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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uting & Switching  

 

교육명 Fast CCNA 

교육개요 
▪ 본 과정은 스위치, 라우터에 적용 가능한 핵심 기술들을 제공한다. 

▪ 해당 과정을 통해 스위치, 라우터의 동작 방식을 이해하고 장비에서 지원하는 프로토콜들을 학습할 수 있다. 

교육목적 

▪ 시스코 공인과정인 CCNAX(5일)를 3일에 학습하는 단축 과정으로 스위칭과 라우팅, 보안등의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 

▪ 실습 위주의 진행으로 이해가 쉽고 프로토콜 기본 개념을 익힐 수 있다. 

교육기간 3일(21시간) 

선수지식 ▪ 없음 

교육대상 

▪ 짧은 시간에 CCNAX의 내용을 정리하고 싶은 엔지니어 

▪ IP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를 원하는 엔지니어 

▪ 보직변경으로 라우팅과 스위칭에 대한 기초지식이 필요한 엔지니어 

교육 

내용 

1. TCP/IP 프로토콜 이해 

-네트워킹의 의미와 구조 

-OSI 7 모델과 TCP/IP 

-IP 주소 형식과 서브넷 방법 

-IP 헤더와 IP 주소 

-DHCP 와 DNS 

-TCP 헤더의 구조 

-호스트간 패킷 전송 이해 

-라우티의 의미 

-IPv6 프로토콜 이해 

 

2. Layer 2 네트워크 구축 

-스위치 소개 

-스위치 설정 

-스위치 보안 설정 

-스위치의 계층적 연결 

-VLAN 과 Trunk 

-Spanning Tree Protocol 

-EtherChannel 

-Inter VLAN Routing 

 

3. Layer 3 네트워크 구축 

-라우터 IOS 소프트웨어 

-시스코 장비의 관리 

-라우터 보안 설정 

-CDP 의 이해 

-Remote Access 방법 

-라우터와 Packet 전달 이해 

-라우팅 기술 

네트워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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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SM 

-EIGRP 구현과 문제 해결 

-OSPF 구현과 문제 해결 

 

4. 인터넷 연결과 패킷 필터링 

-Access Control List 의 이해 

-Standard, Extended, Named ACL 

-Dynamic, Reflexive, Time Based ACL 

-NAT 와 PAT 이해 

-NAT 와 PAT 의 구현 

 

교육명 Fast CCNP 

교육개요 

▪ CCNP 트랙을 구성하고 있는 ROUTE, SWITCH, TSHOOT 과정의 핵심 내용들을 제공한다. 

▪ 해당 과정을 통해 스위치, 라우터 네트워크 구현에 필요한 프로토콜을 학습할 수 있다.  

▪ 또한 문제 발생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과 사용가능한 feature 들을 학습할 수 있다. 

교육목적 

▪ 시스코 공인 CCNP v2.0 취득에 필요한 3 과목 ROUTE, SWITCH, 그리고 TSHOOT 의 주요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 

▪ Case 위주의 교육으로 주어진 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스위칭, 라우팅 

기술들을 학습할 수 있다.  

▪ 간단한 문제에서 복잡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나리오를 구현하면서 스위칭과 라우팅에 사용되는 주요 

프로토콜들을 학습할 수 있다. 

교육기간 4 일(28 시간) 

선수지식 
▪ CCNA 과정을 수료 

▪ IP 네트워크 경력 1 년 이상 

교육대상 ▪ 짧은 시간에 CCNP 의 내용(ROUTE, SWITCH, TSHOOT)을 정리하고 싶은 엔지니어 

교육 

내용 

1. SWITCH v2.0 부분 

-VLAN, Trunk, EtherChannel, Inter-VLAN Routing 

-STP, RSTP 

-FHRP(HSRP, VRRP, GLBP) 

-Layer 2 Security 

 

2. ROUTE v2.0 부분 

-EIGRP 

-OSPF 

-재분배(네트워크 필터링 포함) 

-BGP 

 

3. TSHOOT v2.0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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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네트워크 관리자 기초 

교육개요 

▪ TCP/IP 통신 프로토콜에 기초한 각 단계별 처리에 대한 이해 

▪ Ethernet, LAN, 스위칭, 라우팅 기술에 대한 이론과 실습 

▪ 무선 네트워크뿐 아니라 데이터, 음성, 영상이 공존하는 통합네트워크와 IPv6 에 대한 개념을 학습 

교육목표 
▪ All IP 시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통신 프로토콜과 장비들에 대한 전반적인 용어와 개념을 이해 할 수 있다. 

▪ 데이터 통신에 필수적인 지식들을 보다 쉽게 습득할 수 있다. 

교육기간 4 일(28 시간) 

선수지식 ▪ 없음 

교육대상 ▪ 네트워크 관련업무 종사자 

교육 

내용 

1. 데이터 통신과 네트워크 개요 

-네트워크 개념 

-통신 프로토콜 표준 

-네트워크 장비의 계층성 

-데이터 전달 프로세스 

 

2. 유선 네트워크 기술 개요 

-스위치와 Ethernet 프레임 

-라우터와 IP 패킷 

 

3. IPv6 소개 

-IPv4 vs. IPv6 

 

4. 무선 네트워크 기술 개요 

-WLAN 기술 특징 

 

5. 데이터, 음성, 비디오 통합네트워크 기술 개요 

-통합네트워크 기술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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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실전! 대규모 네트워크 설계 및 구축 

교육개요 

▪ 본 과정은 네트워크 관리자와 엔지니어 들에게 요구되는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 설계 역량을 위한 확실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 첫째, 정말, 100층 이상의 대규모 본사와 10개 이상의 지사를 보유한 조직을 위한 네트워크 디자이너가 될 수 

있습니다. (단편적인 네트워크 지식을 하나씩 배운 분들은 이제는 통합적인 관점과 응용 노하우와 함께 

네트워크 관리자의 길로 한걸음 다가가게 됩니다.) 

▪ 둘째, 1주일 만에 ‘네트워크 설계자 되기’가 가능합니다. (본 과정과 함께라면 네트워크 모델에 따라 손쉽게 

토폴로지를 구성하고 적정용량을 산정하고 적정장비를 선택할 수 있고, 수많은 네트워크 프로토콜과 서비스의 

핵심적인 강점, 약점을 비교해 최적의 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목표 

▪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설계하고 구간별 적정용량을 결정할 수 있다.  

▪ 사용자의 만족도와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한 네트워크 장비의 성능과 포트 수를 선정할수 있다.  

▪ 다양한 네트워크 솔루션들을 이해하고, 최소화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 비용과 리던던시를 고려하여 적정한 WAN 을 설계할 수 있다.  

▪ 다양한 라우팅 프로토콜들을 비교하고 적정 프로토콜을 적용할 수 있다.  

▪ 방화벽, IPS, IDS 보안장비의 기능을 이해하고, 적정위치에 이중화할 수 있다.  

▪ 100 층 규모 거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기간 5일(35시간) 

선수지식 ▪ TCP/IP 에 대한 이해 

교육대상 
▪ 네트워크 관리자 와 엔지니어 

▪ 대규모 네트워크에 대한 구축/설계에 관심 있는 분 

교육 

내용 

1. 토폴로지 디자인 

-LAN 네트워크 디자인을 위한 Hierarchical 3 Layer 모델, Hierarchical 3 Layer 모델을 구성하는 장비, 

Hierarchical 3 Layer 모델에 대역폭 할당(용량 산정)하기, WAN 용량 산정(대역폭 할당)하기, Hierarchical 3 Layer 

모델 장비의 포트 수, Hierarchical 3 Layer 모델의 코어, 디스트리뷰션, 액세스 계층에 각각 스위치, 라우터, 

스위치를 배치하는 이유, LAN 네트워크와 VLAN, 액세스 링크와 트렁크 , Hierarchical 2 Layer 모델과 서버의 

위치, Hierarchical 3 Layer 모델 디자인의 장점과 가용성 확보 방안 , WAN 네트워크 토폴로지 

-랩1. 네트워크 토폴로지 구성하기 (4캐이스) 

 

2. LAN 디자인 

-VLAN 선언 정보를 일치시키는 VTP 프로토콜, VTP 프로토콜의 구현과 VTP 프루닝,VTP 프로토콜 사용하지 

않기, 스위칭 루프와 STP, STP 의 동작, STP 의 두 가지 문제점과 극복 방안, 링크 이중화를 위한 이더채널, VLAN 

간 라우팅, VLAN 간 레이어 3 스위칭 09. 레이어 3 스위칭이 빠른 이유, HSRP, VRRP, GLBP, LAN 네트워크가 

다운되지 않는 이유, 거대 LAN 네트워크의 구성 

-랩2-3, LAN 구축 실습1~2(누적실습) 

 

3. WAN 디자인 

-WAN 서비스의 특징, WAN 인캡슐레이션, WAN 서비스의 요금 체계, WAN 대역폭 산정하기, WAN 의 구성 

사례 

-랩4, WAN 구축 실습(누적)  

 

4. IP 디자인 

-IP 주소와 관련된 두 가지 문제, 서브네팅, VLSM 을 이용한 IP 디자인, 루트 서머라이제이션, NAT 

-랩5 IP 실습 (누적) 

 

5. 라우팅 프로토콜 디자인 I 

-라우팅이란 무엇인가요, 라우팅 프로토콜별 메트릭, 라우팅 프로토콜의 첫 번째 분류 방법, 라우팅 프로토콜의 

또 다른 분류 방법,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 링크 스테이트 라우팅 프로토콜 vs 하이브리드 라우팅 

프로토콜, Integrated IS-IS 개념 정복하기, OSPF, Integrated IS-IS, EIGRP 라우팅 프로토콜의 네이버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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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 NBMA 네트워크에서 네이버 찾기,OSPF, Integrated IS-IS, EIGRP 라우팅 프로토콜의 패킷들, 라우터와 

에어리어의 종류, 스태틱 루트, OSPF, Integrated IS-IS, EIGRP 라우팅 프로토콜 디자인 및 구현 예 

-랩6. 라우팅 실습 1(누적) 

 

6. 라우팅 프로토콜 디자인 II 

-AS 와 BGP 의 개요, 고객 AS(Stub AS)는 언제 BGP 를 사용하나요?, 고객 AS 에서 ISP AS 로 BGP 정보 

넘겨주기, 고객 AS 안으로 디폴트 정보 넘겨주기 

-랩7 라우팅 실습 2(누적) 

 

7. 네트워크 보안 디자인 

-방화벽은 네트워크의 첫 번째 방어막, Layer 3 방화벽의 한계와 보안 정책 디자인, IDS(침입 탐지 시스템),. 

IPS(침입 방지 시스템), 웹 방화벽, 방화벽 로드 밸런싱, L4 스위치가 생략된 방화벽 로드 밸런싱, VPN, IDS, 

IPS 의 위치 

-랩8 최종 네트워크 설계 실습 (누적) 

 

교육명 Layer2 부터 Layer7 까지 

교육개요 
▪ 본 과정은 스위치, 라우터, L4/L7 스위치의 하드웨어 구조와 프레임/패킷 포워딩 방식, 포워딩 대상이 되는 

Ethernet, IP, TCP, HTTP 프로토콜의 구조 등을 학습한다. 

