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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로 나아가는 벤틀리 교육 프로그램
학생 및 교육자에게 무료 "학습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및 리소스 제공
EXTON, Pa. – 2021년 10월 25일 – 인프라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회사
벤틀리시스템즈(나스닥: BSY)는 전문가용 애플리케이션을 교육 분야로 넓혀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오늘 벤틀리 교육 프로그램을 전 세계로 확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60가지가 넘는 벤틀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학습
라이선스를 벤틀리 교육 포털을 통해 중학교부터 고등 교육 기관에 이르는 학생 및
교육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벤틀리 교육 프로그램은 2021년 5월 3일에 처음으로 호주, 영국, 싱가포르, 리투아니아,
아일랜드에서 시범적으로 시작된 이후로 다수의 국가에서 50만 명이 넘는 학생 및
교육자가 벤틀리 교육 포털을 방문하면서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글로벌 확장과 함께 전 세계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 대학, 폴리텍, 대학의 학생 및
교육자가 액세스하여 교실, 실험실, 가정 등에서 벤틀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벤틀리 교육 부문 부사장인 Vinayak Trivedi는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의 복원 및 적응
능력을 높이는 데 관심이 커지면서 앞으로 새로운 수준의 프로젝트 및 디지털
워크플로에서 작업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갖춘 인재에 대한 수요가 전례 없이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 학생, 교육자 및 대학에게 이러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리소스를 제공하여 교육계가 필요한 인재를 유치하고 양성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벤틀리 교육 포털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제작된 학습 콘텐츠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종합적인 교육 리소스를 비롯해 주요 산학 파트너와 협업하여 관리하고 있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도 가능합니다. 학생 및 교육자 역시 벤틀리
교육 포털에 등록하여 학습 라이선스 권한을 얻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즐거운 학습
환경에서 산업 전문가가 제공하는 인사이트, 현재 학생들이 바라보는 관점, 최신 산업
동향에 대한 정보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벤틀리 시스템즈에서 최고 성공 책임자를 맡고 있는 Katriona Lord-Levin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학습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선호합니다. 이러한 선호도에 부합하는 것이 바로 벤틀리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학생과 교육자, 그리고 학생들을 돕는 인프라 실무자가 디지털화를 통해
인프라를 개선하면서 미래의 가능성을 찾는 동시에 잠재적으로 보람 있는 직업을
시작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학생 및 교육 기관의 등록 방법을 포함한 벤틀리 교육 프로그램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s://education.bentley.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1:

벤틀리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부문의 성장과 탄력성을
지원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인재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디지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미지 2:

벤틀리 교육 프로그램은 벤틀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삶의 질을 높이도록 도전하고,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육성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미지 3:

##
벤틀리 교육 소개
벤틀리 교육 프로그램은 새로운 벤틀리 교육 포털을 통해 학생과 교육자에게 인기 있는
벤틀리 애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학습 라이선스를 제공함으로써
엔지니어링, 설계, 건축 분야에서 미래의 인프라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프로그램은 벤틀리 인프라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과 검증된 학습 과정을
통해 점차 높아지는 삶의 질과 긍정적인 세상의 변화를 가로막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세계적 인재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벤틀리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성장 및 복원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재 파이프라인에
없어서는 안 될 디지털 역량을 기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벤틀리시스템즈 정보
벤틀리시스템즈 (나스닥: BSY)는 인프라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 경제와 환경을 유지하는 세계 인프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도로 및 교량, 철도 및 수송,
상하수도, 공공 작업 및 유틸리티, 건물 및 캠퍼스, 광업 및 산업 시설의 설계, 건설 및
운영을 위해 모든 규모의 전문가 및 조직에서 사용됩니다. 이러한 제품에는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위한 MicroStation 기반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 납품을 위한 ProjectWise,
자산 및 네트워크 성능을 위한 AssetWise, Seequent의 선도적인 지구과학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 인프라 디지털 트윈을 위한 iTwin 플랫폼이 포함됩니다. 벤틀리시스템즈는
172개국에 4,000명 이상의 직원이 있으며 연간 8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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