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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TOP 10
Highlights of
The New

Esri Training Site

1

권위있는 교육 리소스가 한 곳에

Esri가 공유한 교육 비디오, 온라인 강좌,

2

학습 계획

10

Learn ArcGIS® lessons, MOOC등과 같은
교육 리소스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평생학습!

변화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습은 업무현장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습 계획은 수강생들이

에서 필요한 니즈를 충족시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특정 주제에 대한 지식과 스킬을 얻도록 도와

요소입니다. Esri 교육 사이트는 평생학습을 취지로

줍니다. 수강생이 수강 진행 상황을

새롭게 오픈 하였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탐색하고 배우며 지속적으로 공간정보 지식과

3

스킬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위시 리스트

리스트에 추가하여 빠르게 찾아볼

9

수 있습니다.

학습을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기능

흥미롭고 유용한 콘텐츠들을 위시

더 재미있게!

들이 추가되었습니다. 포인트와 온라

4

인 뱃지를 얻고 수강생 커뮤니티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를 위한 리소스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에

8

요구되는 공간정보 스킬을 습득하여
학생들의 장래를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 리소스에 포함된 새로운 콘텐츠는

새로운 교육 사이트에서는 강의 계획, 지

누구나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

리 연구, 비판적 사고방법과 문제해결 능

온라인 코스, 세미나, Learn ArcGIS® lessons

력을 북돋는 리소스들을 제공합니다.

5

조직을 위한 교육

무료 콘텐츠

그리고 MOOC도 일부 무료로 제공됩니다.

매니저는 새 프로젝트와 새로운 직원 그리고

6

전략적인 비즈니스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팀을

모든 학습 활동을 한 곳에서 볼 수 있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교육 사이트에서는

습니다. 수강생은 교육 대시보드에서

단기, 중기, 장기 별로 교육 지원 리소스를

진행되는 강좌, 다가오는 강좌 그리고

제공합니다.

완료된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7

온라인 교육 무한 제공

자격 있는 Esri 유지보수 고객은 모든 온라인
교육을 제한 없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
소속된 사람은 누구나 ArcGIS의 모범 사례와
팁 그리고 기술을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습
니다.

강좌 유형

온라인 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유연성과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Esri Training 웹사이트는 약 380개의 무료 온라인 교육 리소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sri 유지보수 프로그램에 가입 중인 개인 및 기관은 모든 혜택을 누려보세요!

Web Courses

MOOCs

Training Seminars

Video

Lessons

시작 하기

Esri 제품 신규 구매 또는 유지보수 프로그램에 가입 중인 고객은
모든 온라인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단, My Esri에 유지보수 프로그램에 가입 중인 기관 계정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1

Esri Global Account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2

My Esri에 소속 기관 연결
•


•




수강 방법

수강 관리

My Learning에서 온라인으로
내가 수강한 강좌, 수강 중인 강좌 그리고 관심 강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세요.
개인 또는 조직 별로 학습 플랜을 구성해 자기주도 학습에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Dashboard

Schedule

Learning Activity

Learning Plans

Wish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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