교육목표 
▪ 각 layer 에서 사용되는 장비들의 동작 방식과 특징을 확인하고 동작을 구현해 봄으로써 네트워킹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교육기간 5일(35시간) 

선수지식 ▪ 네트워크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대상 ▪ 스위치와 라우터의 동작 방식에 관심 있는 엔지니어 

교육 

내용 

1. Ethernet Frame 구조 

 

2. Layer 2 스위칭 동작 이해 (VLAN, Trunk, EtherChannel) 

 

3. IP Packet 구조 

 

4. Layer 3 스위칭 동작 이해 (라우팅 프로토콜) 

 

5. TCP, UDP Segment 구조 

 

6. Layer 4 스위칭 동작 이해 (서버 로드 밸런싱) 

 

7. HTTP 프로토콜 이해 

 

8. Layer 7 스위칭 동작 이해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싱) 

 

교육명 네트워크 컨설팅 과정 

교육개요 ▪ 기존 교육기관, 교육에는 없었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 과정입니다. 

교육목적 
▪ 고객의 제안 요청서 분석 및 성공적인 IT 프로젝트를 위한 사전 준비와 최종 보고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엔지니어가 알아야 할 IT 기술 및 IT 트렌드 능력을 배양한다. 

교육기간 3 일(21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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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지식 ▪ 없음 

교육대상 
▪ 네트워크 엔지니어 및 서버 엔지니어 

▪ 인프라 관련 종사자 

교육 

내용 

1. 네트워크 컨설팅 개요 

 

2. 네트워크 컨설팅 프로세스 및 관련 용어의 이해 (RFI, RFP,R&R 등) 

 

3. 프로젝트 고객 요구 사항 파악 및 업무 범위 정의 

 

4. 네트워크 컨설턴트를 위한 WBS 작성 방법 

 

5. 네트워크 진단을 위한 사전 조사 방법 및 체크리스트 작성법 

 

6.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구성의 특징 분석 

 

7. 네트워크 진단 사례 

 

8. 네트워크 고도화 및 신규 구축을 위한 컨설팅 

 

9. 구축 프로젝트의 특징 및 환경 분석 (요구사항 분석) 

 

10. 최신 기술 동향 (서버 아키텍쳐, 네트워크, 클라우드 기술등) 

 

11. 수용량 산정 및 장비 선정 기준 및 방법 

 

12. 네트워크 구축 사례 및 산출물 작성법 

 

교육명 데이터센터 스위치 네트워크(Fast IDC 스위치) 

교육개요 
▪ 데이터센터 운영자들을 위한 스위칭 기술의 의 기본 기술을 이해하고 Nexus 스위치에서 구현 능력을 

배양하여 데이터센터 네트워크의 운영 능력을 향상시킨다. 

교육목적 ▪ 스위칭 기술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센터를 위한 전용 스위치인 넥서스 스위치의 운영방법을 습득한다. 

교육기간 3 일(21 시간) 

선수지식 ▪ CCNA 자격증 또는 동등한 기술 능력 

교육대상 ▪ 데이터센터 관련 운영자 

교육 

내용 

1. 데이터센터의 구조 

-Physical Infrastructure 

-Logical Infrastructure 

-ACI Fabric 

 

2. Nexus 스위치 소개 

-Nexus Flatform 

-Nexus OS 

 

3. VLAN 과 Trunk 구현 

-VLAN 

-802.1Q Tru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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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panning Tree Protocol 

-STP 

-RSTP 

-MST 

 

5. EtherChannel 과 vPC+ 

-EtherChannel 

-vPC+ 

 

6. Internet VLAN Routing 

-Switch Virtual Interface 

-VRF 

 

7. FHRP 기술 구현 

-HSRP 

-VRRP 

 

교육명 IPv6 실무교육 

교육개요  

교육목적 

▪ IPv6 프로토콜의 심화 학습 

▪ IPv6 라우팅 기법과 HSRP 와 ACL 구현 방법 이해 

▪ IPv6 Tunneling 기법에 대한 심화 학습 

▪ IPv6 전환 기법에 대한 심화 학습 

교육기간 3 일(21 시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 공공·민간 네트워크 실무자 및 전산담당자 

교육 

내용 

1. 1 일차 

-IPv6 프로토콜의 이해 

-IPv6 주소 체계 

-IPv6 주소 영역에 대한 이해 

-IPv6 설정 

-MS Windows 에서 구현 

-Linux 에서 구현 

-IPv6 6KANET 연동과 동작의 이해 

 

2. 2 일차 

-IPv6 Neighbor Discovery 심화 

-ICMPv6 와 ND 

-중복 주소 감지 

-Network Prefix Renumbering 

-IPv6 Static 라우팅 

-RIPng , OSPFv3, EIGRP for IPv6 

-IPv6 HSRP 

-IPv6 Access Control List 

-IPv6 전환기술 개요 I 

-Dual Stack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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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일차 

-IPv6 전환기술 개요 II 

-Tunneling 방법 

-6in4/4in6 

-6to4/6rd 

-ISATAP 

-DS-Lite 

-IPv6 전환기술 개요 III 

-Translation 방법 

-NAT64 

-DNS64 

-464XLAT 

-PCP 

-CGN 

 

 

 

 

 

 

 

 

 

 

 

 

 

 

 

 

 

 

 

 

 

 

 

 

 

 

 

 

 

 

 

 

 

 

 

 

 

 

 



12 

 

 
 Automation / Programmability 

 

교육명 네트워크 엔지니어를 위한 자동화 프로그래밍 입문 

교육개요 

▪ Python 스크립트를 전혀 모르는 입문자를 대상으로 네트워크장비 나 보안장비 등의 구성에 대한 자동화 툴 

제작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 네트워크 설계 구축 부터 장비 구성 관리 자동화까지 DevOps 와 같은 책임자로의 업무를 학습한다. 

▪ IT 자동화 기능은 가상화 및 클라우드, SDN 에서 필수 핵심 기술 입니다. 이것들을 관리 감독하고 자동화된 

업무를 수행 할수 있는 방법을 학습한다. 

▪ 필수 DevOps 도구들을 소개하고 자동화된 OSPF 설정, IPv6 마이그레이션, 데이터센터 재분배, 인터페이스 

구문 분석, 웹 프레임워크 병합 등과 같은 자동화 작업을 다루어 보고, 추가로 보안 유지와 견고성 향상에 대한 

기술을 학습한다. 

▪ 파이썬, 앤서블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한 장비 자동 최적화 기술을 학습한다. 

교육목표 

▪ 파이썬, 앤서블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한 장비 자동 최적화 기술을 학습한다. 

교육 목적 ▪ 네트워크 자동화에 대한 상세 분석을 할 수 있다. 

▪ 사용 가능한 데이터 요소를 통하여 자동화를 트리거 할 수 있다. 

▪ 특정 액세스 및 데이터의 견고성과 보안을 향상 시킬 수 있다. 

▪ API 접근을 통한 동적 보고서를 작성 할 수 있다. 

▪ 네트워크 자동화에 대한 다양한 실용 사례를 활용하여 응용 할 수 있다. 

▪ 과정이 끝난 후 장비 자동화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이해 할 수 있다. 

교육기간 4 일(28 시간) 

선수지식 

▪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기본지식 

▪ 스크립트 언어에 대한 기본지식 

▪ MS Windows 사용법에 대한 기본지식 

▪ Linux 사용법에 대한 기본지식 

교육대상 

▪ 네트워크 장비 운영자로서 자동화 툴 제작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 

▪ 네트워크 관리자로서 업무의 효율화를 추구하시는 분 

▪ 보안 관리자로서 업무의 효율화를 추구하시는 분 

▪ 전산실 관리직으로서 시간이 없다고 하는 직원들에게 생산성 툴을 소개하시고 싶은 분 

교육 

내용 

1. Fundamental Concepts of Network Automation 

 

2. Python Automation for Network Engineers 

 

3. Ansible and Network Templatizations 

 

4.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Operations 

 

5. Web Framework for Automation Triggers 

 

6. Continu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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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시스코 네트워크 엔지니어를 위한 Tcl / Tk 자동화 스크립트 

교육개요 

▪ Tcl/Tk 스크립트 언어를 활용하여 자동화 관리 기법을 응용한 CLI 확장 기능을 학습합니다. 이제는 한 두개의 

장비가 아니라 수십대에서 수백대의 장비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네트워크/보이스 

엔지니어들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교육입니다. 

▪ 관리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CLI 명령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이를 확장한 Cisco Tclsh 의 명령어와 

함수를 활용하여 관리시간을 몇십배에서 몇백배까지 줄입니다. 

▪ 특히 Catalyst 6500, Nexus, Voice IVR, L4 ACE, NMS, EEM, SNMP, Web 설정을 이용하여 고급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는 엔지니어로 가는 고급기술의 첫 단계입니다. 

▪ 수업에 사용하는 스크립트 예제들은 실제 현업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교육목적 

▪ 복잡한 여러 단계의 작업을 Tcl을 이용하여 단순하게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 관리 업무가 많은 엔지니어들이 알아두어야 할 Tcl의 기본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다. 

▪ 다양한 활용예제를 통해 실무에서 직접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 여러가지 스크립팅 기법을 다룰 수 있다. 

