기술적
측면의 백엔드 구성 및 유지 보수와 관련하여 기술적인 고급 주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5일간의 과정은 다음을 포함하는 VMware Carbon Black 제품
포트폴리오를 설치, 구성 및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시스템 관리자, 보안 운영 인력

수준

Professional

시간

1일

• VMware Carbon Black® App Control™ Administrator
• VMware Carbon Black® EDR™ Administrator
• VMware Carbon Black Cloud Endpoint™ Standard
• VMware Carbon Black® Cloud Audit and Remediation™
• VMware Carbon Black® Cloud Enterprise EDR™
기업 및 기관의 보안 태세와 기업 및 기관 정책에 따라 제품의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 과정을 이수하면 포괄적인 교과 과정,
Hands-On Lab 및 시나리오 기반의 실습을 통해 VMware Carbon
Black 포트폴리오를 기술적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등록하십시오.

VMware Carbon Black EDR Advanced Analyst
이 1일간의 과정에서는 인시던트 대응 중에 VMware Carbon Black®
EDR™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SANS PICERL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서버를 구성하고 가능한 인시던트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시나리오 기반의 심층적인 Hands-On Lab
을 통해 인시던트 전반에 걸쳐 Carbon Black EDR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보안 운영 인력

수준

Professional

시간

1일

제공 방식

강의실, 라이브 온라인, vFlex 강의식 교육, 방문 교육

역할

시스템 관리자, 보안 운영 인력

수준

Professional

시간

5일

지금 등록하십시오.

온디맨드 자습형 과정에 참여하십시오.

지금 등록하십시오.

최근 소식 확인
당사의 교육 과정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추후 과정의 글로벌 일정을 확인하려면 VMware
Learning(vmware.com/learning)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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