교육기간 3일(21시간) 

선수지식 

▪ CCNA 이상의 지식 보유 

▪ 시스코 IOS 에 대한 6개월이상의 경험 

▪ 기본적인 스크립트 및 배치 파일 작성 경험 

▪ 컴퓨터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교육대상 

▪ 네트워크 엔지니어 및 관리자 

▪ 시스템 엔지니어 및 관리자 

▪ 보이스 엔지니어 및 관리자 

▪ L4/L7 장비 엔지니어 및 관리자 

▪ Tcl 스크립트를 활용한 문제 해결 방법에 관심을 가지신 분 

▪ Tcl 을 이용하여 간단한 GUI 모니터링 툴을 활용하여 고객사 지원 예정이신 분 

▪ 자동화 도구를 이용한 지능적으로 시스템 및 장비관리에 관심을 가지신 분 

▪ Tcl/Tk 스크립트 언어에 관심을 가지신 분 

교육 

내용 

1. The Origin of Tcl 

-Tcl and Cisco IOS Software 

-Using Tcl Scripts in the Network 

 

2. Tcl Interpreter and Language Basics 

-Simple Variables in Tcl 

-for Command 

-foreach Command 

-while Command 

-Arrays 

-if Command 

-switch Command 

-Files 

 

3. Tcl Functioning in Cisco IOS 

-Understanding the Tcl Interpreter in Cisco IOS 

-Using Tcl to Enter Commands 

-Copying a Tcl Script to a Cisco IOS Device 

-Using Tcl to Examine the Cisco IOS Device Configuration 

-Using Tcl to Modify the Router Configuration 

-Using Tcl with SNMP to Check MIB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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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mbedded Event Manager (EEM) 

-EEM Architecture 

-Software Release Support for EEM 

-Writing an EEM Applet 

-Using EEM and Tcl Scripts 

-Event detectors 

-EEM server 

-Policies 

 

5. Advanced Tcl Operation in Cisco IOS 

-Introduction to the Syslog Protocol 

-Configuring Syslog Server Parameters in Cisco IOS 

-Syslog Tcl Script Example 

-Sending Syslog Messages to a File 

-Putting the Syslog Script into Operation 

-Introduction to Embedded Syslog Manager 

-Using Tcl as a Web Server 

-Introduction to IP SLA 

-Tcl Script Refresh Policy 

-SNMP Proxy Event Detector 

-Remote-Procedure Call Requests 

-Multiple-Event Support for Event Correlation 

-Using the clear Command 

 

6. Tcl Script Examples 

-Creating an Application from Start to Finish 

-Using Tcl to Troubleshoot Network Problems 

-Creating a Web Application for Remote SNMP Graphing 

 

7. Security in Tcl Scripts 

-Introduction to PKI Infrastructure 

-Using Digital Signatures to Sign a Tcl Script 

-Tcl Script-Failure Scenario 

-Scaling Tcl Script Distribution 

 

아래와 같은 간단한 스크립트를 만들어 실행함으로써 단순업무 반복에 비해 몇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제) 특정영역대의 IP 가 있는지 자동 스캐닝해주는 스크립트 

 

for {set i 1} {$i < 255} {incr i} {set var 10.1.1.append var $iping $var rep 3 time 1} 

 

 

 

 

 

 

 

 

 

 

 



15 

 

교육명 
시스코 엔지니어를 위한 네트워크 자동화 프로그래밍 입문 PRNE v1.0 

(Programming for Network Engineers) 

교육개요 

▪ 이 과정은 파이썬의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것이다. 이 과정은 반복적인 네트워킹 작업을 

자동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일상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래밍 도구를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의하여 제공합니다. Cisco Network Programmability Engineer 과정에 참석하기 전 필요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기능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본 기술을 

개발하는 방법을 얻습니다. 

▪ 이 과정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사용하여 작업을 단순화하거나 자동화하려는 네트워크 엔지니어에게 

즉각적인 가치가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네트워크 엔지니어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맥락에서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기본을 다룹니다. 

교육목적 

▪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기능의 가치에 대한 사용 사례 및 예 설명할 수 있다. 

▪ 기본, 데이터 구조, 제어 구조, 비교 연산자, 입력 및 출력, 구조화 된 프로그래밍,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등 

모든 Python 프로그래밍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 실제 네트워킹 통신 및 운영 예제를 사용한 Python으로 개별 네트워크 장치와 통신할 수 있다. 

▪ Python을 사용하여 여러 장치와 통신할 수 있다. 

▪ Python 내에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장치를 추상화 할 수 있다. 

▪ 네트워크 기반 응용 프로그램 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 저장을 할 수 있다. 

▪ 테스트 방법론을 사용하여 우수한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다. 

▪ 오픈 소스 및 기존 라이브러리 (예 : Cisco GitHub, Cisco DevNet, Python 범용 라이브러리 및 Cisco 특정 

라이브러리, NX-API)를 통해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다. 

교육기간 3일(21시간) 

선수지식 ▪ 네트워크 관리 경험 (CCNA 수준 권장) 

교육대상 

▪ 네트워크 엔지니어 

▪ 네트워크 관리자 

▪ 네트워크 자동화 솔류션 개발담당 

교육 

내용 

1. 네트워크 프로그래머빌리티 

 

2. 첫번째 네트워크 프로그램 작성 

 

3. 파이썬 개요 

 

4. 첫번째 파이썬 프로그램 생성 

 

5. 네트워크 장비의 정보 읽기와 쓰기 

 

6. 네트워크 장비로의 통신 

 

7. 파이썬 데이타 구조 

 

8. 네트워크 정보 비교 

 

9. 조건문 

 

10 . 반복문 

 

11. 함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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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13. 클래스 

 

14. 모듈과 패키지 

 

15. 데이터 저장 

 

16. 디버깅, 테스팅, 로깅 

 

교육명 WAS 웹 성능 모니터링 

교육개요 
▪ 본 과정은 웹 관리자와 웹 개발자가 고민하는 고질적인 문제인 웹 서비스 성능을 올리고 장애 해결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도구들과 웹 분석및 최적화 기법 을 학습 한다. 

교육목적 

▪ TCP/IP 및 HTTP/HTTPS 성능 분석을 할 수 있다. 

▪ DNS 가 웹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할 수 있다. 

▪ 각종 브라우져의 개발자 도구를 사용 할 수 있다. 

▪ TCP 최적화 기법과 구글에서 만든 새로운 웹용 프로토콜을 이해 할 수 있다. 

▪ HAR 를 이용하여 웹 성능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 JavaScript 를 이용하여 웹 성능 측정을 할 수 있다. 

▪ 모바일 도구를 이용하여 스마트기기의 브자우징 성능을 분석할 수 있다. 

▪ 와이어샤크를 이용하여 TCP 및 WWW 성능 평가를 할 수 있다. 

▪ curl, Fiddler, YSlow, PageSpeed, Webpagetest 도구를 이용하여 웹분석을 를 할 수 있다. 

▪ 웹 성능 최적화 기법에 대하여 이해 할 수 있다. 

교육기간 3일(21시간) 

선수지식 

▪ OS 에 대한 기본 이해 

▪ TCP/IP 에 대한 기본 이해 

▪ HTTP/HTTPS 와 Browser 에 대한 기본 이해 

교육대상 
▪ 웹 관리자 

▪ 웹 개발자 

교육 

내용 

1. 들어가기 

-웹 개요 

-웹 브라우저 

-웹 성능 

 

2. HTTP 프로토콜의 이해 

-HTTP 개요 

-HTTP 헤더 

-HTTP 요청 방법 

-HTTP 응답 코드  

 

3.DNS 에 대한 이해와 DNS 성능 모니터링  

-DNS 이해  

-DNS 프로토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DNS 분석  

 

4. 전송 프로토콜과 최적화  

-TCP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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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전송 프로토콜  

 

5. 웹 보안 프로토콜  

-데이터 암호화  

-웹 보안  

-SSL 이해하기  

-보안과 웹 성능  

 

6. 웹 모니터링을 위한 표준 데이터 형식  

-HTTP Archive(HAR)  

-HAR 데이터 생성하기  

-HAR 데이터 분석  

-HAR 통계  

 

7. 네비게이션 타이밍을 통한 웹 성능 측정  

-JavaScript 시간 측정하기  

-네비게이션 타이밍  

-프로세스  

-네비게이션 타이밍을 이용한 성능 측정  

-WBench  

 

8. 모바일 웹 성능 모니터링  

-원격 디버깅 프로토콜  

-크롬 브라우저를 통한 원격 디버깅 실습  

-모바일 에뮬레이션  

 

9. 웹 모니터링 시스템  

-모니터링의 단위 및 구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분류  

-모니터링 시스템 소개  

 

10. Wireshark 를 통한 웹 성능 분석  

-Wireshark 를 통해 패킷 수집하기  

-성능 분석하기  

-Wireshark 를 통한 IO 분석  

 

11. curl 로 웹 분석하기  

-기본적인 설치 및 사용 방법  

-curl 사용 예  

-curl 을 통한 웹 성능 측정  

 

12. Fiddler 로 웹 디버깅하기  

-Fiddler 설치  

-Fiddler 메뉴 및 설정  

-Fiddler 의 Inspercotrs 를 통한 기본적인 웹 분석  

-웹 성능 디버깅  

-정보 저장 및 활용  

 

13. 웹 최적화 및 최적화 평가 도구  

-웹 페이지 최적화 방법  

-Y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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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Speed  

-Webpage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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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RAGE 

 

교육명 스토리지 네트워킹 입문 

교육개요 

▪ 본 과정은 TCP/IP 네트워킹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진 엔지니어가 스토리지 네트워킹에 대하여 기본적인 기능 

및 구조에 대하여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RAID, SCSI, DAS, NAS, SAN, IP Storage, FCoE, Backup, DR 및 BCP 

등에 대한 표준을 이해하고,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스토리지 네트워킹을 실습하기 위한 과정이다. 

교육목적 

▪ 벤더 중립적인 스토리지 기술단체인 snia.org 의 공식 교재를 바탕으로 스토리지 전반에 걸친 지식을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스토리지 네트워킹에 대하여 설명 할 수 있다. 

▪ 전통적인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한 구성요소를 이해 할 수 있다. 

▪ 스토리지 네트워킹의 발전 단계별로 설명 할 수 있다. 

▪ 주요 스토리지 프로토콜 (iSCSI, FC 등)을 설명 할 수 있다. 

▪ DAS, NAS, SAN, IP Storage, Ethernet Storage, Tape Storage 등에 대한 설명과 장단점을 비교 할 수 있다. 

▪ 데이터/정보/컨텐츠/객체/가상 스토리지에 대한 기능과 특징을 이해 할 수 있다. 

▪ 데이터 관리에 대한 운영방법을 설명 할 수 있다. 

▪ 문제 해결 방법론을 이해 할 수 있다. 

교육기간 3일(21시간) 

선수지식 

▪ TCP/IP 네트워킹에 대한 기본지식 

▪ LAN 과 WAN 에 대한 기본지식 

▪ MS Windows Networking 에 대한 기본 지식 

▪ Linux 에 대한 기본 지식 

교육대상 

▪ 스토리지 네트워킹 도입 담당자 

▪ SAN/NAS 관리자 

▪ 스토리지 네트워킹 지원 기술 엔지니어 

▪ 스토리지 기업의 파트너 기술 지원 

▪ 스토리지 네트워크 사용 고객 

교육 

내용 

1. 스토리지 네트워킹 개념 

 

2. 디스크 스토리지 종류별 특성과 RAID 

 

3. 테이프 스토리지 기능 4. 데이터 스토리지 종류 

 

5. SCSI, FC SAN, iSCSI, FCoE 

 

6. NFS vs CIFS 

 

7. 데이터 백업, 복제, 보호, 암호화 관리기법 

 

8.스토리지 고가용성과 재해복구 

 

9. 클라우드와 스토리지 가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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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ice / Video Networking Training 

 

교육명 Contact Center 실무과정 

교육개요 ▪ IP Contact Center을 실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운용 능력을 위해 개발된 과정입니다. 

교육목적 ▪ IP CC 를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한 필수 개념 이해와 실무 활용을 향상 

교육기간 2일(16시간) 

선수지식 
▪ OSI 7 Layer 및 TCP/IP 에 대한 기본 지식 

▪ Voice Networking 에 대한 기본 지식 

교육대상 
▪ IP Contact Center 구축 엔지니어 

▪ IP Contact Center 관리자 

교육 

내용 

1. IP Call Center(IPCC) 개요 및 구성 요소와 동작 개요 

 

2. CTI R 개요 및 활용과 Call Manager 에서의 CTI 연동 예제 

 

3. IP Contact Center 구축 시 고려 사항 

 

4. Call Center 서비스를 위한 Planning 개요 

 

5. CallManager 와 IPCC 사이의 연동 과정 소개 

 

6. Call Center 연결을 위한 Call Routing 고려 사항 

 

7. CallManager 와 Call Center Server 연결을 위한 CTI 환경 설정 

 

8. IP Contact Center 설치 및 초기 설정 

 

교육명 ICMPT1 v7.0 + IPCCE v1.0 (IP Contact Center) 

교육개요 

▪ IP Contact Center Enterprise (IPCCE) v1.0 + Cisco ICM Product Training Part 1 (ICMPT1) v7.0 

▪ Cisco ICM system과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함 

▪ ICM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이 가능함 

▪ Configuration Manager Tool을 사용하여 일반적인 ICM시스템을 설정 가능 

▪ Script Editor Tool을 사용하여 몇가지의 call routing과 관리 스크립트를 만들수 있음 

▪ WebView의 표준 리포트 템플릿을 사용하여 실시간 그리고 과거 ICM 리포트를 생산할 수 있음 

교육목적 

▪ IP Contact Center Enterprise (IPCCE) v1.0 

▪ 이 과정은 IPCC제품을 구현, 설정, 지원하는 인력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ICM제품 교육과정이 선수가 된다.  

▪ 본 과정은 ICM7.0, CallManager 4.1과 CRS 4.0에 기반을 두고 있다. 

▪ Cisco ICM Product Training Part 1 (ICMPT1) v7.0 

▪ Cisco Intelligent Contact Manager 과정은 ICM system terminology, 기능, 구성요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하며 본 과정은 호 처리 추적과 다른 ICM 유틸리티과 연동을 위한 ICM 설정, 스크립팅, 각종 도구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보다 진보된 과정 실습을 진행하는 동안 학생들은 contact center를 구축하고, 

설정을 완성하며 스크립트를 이용한 자동화 환경을 수행하며, 기업에 최적화된 서비스와 특성별 그룹을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실습에서는 실제 환경과 유사하도록 Call Generator 을 이용하여 가상의 통화 요구 데이터를 발생하고 이를 

스크립트 모니터링이 하도록 한다. 이 과정은 ICM의 리포트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WebView는 여러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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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용 도구을 제공하고 각종 수치의 임계치를 설정하며 이를 통해 간결한 문제 확인부터 심도있는 

분석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이 과정은 ICM Release 7.0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교육기간 5일(35시간) 

선수지식 
▪ MS Windows 서버 2003에 대한 기본지식 

▪ 콜센터운영( ACD, Network 그리고 IVR 구현 )에 대한 기본지식 

교육대상 ▪ IP Contact Conter 운영자, 관리자, 엔지니어 

교육 

내용 

1. IP Contact Center Enterprise (IPCCE) v1.0 

-IPCC 솔루션 개념, 구성요소 그리고 구성 요소간의 동작에 대해 설명 

-IPCCC 7.0 에 있는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 설명 

-IPCC 구현 모델과 그 이슈들에 대해 기술 

-IPCC 에서 통화 대기 상태와 호 처리용 장비들의 옵션들을 결정할 수 있음 

-시스템 IPCC 랩과 제품 시스템을 디자인 

-IPCC 구성요소를 설치, 설정, 시험, 유지할 수 있음 

-IPCC call flow 를 디자인 

-IPCC script 를 만들 수 있음 

-IPCC 구축시 시스코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음 

-IPCC 솔루션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음 

 

2. Cisco ICM Product Training Part 1 (ICMPT1) v7.0 

-Contact Centers and Routing 

-ICM Components and Concepts 

-ICM Options and integration 

-ICM Routing 

-Configuration of Boston Site 

-ICM Script Editor 

-Configuration Labs 

-Database Routing 

-Configuration Labs 

-Translation Routing 

-Adding a Second Site 

-ICM Reproting 

 

교육명 VoIP (Voice Over IP) 

교육개요 

▪ 본 과정은 데이터 통신망 위주의 환경에서 음성 통신을 IP 패킷 형태로 보내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과 실제 

적용 가능한 초.중급 수준의 기술을 학습한다. 

▪ IP Telephony 를 구성하기 위한 Call Manager 와 IP Phone, Soft Phone, SIP Phone, Voice Gateway, Analog 

Phone등 다양한 장비를 실제 구축 운영하여 업무상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을 적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교육목적 

▪ Legacy Voice network 과 Voice over IP에 대한 차이점을 배우고 Voice packet을 기존 데이타망을 통해 

전송처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습득할 수 있다. 

▪ 음성통신을 지원하기 위한 장비에 대한 기본 설정 내용 등을 이해할 수 있다. 

교육기간 3일(21시간) 

선수지식 ▪ CCNA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지식 및 기술 

교육대상 ▪ VoIP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관리자 및 관련 엔지니어 

교육 1. Introduction of Vo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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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전화 신호의 종류(=호 신호 또는 Call Signaling) 

-아나로그와 디지털 신호 변환 기술 

-음성 압축 기술과 표준 코덱의 종류 

-호 신호 처리의 이해 

-인터넷 전화 네트워크의 이해 

-인터넷 전화망의 장비들 소개 

 

2. Configuring Voice Network 

-Voice 인터페이스의 설정 

-Local Calls, On-Net Calls, Off-Net Calls 

 

3. Configuring Router Voice Ports 

-Analog Port 의 설정 

-Digital T1/E1 설정 

 

4. Configuring Dial Peers 

-Dial Peers 에 대한 이해 

-POTS Dial Peer 의 설정 

-VoIP Dial Peer 의 설정 

-전화 번호의 변환(Digit Manapulation) 

 

5. VoIP Signaling and Call Control 

-VoIP Signaling 개요 

-Call Control Models 

 

6. Introducing H.323 

-H.323 의 개요 

-H.323 장비와 설정 

-H.323 모니터링과 문제 해결 

 

7. Session Initiation Protocol 

-SIP 의 개요 

-SIP 장비와 설정 

-SIP 모니터링과 문제 해결 

 

8. MGCP 

-MGCP 의 개요 

-MGCP 장비와 설정 

-MGCP 모니터링과 문제 해결 

 

9. Configuring Cisco Catalyst Switches 

-스위치에서 Power Over Ethernet 구현 

-스위치에서 Voice VLAN 구현 

-스위치에서 COS 설정 

 

10. IP PBX Overview 

-IP PBX 의 기능 소개 

-IP PBX 의 구조와 연계 장비 

-IP PBX 의 기본 설정 

-Service Activation 

 

11. Configuration IP Phones and SIP End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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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PBX 와 IP Phone 

-IP PBX 와 Soft Phone 

-IP PBX 와 SIP Phone, iPhone 

 

12. Configuring Cisco Unified CallManager Trunks 

-IP PBX 간 Trunk 설정 

-Gatekeeper 와의 Trunk 설정 

-SIP Trunk 설정 

 

13. Voice Gateways 

-IP PBX 에서 H.323, MGCP, SIP Gateway 설정과 확인 방법 

 

14. Configuring Basic Dial Plan Elements 

-IP PBX 에서 Dial Plan 

 

 

 

 

 

 

 

 

 

 

 

 

 

 

 

 

 

 

 

 

 

 

 

 

 

 

 

 

 

 

 

 

 

 

 

 

 

 

 

 



24 

 

 
 FastLane Wireless 

 

교육명 무선 네트워크 기술향상 

교육개요 

▪ 특정 vendor 제품에 대한 교육이 아닌 전반적인 무선 이론 및 표준을 학습한다. 

▪ 무선 주파수(Radio Frequency) 기술에 대한 기초 이론과 더불어 802.11 규정 및 표준, 802.11 프로토콜, 

802.11 장비, 안테나 이론, 802.11 네트워크 구현, 802.11 네트워크 보안, 802.11 RF 측정(Site Survey) 등을 

학습한다. 

교육목표 

▪ 변화하는 무선(Radio Frequency) 통신 환경의 요소을 이해하고 무선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 및 기능들을 활용 

할 수 있다. 

▪ 무선 장비들의 사양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무선 네트워크를 디자인을 할 수 있다. 

▪ 무선 관련 요소를 수치화시킨 이론적 내용을 바탕으로 무선 네트워크 구축 후 문제 발생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 시킬수 있다. 

교육기간 3 일(21 시간) 

선수지식 ▪ 무선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관심 

교육대상 ▪ 무선네트워크 업계 종사자 및 학습에 흥미가 있는 자 

교육 

내용 

1. Wireless Network and Topology 

-WPAN/WLAN/WMAN/WWAN 

-AD-Hoc Network 

-Infrastructure Mode 

-Wireless Repeater 

-Wireless Bridge 

-Mesh Network 

 

2. RF Technology 

-RF(Radio Frequency)의 개요 

-Reflection, Mutipath, Scattering 

-Line of Sight, Fresnel Zone 

 

3. Autonomous AP 

-Autonomous AP 설치 

-AP 초기 화면 분석과 설정 

-AP 모니터링 화면 분석 

-AP Firmware 변경 

 

4. RF Mathematics 

-RF 계산을 위한 기본 요소(Watt, Db, dBM, dBi, SNR 등) 

-RF 신호의 특성과 EIRP 

-Free Space Path Loss 

-LOS 와 Antenna Height 

-RF Link Terminology 

 

5. 안테나 이론 

-기본 안테나 개념 

-안테나의 종류와 기능 

-안테나 설치시 고려 사항 

-WLAN 주변 기기들(Amplifiers, Attenuators, Lightning Arrestore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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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pread Spectrum 기술 

-FHSS 아 DSSS 기술 

-DSSS Modulation 기술 

-OFDM 기술 

-OFDM Modulation 기술들 

 

7. 802.11 표준 

-IEEE 802.11 과 Wi-Fi Alliance 

-미국/유럽/국내 전파법 

-ISM, UNII 대역 이해 

-802.11b, 802.11g 소개 

-802.11a, 802.11n, 802.11ac 표준 소개  

 

8. 802.11 의 동작과 구현 

-WLAN frame 구조 이해 

-WLAN frame 종류 

-WLAN 통신 속도 결정방식 

-WLAN 통신 단계 

-WLAN 콘트롤러 기반 무선 프레임 분석 

-WLAN 콘트롤러 기반 유선 프레임 분석 

 

9. Wireless Security 

-Wireless Privacy/Authentication/Encryption 

-IEEE 802.11 Security/WEP/MAC Filtering  

-802.1x 과 EAPs 

-WPA/WPA2 Security 

 

10. 시스코 무선 네트워크 구조 

-CUWN 구조이해 

-CUWN 구성 장비 소개 

-WLC 구조와 설정 

-WLC 기반 AP 동작 모드 

-Roaming 

 

11. RF Site Survey 

-IEEE 802.11 RF Site Survey 소개 

-IEEE 802.11 RF Site Survey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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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와이어샤크 최신 패킷분석 실무 Wireshark v3.x 

교육개요 

▪ 본 과정은 와이어샤크 최신 버젼를 사용하여 기초적인 패킷분석 방법론 부터 실무에서 활용가능한 기술까지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 npcap / winpcap / airpcap 으로 네트워크 토폴로지 및 시스템 환경에 맞는 효율적인 패킷수집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Capture Filter 문법을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 wireshark (GUI) 와 tshark (CLI)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서 네트웍 분석에 각각 실무 적용을 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 주요 TCP/IP 관련 프로토콜들의 실무에 적용 가능한 Display Filter 를 이용하여 초보 분석가 부터 IT 전문가 

까지 네트워크 관련 문제점 해결, 보안 및 네트워크 최적화의 핵심 기술들을 실습과 함께 학습합니다. 

▪ WCNA (Wireshark Certified Network Analyst) 자격증을 준비할 수 있다. 

교육목표 

▪ 네트워크 패킷 분석에 대한 개념을 이해 할 수 있다. 

▪ 와이어샤크 기본적인 사용법을 이해 할 수 있다. 

▪ 와이어샤크 로 실무에 직접 적용이 가능한 필터 기법을 알 수 있다. 

▪ 비정상적인 패킷을 찾는 방법을 이해 할 수 있다. 

▪ 각종 프로토콜 구조와 원리, 헤더 및 통신 방법에 대한 내용을 이해 할 수 있다. ( TCP/IP, DNS, ARP, 

IPv4/IPv6, ICMPv4/ICMPv6, UDP, TCP,DHCP, HTTP, FTP, POP, SMTP, 802.11 WLAN, SIP, RTP 등) 

▪ 각 프로토콜의 보안 사고를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다. 

▪ 공인 와이어샤크 자격증 준비를 할 수 있다. 

교육기간 5 일(35 시간) 

선수지식 
▪ 기본적인 시스템 운영체제에 대항 이해 

▪ 기본적인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이해 

교육대상 

▪ 서버 엔지니어 

▪ 네트워크 엔지니어 

▪ 무선 엔지니어 

▪ 보안 엔지니어 

▪ 스토리지 엔지니어 

▪ 인터넷전화 엔지니어 

▪ IPTV 엔지니어 

▪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교육 

내용 

1.와이어샤크 설치, 환경구성 

 

2.최선의 수집 방법과 Capture Filter 적용 

 

3.Display Filter 문법을 활용한 추출 

 

4.주요 편집 도구 활용 방법 

 

5.표, 그래프, 통계 도구를 활용한 분석 

 

6.주요 프로토콜별 실무 사례 

 

7.추가 CLI 도구 활용 분석 

 

패킷분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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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과정은 Wireshark University 공식 교재의 한글 번역판 으로 아래와 같은 주제를 포함하여 강의합니다. 

1 장 와이어샤크 핵심 요소와 트래픽 흐름 

2 장 와이어샤크 뷰와 설정 맞춤화 

3 장 최선의 수집 방법 결정과 Capture Filter 적용 

4 장 특정 트래픽을 위한 Display Filter 적용 

5 장 컬러링과 관심있는 패킷 내보내기 

6 장 표와 그래프 작성과 해석 

7 장 빠른 분석을 위한 트래픽 재조립 

8 장 추적 파일과 패킷에 주석 추가 

9 장 커맨드라인 도구로 트래픽 수집, 분리, 통합 

10 장 질의응답 - 수강생 회사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각각의 사례연구 

 

1 장 네트워크 분석의 세계 

2 장 와이어샤크 소개 

3 장 트래픽 수집 

4 장 캡처 필터 생성과 적용 

5 장 전역및 개인 환경 설정 

6 장 트래픽 컬러링 

7 장 시간 값 지정과 요약 해석 

8 장 기본 추적 파일 통계 해석 

9 장 디스플레이 필터 생성과 적용 

10 장 스트림 추적과 데이터 조립 

11 장 와이어샤크 프로파일 변경 

12 장 패킷 저장, 추출, 인쇄 

13 장 와이어샤크의 전문가 시스템 사용 

14 장 TCP/IP 분석 개요 

15 장 DNS 트래픽 분석 

16 장 ARP 트래픽 분석 

17 장 IPv4/IPv6 트래픽 분석 

18 장 ICMPv4/ICMPv6 트래픽 분석 

19 장 UDP 트래픽 분석 

20 장 TCP 트래픽 분석 

21 장 IO 비율과 TCP 트렌드 그래프 

22 장 DHCP 트래픽 분석 

23 장 HTTP 트래픽 분석 

24 장 FTP 트래픽 분석 

25 장 POP3/SMTP 트래픽 분석 

26 장 802.11(WLAN) 분석 개요 

27 장 VoIP 분석 개요 

28 장 정상 트래픽 패턴 베이스라인 

29 장 성능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찾기 

30 장 네트워크 포렌식 개요 

31 장 스캐닝 탐지와 발견 처리 

32 장 의심스런 트래픽 분석 

33 장 커맨드라인 도구의 효과적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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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와이어샤크 트러블슈팅 실무 

교육개요 

▪ 실제 사례 pcap 파일을 가지고 네트워크 성능 개선과 문제 해결 방법을 학습한다. 

▪ 문제 해결 준비 과정, 증상에 기반한 문제 해결 방법, 문제 탐지에 그래프 활용법, 다양한 팁 등을 학습한다. 

▪ Lua 스크립트 확장을 통한 와이어샤크 커스터마이징에 대하여 학습한다. 

교육목표 

▪ 다양한 사례를 활용하여 전문가적인 네트워크 패킷 분석 방법을 응용할 수 있다. 

▪ 시나리오 토의와 실무 사례 중심의 실습 환경을 이용하여 실제 사례별로 응용 할 수 있다. 

▪ 와이어샤크의 고급 테크닉을 활용한 분석 기법을 습득하여 현장 실무에 이용 할 수 있다. 

▪ 와이어샤크에서 확장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고객의 기호에 맞는 분석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다. 

교육기간 5 일(35 시간) 

선수지식 

▪ 본 과정을 문제해결 위주로 되어 있어 랩 중심 수업을 하니 반드시 기본과정을 이수 후 수강신청 바랍니다. 

▪ 와어어샤크 기본 과정 이수자 또는 WCNA 자격증 소유자 

▪ 와이어샤크 패킷 분석 경험 1 년 이상 

교육대상 

▪ 와이어샤크 고급 기술 활용자 

▪ 실무에서 와이어샤크를 이용한 솔류션을 응용하거나 개발하시는 분 

▪ 고객 장애분석 및 최적화 컨설턴트에 활용하실 분 

교육 

내용 

Wireshark University 공식 교재의 한글 번역판과 부교재로 강의합니다. 

 

1. 효과적인 네트워크 문제 해결 기법 

2. 와이어샤크 고급 기능 정리 

3. 전문가 정보를 활용한 문제 해결 기법 

4. 그래프를 활용한 문제 해결 기법 

5. 어플리케이션 오류 탐지 기법 

6. 와이어샤크 문제 해결 프로파일 작성기법 

7. 시간 지연된 네트워크 문제 분석 

8. 해킹과 보안을 위한 네트워크 문제 분석 

9. 무선 네트워크 문제 분석 

10. 커맨드 라인 및 외부 패킷분석도구를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 

11. 루아 스크립트를 이용한 와이어샤크 확장 분석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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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와이어샤크 Lua 스크립트 자동화 기법 

교육개요 

▪ 개발이 처음인 네트워크/보안/서버 엔지니어들이 패킷 분석 시스템을 자신만의 패킷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지식들을 학습한다. 

▪ 와이어샤크 와 Lua Script 를 활용한 고객정보기반 패킷분석시스템 구성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 예를 들어 MS 오피스에서 Visual Basic 스크립트를 활용하여 자신의 업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것과 

같은 식으로 와이어샤크에서는 Lua Script 를 지원함으로써 자신만의 패킷 분석 시스템을 만들거나 기존 

프로토콜이 아닌 회사 고유의 신규 프로토콜 분석도 가능하도록 다양한 API 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패킷 분석의 고급 자동화 기법을 활용하는 과정이다. 

교육목표 

▪ Lua 스크립트의 기본 원리를 이해 할 수 있다. 

▪ Lua 스크립트의 데이터 유형들을 이해 할 수 있다. 

▪ Lua 스크립트의 표현식을 활용 할 수 있다. 

▪ Lua 스크립트의 명령문을 활용 할 수 있다. 

▪ Lua 스크립트의 각종 라이브러리를 활용 할 수 있다. 

▪ Wireshark 의 패킷 분석을 이해 할 수 있다. 

▪ Wireshark 의 다양한 API 를 Lua 에 연결하는 방법을 활용 할 수 있다. 

▪ Wireshark 에서 확장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고객의 기호에 맞는 분석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다. 

교육기간 4 일(28 시간) 

선수지식 

▪ 와이어샤크에 대한 기본 지식 

▪ 스크립트 언어에 대한 기본지식 

▪ MS Windows 사용법에 대한 기본지식 

▪ Linux 사용법에 대한 기본지식 

교육대상 

▪ 운영자로서 DevOps 툴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 

▪ 개발자로서 DevOps 툴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 

▪ 시스템/네트워크 운영자로서 업무의 효율화를 추구하시는 분 

▪ 보안 관리자로서 업무의 효율화를 추구하시는 분 

▪ 전산실 관리직으로서 시간이 없다고 하는 직원들에게 생산성 툴을 소개하시고 싶은 분 

교육 

내용 

# "최신 네트워크 패킷분석" 과정은 최신 버젼 와이어샤크로 실무 사용 중심의 사용법을 학습합니다. 

# "WCNA 과정" 과정은 정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으며 와이어샤크의 전 기능에 대한 학습과 계층 별 각종 

헤더들을 심도있게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공식 모의 시험 문제 풀이 진행) 

# "와이어샤크 트러블슈팅" 과정은 위의 기본 와이어샤크 과정을 수강하셨거나 다년간 와이어샤크 경험자를 

대상으로 실무 사례 중심의 실습 과정입니다. 

# "와이어샤크 스크립트 자동화 기법" 과정은 Lua 스크립트 로 와이어샤크를 확장하여 커스터마이징한 자동화 

프로토콜 분석 기법을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 전 과정은 Wireshark University 공식 교재의 한글 번역판 으로 강의합니다. (Lua 제외) 

 

1. Lua 스크립트 언어 개념 

-청크 

-어휘규정 

-변수선언 

 

2. Lua 데이터 유형 

-숫자 

-문자열 

-테이블 

 

3. Lua 표현식 

-산술, 비교, 논리 연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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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열, 테이블 연산자 

 

4. Lua 명령문 

-if then else 

-while 

-repeat until 

-for do 

-breatk return goto 

 

5. Lua 라이브러리 

-수학, 비트 연산 라이브러리 

-테이블, 문자열 라이브러리 

-파일, 운영체제 라이브러리 

 

6. Wireshark 패킷분석 

-패킷 수집 

-Display Filter 문법 

-프로토콜 분석 

-프로토콜 통계 

 

7. Wireshark API 

-Lua 연결 

-Dissector 구성 

-Listener 구성 

-Packet 정보 수집 

-신규 프로토콜 분석 

-패킷 데이타 사용자 정의화 

 

8. Wireshark 확장 스크립트 제작 

-샘플 코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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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컨테이너 기초부터 마이크로서비스 그리고 FaaS 까지 

교육개요  

▪ 시스템/네트워크 운영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융합 기반의 IT 트렌드를 수용하는 컨테이너 기반 인프라 기술을 

이해하고, 노트북을 사용하여 개인별 서버를 접속하여 실습을 진행하며 가상화 기반으로 컨테이너 인프라 

구축부터 서비스를 직접 배포하고 컨테이너화 한 보안 솔루션을 분석하는 내용으로 구성 

교육목적 

▪ 컨테이너 기반 인프라 서비스를 이해 할 수 있다. 

▪ 가상환경을 설치하는 것을 학습할 수 있다  

▪ 마이크로 서비스 배포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경험 할 수 있다. 

▪ 컨테이너 네트워킹과 보안을 설계를 할 수 있다 

▪ 컨테이너 기반 서비스들의 Use Case 를 경험 할 수 있다. 

교육기간  2 일(14 시간)  

선수지식  
▪ 네트워크, 스토리지, 가상화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 기본적인 Linux 명령어 

교육대상 ▪ 컨테이너 기반 인프라 환경을 구축/관리하고자 하는 시스템 관리자나 엔지니어 

교육 

내용 

1. 교재 – 자체 강의 교재와 별도 실습 교재 

 

2. 수강생의 선수지식 정도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반영되어 운영 

 

3. 컨테이너 기반 인프라 강의  

 

4. Open/Free Software 기반의 실습 

 

5. 컨테이너 응용 기술을 습득하고 설계 시 필요한 기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을 제공  

-서버 가상화 

-이미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Swarm, Kubernetes) 

-컨테이너 네트워킹 

-보안 

-관리 

-서비스 (Micro Service Architecture, FaaS) 

 

6. 제품의 컨테이너화 분석  

 

 

 

 

 

 

 

 

 

 

 

클라우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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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Amazon AWS 

교육개요  ▪ AWS 클라우드의 핵심 서비스에 대한 교육과 실무를 위한 실습을 포함한 교육입니다. 

교육목적 

▪ Amazon AWS 클라우드의 아키텍쳐를 이해할 수 있다. 

▪ AWS 클라우드를 이용해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 방법과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 

▪ AWS 클라우드를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기간  4 일(28 시간)  

선수지식  ▪ 없음 

교육대상 

▪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 운용 및 관리하는 가상화 엔지니어 

▪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이 필요한 시스템 엔지니어 

▪ 클라우드 서비스 종류와 구축에 관심있는 엔지니어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관심 기업 관계자 

교육 

내용 

1. 클라우드 개념과 소개 

-클라우드 컴퓨팅의 등장 배경, 가상화의 이해 

-퍼블릭 클라우드 – 프라이빗 클라우드 VMware 와의 대조를 통한 퍼블릭 클라우드의 개념과 필요성 

-클라우드 플랫폼 – AWS 와 GCP, Azure 와의 개념 차이와 설명 

 

2. AWS 클라우드 아키텍쳐 분석 및 설계 

-AWS Management Console 계정 생성 및 접속 

-VPC 의 정의와 AWS 기반 네트워킹 아키텍쳐의 이해 

-AWS 기본 아키텍쳐 구성요소 - Region(지역) , AZ 의 이해. 

 

3.AWS 고가용성 분석및 설계 방법 - Multi-Region 및 Multi-Zone. 

 

4.AWS 클라우드 서버 - EC2 인스턴스 

-인스턴스의 개념과 이해 및 AWS 클라우드 인스턴스 타입과 종류 

-EBS Volume - Boot Storage 의 종류와 이해 

-Tag 의 개념과 이해 

-Security Group 의 적용과 설정 

-Key pair 의 이해와 생성, 적용, 변경 

-인스턴스 접속 – Putty 를 통한 Key Pair 방식의 인스턴스 접속 

-Bastion Host 의 개념과 이해, Bastion Host 를 통한 인스턴스 접속 

-EIP 의 개념과 이해 및 EIP 생성과 이용, 할당 

 

5. AWS 클라우드 스토리지 - S3 

-S3 서비스의 정의와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개념과 이해 

-S3 안에서의 버킷 생성 및 파일 업로드, 권한 설정 

-메타 데이터, 엔드 포인트의 개념과 이해 

 

6. S3 storage 의 종류와 차이 

 

7. AWS 클라우드 운영 및 보안 - KMS 

-AWS 클라우드 보안 아키텍쳐의 이해 

-AWS 기반 보안 아키텍쳐 분석 및 설계 방법 

-KMS 의 개념과 이해 

-AWS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암호화 방법 및 설계 

 

8. AWS 클라우드 네트워크 – 서브넷과 Route 53 

-AWS 기반 DNS 의 개념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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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 53 의 라우팅, 라우팅 정책의 이해 

-Record Set 의 이해와 종류 

-Route 53 의 Health Check 와 연동 

-Internet Gateway(인터넷 게이트웨이)의 생성 및 VPC 와 연동 

-Route Table(라우트테이블)의 개념과 이해 및 VPC 와의 연동 

-Subnet(서브넷) – Public Subnet 과 Private Subnet 의 생성 및 인스턴스 연동 

 

9. NACL 의 개념과 이해 및 AWS 기반 접속과 보안 

 

10. AWS 클라우드 Managent - IAM 을 이용한 권한관리 

-IAM 의 개념과 이해 

-AWS 기반 계정 이용 User 생성, 권한 정책과 부여 

-IAM Group 의 이해와 생성 

-IAM Role 의 활용과 적용 

 

11. AWS 클라우드 Management - Auto Scaling 

-로드밸런서의 이해와 AWS 로드밸런서의 종류 (ELB, ALB, CLB 의 차이) 

-대상 그룹의 개념과 이해 

-Auto Scaling 그룹 생성과 적용 

-Cloud Watch 의 이해와 연동 

 

12. Auto Scaling 실제 서버 적용 및 정책 설정과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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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인프라엔지니어를 위한 클라우드과정 (AWS, AZURE 실습) 

교육개요  

▪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 과정입니다. 

▪ vSphere ESXi , Amazon AWS, MS Azure 클라우드를 교육생이 직접 실습하여, 실무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교육목적 

▪ 사설(vSphere) 및 공용 클라우드(AWS,Azure)의 발전과 장단점을 이해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의 구조와 핵심 

기술을 습득하여 클라우드 실무 활용 능력 배양 

▪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에 앞서 클라우드의 특징과 장단점을 이해하여, 설계를 할 수 있다. 

▪ 사설 클라우드와 공용 클라우드의 연계 또는 연동을 통한 확장 설계를 할 수 있다. 

교육기간  4 일(28 시간)  

선수지식  ▪ 없음 

교육대상 
▪ 네트워크 엔지니어, 서버 엔지니어, 스토리지 엔지니어 및 기타 인프라 엔지니어 

▪ 데이터센터 또는 IT 종사자 

교육 

내용 

1. 클라우드 개요 

 

2. 사설 클라우드(vSphere ESXi)의 특징과 활용 실무 

 

3. 퍼블릭 클라우드의 특징과 활용 실무 

-컴퓨팅 서비스 실습 (MS Azure, Amazon AWS) 

-스토리지 서비스 실습 (MS Azure, Amazon AWS) 

 

4. Amazon AWS 클라우드 개요 

 

5. Amazon AWS 클라우드 네트워크 

-VPC 개요 

-VPC 컴포넌트 

-Security Group, NACL 개요 및 실습 

-VPC, Subnet, SG 실습 

-AWS 클라우드 패킷 캡춰 및 모니터링 

-VPC 피어링 및 Region 간 VPC 피어링 개요 및 실습 

-Internet Gateway 및 NAT Gateway 개요 및 실습 

-Amazon AWS 사용자 Routing 개요 및 조정 실습 

-Virtual Appliance 를 이용한 AWS 클라우드 보안 개요 및 실습 

 

6. MS Azure 클라우드 개요 

 

7. MS Azure 클라우드 네트워크 

-vNet 개요 

-vNet 컴포넌트 

-Security Group 

-vNet, Subnet, SG 실습 

-Azure 클라우드 패킷 캡춰 및 모니터링 

-vNet 피어링 개요 및 실습 

-Virtual Gateway 개요 및 실습 

-MS Azure vNet 을 위한 보안 

-MS Azure 사용자 Routing 개요 및 조정 실습 

-Virtual Appliance 를 이용한 Azure 클라우드 보안 개요 및 실습 

 

8. On-Site & Cloud 간 연결 개요 및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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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zure 클라우드와 AWS 클라우드간 연결 개요 및 실습 

 

교육명 Naver Cloud Platform 

교육개요  
▪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소개와 핵심 서비스인 Compute, Storage, Network 에 

대한 핸즈온 실습을 포함한 교육입니다. 

교육목적 

▪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서비스를 이해할 수 있다. 

▪ 네이버 클라우드를 이용해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 방법과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 

▪ 네이버 클라우드 자격증을 대비할 수 있다. 

교육기간  3 일(21 시간)  

선수지식  ▪ 없음 

교육대상 

▪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 운용 및 관리하는 가상화 엔지니어 

▪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이 필요한 시스템 엔지니어 

▪ 클라우드 서비스 종류와 구축에 관심있는 엔지니어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관심 기업 관계자 

교육 

내용 

1. Cloud 개요 

-IaaS, PaaS, SaaS 개념 

-Public/Private Cloud 국내외 현황 

-On-Premise vs Public Cloud 의 장/단점 

 

2. Naver Cloud Platform 아키텍쳐 

-Naver Cloud Platform 의 특징 

-NCP Support Center 이용 및 Portal 이용 

-Console 의 Dash Board, Region, Zone 설명 

 

3. NCP Server 

-서버 생성 – Linux & Windows 계열 각각의 서버 구축 

-서버 접속 – Port Forwarding & Public IP , DNS 

-서버 관리 – Password Reset 및 Pem Key 관리 

 

4. NCP Storage 

-NCP Block Storage - Attach & Re-Attach, Scale-up, 스냅샷 

-NCP NAS - NFS 접근 제어 설정 및 Custom IP, 접근제어 

-NCP Object Storage - Cloud Berry 및 오픈소스 Fuse 를 이용한 마운트 

 

5. NCP Network 

-NCP 네트워크의 특징 및 AWS 네트워크 비교 

-Private Subnet 및 추가 NIC 필요성 

-고가용성을 위한 Load Balancer 구축 및 Web Server 연동 (부하 분산 알고리즘 적용) 

 

6. NCP Security 

-NCP 보안 아키텍쳐와 컴포넌트 

-Login 방식 변경 및 Key 접속 방식 변경을 통한 OS 보안 강화 

-SSL-VPN Tunnel 방식을 통한 접속 보안 

-2 차 인증 설정을 통한 콘솔 보안 

 

7. NCP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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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모니터링 및 프로세스 다운에 따른 알림 설정 

-유사 서버 & 내 서버 이미지를 통한 백업 구축 

-트래픽 과부하를 대비한 Auto Scaling 적용 (정책 및 스케쥴) 

 

8. NCP 최종실습 

-NCP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인프라 전체 구축 

-배웠던 내용을 모든 내용을 연동하여 하나의 인프라에 모두 적용 

-실무에 가까운 인프라 구성을 직접 설정, 구축 

 

9. NCP Associate 자격증 대비 

-NCP Associate 자격증을 위한 예상 문제 풀이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실습을 통한 문제 유형 파악 

 

10. 최신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최신 유형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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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Docker/Container 가상화 과정 

교육개요 ▪ Docker기반의 컨테이너 시스템을 구축한다. 

교육목적 

▪ Docker 설치 및 구성을 할 수 있다. 

▪ Docker 스토리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직접 구성할 수 있다. 

▪ 컨테이너 운영시 필요한 명령어에 대해서 알 수 있다. 

▪ 컨테이너 이미지 다운로드 및 컨테이너를 구성할 수 있다. 

▪ 사용자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Dockerfile에 대해서 알아보며 직접 구성할 수 있다. 

▪ 도커 컴포저(Composer) 학습 및 직접 사용을 통해 컨테이너를 자동화할 수 있다. 

교육기간 3일(21시간) 

교재 ▪ Learning Docker-second edition (시중교재-디지털) 

선수지식 

▪ 리눅스 운영 경험이 2년 이상 혹은 어드민 지식 요구 

▪ 리눅스 SELinux 및 cgroup지식(가능하면) 

▪ vi혹은 nano에디터 사용 가능자 

▪ 패키지 도구 RPM혹은 dpkg나 패키지 관리자 YUM/APT사용 가능자 

교육대상 ▪ 컨테이너 시스템을 처음 접근하며, Docker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스템 어드민 혹은 엔지니어 

교육 

내용 

* 교재 – Learning Docker – Second Edition(17.05) 

* 수강생의 선수지식 정도에 따라 커리큘럼이 변경되어 운영될 수 있습니다. 

 

1. 준비하기 

-Docker 설명 

-Docker 연습을 위한 가상머신 구성하기 

-가상머신에서 사용할 추가 저장소 추가 

-Docker 설치 

 

2. Docker 사용하기 

-Docker 에서 컨테이너 관리하기 

-Docker 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Docker 이미지 관리하기 

-Docker 이미지 사용하기 

 

3. Docker 이미지 구성하기 

-Docker 통합 이미지란? 

-Dockerfile 문법 알아보기 

-Dockerfile 작성 방법 

-Docker 이미지 내역 및 상태 확인하기 

-Dockerfile 작성 및 생성 연습 

 

4. 이미지 배포 및 공개하기 

-Docker HUB 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미지를 Docker HUB 에 업로드 하기 

가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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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자동 빌드 시스템 사용하기 

 

5. 비공개 도커 인프라 구성하기 

-Docker Registry 알아보기 

-Docker Registry 사용 예 

-Docker Registry 에 이미지 올리기 

-Docker Registry 에 이미지 올리기(SSL) 

-Docker compose 와 함께 Registry 사용하기 

-Load Balancing 구성 시 고려할 점 

 

6. 컨테이너에 서비스 구성하기 

-컨테이너에서 네트워크 구성 

-컨테이너안에서 동작하는 서비스 이해하기 

-컨테이너 서비스를 외부로 연결하기 

 

7. 컨테이너와 데이터 공유하기 

-데이터 불륨 

-데이터 불륨을 명령어로 관리하기 

-데이터를 각각 컨테이너에 공유하기 

-데이터 불륨 구성 시 자주하는 실수 

 

8. 도커 기반의 간단한 오케스트레이션 구성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이해하기 

-컨테이너 내부 조회하기 

-컨테이너 링킹(Linking) 

-Docker Compose 기반으로 오케스트레이션 구성하기 

 

9. 도커 테스트 하기 

-TDD 개발론 이해하기 

-Docker 기반으로 코드 테스트 하기 

-Jenkins 에 코드 테스트 통합하기 

 

교육명 Kubernetes 오케스트레이션 과정 

교육개요 ▪ Kubernetes기반으로 도커 오케스트레이션을 구성한다 

교육목적 

▪ Kubernetes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 Kubernetes와 docker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 및 학습을 할 수 있다. 

▪ Kubernetes기반으로 docker를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다. 

▪ Kubernetes명령어를 사용하여 오케스트레이션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 Auto Scale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 스토리지 시스템을 구성 및 구축할 수 있다. 

교육기간 3일(21시간) 

교재 ▪ Getting Started with Kubernetes-second edition (시중교재-디지털) 

선수지식 

▪ 리눅스 운영 경험이 2년 이상 혹은 어드민 지식 요구 

▪ 리눅스 SELinux 및 cgroup지식(가능하면) 

▪ vi혹은 nano에디터 사용 가능자 

▪ 패키지 도구 RPM혹은 dpkg나 패키지 관리자 YUM/APT사용 가능자 

교육대상 ▪ Kubernetes를 처음 구축하는 시스템 어드민 혹은 엔지니어 대상 



39 

 

교육 

내용 

* 교재: Getting Started with Kubernetes-second edition(17.05) 

* 수강생의 선수지식 정도에 따라 커리큘럼이 변경되어 운영될 수 있습니다. 

 

1. 준비하기 

-Kuernetes 설명 

-컨테이너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하기 

-마이크로 서비스와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 

 

2. Kubernetes 사용하기 

-랩을 위한 가상머신 구성하기 

-Kubernetes 를 가상머신 기반으로 구성하기 

-Kubernetes 의 Pods, Services, Replication Controler, Labels 에 대해서 이해하기 

-Kubernetes 아키텍처 

-Kubernetes 핵심 구조 

-Kubernetes 첫 어플리케이션 구성하기 

 

3. Kubernetes 네트워크 

-Kubernetes 네트워크 알아보기 

-내부 고급 서비스 

-Kubernetes 에서 DNS 서비스 

-Multitenancy 구성원 알아보기 

-Dockerfile 작성 및 생성 연습 

 

4. Kubernetes update, Gradual Rollouts, Autoscaling 

-Kubernetes 스케일링 

-무-정지 업데이트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Auto Scaling 

-클러스터 Scaling 

 

5. 구성 및 작업구성 

-Kubernetes 에서 Deployment 구성 및 실행 

-Kubernetes 에서 작업(Jobs)구성 및 실행 

-DaemonSets 

 

6. 스토리지 그리고 Stateful 응용 프로그램 

-고정 스토리지 구성 

-StatefulSets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스토리지 구성하기 

-컨테이너 서비스를 외부로 연결하기 

 

7. Continuous Delivery 

-파이프라인으로 CD 시스템 통합하기 

-Kubernetes 와 Jenkins 통합 

 

8. 모니터링 및 로깅 

-모니터링 방법 

-빌트-인 모니터링 구성 

 

9. Kubernets 확장하기(OCP, CoreOS) 

-Open Container Initiative 

-기본 컨테이너 스팩 

-CoreOS 

-Open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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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QEMU/KVM with libvirt 가상화 과정 

교육개요  ▪ 리눅스 가상화의 기반인 QEMU/KVM 그리고 libvirt 에 대해서 학습한다. 

교육목적 

▪ 모든 리눅스 배포판에서 QEMU/KVM with libvir 를 통해서 가상머신을 구축할 수 있다. 

▪ virsh 그리고 virt-manager 관리 명령어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다. 

▪ 가상머신을 사용하기 위한 가상 디스크 이미지를 관리할 수 있다. 

▪ sealed 디스크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 libvirt 기반의 하이퍼바이저 가상머신 마이그레이션(migration)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 PXE 를 통해 하이퍼바이저를 자동 설치할 수 있다. 

교육기간  4 일(28 시간)  

선수지식  

▪ 리눅스 시스템 어드민 수준의 지식 

▪ systemd 사용 및 로그파일 분석 지식 

▪ vi 혹은 nano 에디터 사용 가능자 

▪ LVM, fdisk 등 기본적인 블록 디바이스 관리 경험 

▪ 간단한 쉘 스크립팅 가능자 

교육대상 ▪ 리눅스 기반으로 가상머신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엔지니어 

교육 

내용 

* 교재 - Mastering KVM Virtualization(2016/4) 

* 수강생의 선수지식 정도에 따라 커리큘럼이 변경되어 운영될 수 있습니다. 

 

1. 준비하기 

-랩 구성하기(nested 모드 활성화) 

-서버 관리를 위한 DNS 서버 구성하기 

-Libvirtd 를 통해서 가상머신 랩 가상머신 구성하기(virsh, virt-manager) 

-전가상/반가상화 설명 

-Type 1, Type 2 설명 

 

2. KVM 내부 

-libvirt 와 QEMU/KVM 의 관계 

-QEMU 와 KVM 의 역할과 관계 

-vCPU 의 동작 방법 

 

3. 기본적인 단독 KVM 시스템 구축하기 

1) 가상화에 올바른 하드웨어 사양 확인하기 

-물리적 CPU 의 기능확인 

-CPU 의 코어 갯수 확인 

-물리적인 실제 메모리 크기 

-저장소 용량 확인하기 

-네트워크 정보 확인하기 

2) 운영시 필요한 패키지 설치하기 

-가상패키지 설치하기 

-libvirt 서비스 시작하기 

 

4. 가상서버 구성하기 

1) virt-manager 설명 

2) virt-manager 설치하기 

-virt-manager 에서 네트워크 확인하기 

-저장소 풀 확인하기 

3) 가상머신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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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머신 마법사 사용하기 

-네트워크를 통한 설치 방법(HTTP, FTP, NFS) 

-PXE 설치 

-이미 구성된 디스크를 이미지를 사용하기 

4) virt-install 를 통한 가상머신 설치 

5) virt-builder 를 통한 자동화  

6) oz 를 통한 O/S 디스크 이미지 자동구성 

 

5.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1) 가상 네트워크 설명 

2) libvirt 기반으로 가상 네트워크 구성 

-ISOlated 네트워크 

-Routed 네트워크 

-NATed 네트워크 

3) 스토리지 서버 구성하기 

 

6. 가상머신 관리 

1) 가상머신 비디오카드 

2) 가상머신 디스플레이 

3) 가상머신 마이그레이션 

-오프라인 마이그레이션 

-온라인 마이그레이션 

-공유 스토리지 구성 

 

7. 템플릿 및 스냅샷 

-가상 디스크 이미지 포맷 

-스냇샵 작성하기 

-가상 머신 템플릿 작성하기 

 

8. KVM 튜닝하기 

 

9. V2V and P2V 마이그레이션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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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실습으로 배우는 서버 가상화 

교육개요 

▪ 본 과정은 현업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서버 가상화 실습 과정으로 서버 가상화 필수 요소들과 

서버 가상화 구축시에 필요한 고 가용성과 보안 문제 내용을 추가하여 잠재적인 보안까지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든 학습과정이다. 

교육목적 

▪ 사내 서버 가상화를 도입하며, 최적화 능력을 이해 할 수 있다. 

▪ 사내 서버 가상화 구축시 가상화 보안을 향상 시키는 기술을 이해 할 수 있다. 

▪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한 사내 서버 가상화 구축시 생산성 증대 방법을 응용 할 수 있다. 

교육기간 4일(28시간) 

선수지식 ▪ TCP/IP 에 대한 기본 이해 

교육대상 

▪ 대상 서버 가상화 또는 데스크탑 가상화를 도입하고자 하는 모든 업종 

예) 각종 제조업체 (서버 가상화 및 데스크탑 가상화를 이용한 장비 유지 관리 환경) 

예) 일반 기업 (서버 가상화를 이용한 서버의 효율성 향상) 

예) 일반 중소 기업 (관련 도입 기술에 대한 성능, 보안, 효율성에 대하여 테스트 필요 기업) 

- 직위 (사원, 대리, 과장) 

- 경력 (1년 이상의 경력자) 

- 부서 (IT 관련 부서, 네트워크 부서, 서버 부서) 

교육 

내용 

1.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개요 

2. 서버 가상화개요 

3. 서버 가상화 구성 요소 

4. 서버 가상화 구축 실습 

5. Hypervisor 설치 및 구성 

6. VM 설치 구성 

7. 관리센터 구축 

8. 서버 가상화 성능과 한계 

9. 가상화를 위한 Hardware 가상화 

10. 하드웨어 가상화와 Hipervisor 소개 

11. Virtual Appliance 소개 

12. 네트워크 가상화 개요 

13. 가상 네트워크 개요 

14. 물리 네트워크와의 연동성 

15. Virtual Appliance 소개 

16. 가상머신을 위한 보안 개요 

17. DVS 개요 

18. 가상 네트워크의 성능과 이슈 

19. 가상머신 이동성을 위한 공유 Storage 개요" 

20. Shared Storage 구성 실습 

21. Snapshot 과 Thin Provisioning 

22. v-Motion 실습 

23. Storage-Motion 실습 

24. DeskTop 가상화개요 

25. HA/FT 개요 

26. HA/FT 실습 

27. Desktop 가상화 구성요소 

28. AD 설치 실습 

29. Desktop 가상화 구축 실습 

30. Desktop 가상화 구축 실습 

31. 최신 네트워크 동향 

32. 가상화 네트워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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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네트워크 가상화와 SDN 과정 

교육개요 
▪ SDN 개념 및 동작원리 이해관리 

▪ SDN 네트워크 설계, 구축, 운용 관리 

교육목적 
▪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인 SDN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의 개념과 동작원리를 이해하고, SDN의 운영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함양. 

교육기간 5일(35시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 정보통신 분야의 재직근로자로서 SDN 설계, 구축 및 운영관리, 또는 관련된 교육훈련이 필요한 자 

교육 

내용 

1. SDN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개요 

-현재 네트워크의 구조와 한계 

-새로운 네트워크 구조의 필요성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SDN) 개요 

-SDN 개념, 구성요소 및 동작원리 

-SDN 기술의 발전 History 

-SDN 관련 단체들 (ONF, NFV, Opendaylight) 

-SDN 벤더별 기술과  

-다양한 SDN 적용 사례들 

 

2. 서버 가상화 이해 

-서버 가상화 개념 이해 

-VMware ESXi 하이퍼바이저 이해 

-가상머신 구성요소 및 생성방법 

-vCenter Server 구조 및 구성 방식  

-가상 네트워크 및 가상 스위치 

-스토리지 및 데이터스토어 

-가상머신의 관리 (배포 및 관리)와 마이그레이션 

-자원의 관리 

 

3. Opensource 기반 SDN 동작 방식 이해 

-Openflow 이해 – Opensource Southbound API 

-Openflow 프로토콜 메시지 종류 및 동작방식 

-기존 Network 의 통신 방식 

-Openflow Network 의 통신 방식  

-기존 Network 과 Openflow Network 간 연동 기술 

-Openflow 기반 Opensource Controller 

-NOX controller 와 POX controller 

-Floodlight controller 와 Opendaylight controller 

 

4. 상용 SDN 동작 방식 이해 

-Nicira 의 NVP, 그리고 VMware 의 NSX 

-VMware 의 SDN 기술 개요 

-VXLAN 기반 Overlay SDN 방식 

-VMware NSX 구성요소  

-VMware NSX 동작원리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과 NSX 를 이용한 SDDC 

-기타 Overlay SDN 기술들 

-기타 Overlay SDN 기반 상용 솔루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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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N 설계하기 

-디자인 프레임웍과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센터 (SDDC) 설계 

-VMware 기반 가상 데이터센터 설계하기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SDN) 구성요소 설계하기 

-VMware NSX 기반 SDN 설계하기 

-네트워크 설계하기 

-보안 설계하기 

-운영 및 관리 설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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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유닉스&리눅스 서버 관리 운영 단기속성 과정 

교육개요 ▪ 유닉스&리눅스 서버의 관리 방법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 

교육목적 
▪ 유닉스&리눅스 시스템에 대한 관리방법을 실무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유닉스&리눅스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교육기간 5일(35시간) 

선수지식 
▪ 유닉스 또는 리눅스에 대한 기초 명령어를 알고 있어야 하며 파일 편집을 위한 vi 사용이 가능하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유닉스&리눅스 입문 과정 수료자 

▪ 유닉스 시스템 관리가 필요한 윈도우 서버 관리자 

▪ 윈도우 시스템 엔지니어 

▪ 네트워크 관리 입문자 

▪ 유닉스 서버 관리자 

▪ 유닉스/리눅스 전문가가 되고 싶은 학생 

교육 

내용 

* 교육중 실습은 리눅스로 진행됩니다.  

 

1. 유닉스& 리눅스 운영체제 설치 

2. 유닉스& 리눅스 파일시스템 이해 및 디렉토리 구조 

3. 유닉스& 리눅스 파일시스템 사용법 

4. 유닉스& 리눅스 패키지 설치 및 패치 적용하기 

5. 유닉스& 리눅스 부팅 순서 및 서비스 동작 방법 이해 

6. 유닉스& 리눅스 계정 관리 

7. 유닉스& 리눅스 시스템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제어방법 

8. 유닉스& 리눅스 가상 메모리 관리 이해 

9. 유닉스& 리눅스의 네트워크 관리 및 설정 

10. 유닉스& 리눅스 서버의 로그 관리 

11. 유닉스& 리눅스 서버의 백업 및 복구 

12. 유닉스& 리눅스 시스템에서 NFS, SAMBA 서버 설정 

13. 유닉스& 리눅스 시스템에서 웹 서버, 메일 서버 설정 

14. 유닉스& 리눅스 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 구성 

15. 유닉스& 리눅스 시스템에서의 가상화 솔루션 

 

 

 

 

 

 

 

 

 

 

 

 

 

UNIX / Linux Training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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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유닉스&리눅스 쉘 프로그래밍 과정 

교육개요 

▪ 이 과정에서는 Bourne쉘과 Korn 쉘 스크립트를 읽고 쓰고 디버깅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명령을 자동화하기 위한 간단한 스크립트 작성에서부터 조건문, 루프, 메뉴, 트랩, function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교육목적 ▪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자신만의 스크립트를 작성한다. 

교육기간 5일(35시간) 

선수지식 
▪ Vi 편집기 또는 텍스트 에디터로 파일을 작성하고 편집할 줄 알아야 합니다. 

▪ cd, cp, more, mkdir 등 기본적인 유닉스 명령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육대상 ▪ 유닉스 시스템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시스템 관리자. 

교육 

내용 

1. 쉘의 개념, 기능, 종류 및 특징 

 

2. Bourn 쉘 과 korn 쉘 스크립트에서 환경변수 및 메타캐릭터 사용. 

 

3. 스크립트 개발 과정과 디버깅 

 

4. 정규표현식 사용과 grep, sed, nawk 을 이용한 파일처리 

 

5. If 조건문, 루프, 인터렉티브 시크립트 작성 

 

6. function 을 사용하는 시크립트 작성 

 

7. trap 을 사용하여 signal 처리 

 

교육명 유닉스&리눅스 입문 과정 

교육개요 ▪ 유닉스&리눅스 운영체제의 개념, 기능, 관리 방법에 대한 입문 과정 

교육목적 ▪ 유닉스&리눅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스템 관리를 위한 기초지식을 습득한다 

교육기간 5일(35시간) 

선수지식 ▪ MS-Window를 사용할 수 있고 컴퓨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윈도우 관리자 

▪ 윈도우 시스템 엔지니어 

▪ 네트워크 관리 입문자 

▪ 서버 관리 입문자 

▪ 유닉스/리눅스 전문가가 되고 싶은 학생 

교육 

내용 

1. 유닉스& 리눅스 개요 및 기본 사용법 

2. 디렉토리 다루기 

3. 파일 다루기 

4. 텍스트 파일 편집을 위한 vi 사용법 익히기 

5. 다양한 쉘 활용하기 

6. 파일사용 권한 이해하기 

7. 파일과 디렉토리 검색하기 

8. 프로세스와 사용자 명령 익히기 

9. 파일 아카이브와 압축 명령 익히기 

10. 기본 네트워크 기능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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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닉스 유틸리티 이용하기 

12. 유닉스 쉘의 기능 이해하기 

13. 간단한 쉘 프로그램 작성하기 

14. 유닉스 내부 구조 이해하기 

15. 시스템 관리를 위한 기초 명령어 익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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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오픈스택/OpenStack 과정 

교육개요  ▪ OpenStack 서비스를 관리하고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다. 

교육목적 

▪ OpenStack 서비스 구축, 관리, 사용 및 스토리지 시스템과의 연동을 학습할 수 있다. 

▪ OpenStack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 주요 서비스들인 Keystone, Glance, Cinder, Nova 서비스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다. 

▪ OpenStack 서비스를 이용하여 Instance 를 구성하고 배포할 수 있다. 

교육기간  ▪ 4 일(28 시간)  

선수지식  

▪ 리눅스 네트워크 설정 및 구성 경험자 

▪ vi 혹은 nano 에디터 숙달자 

▪ YUM/RPM 기반의 시스템 운영 경험자 

▪ systemd 및 NetworkManager 사용 혹은 운영 경험자 

교육대상 ▪ OpenStack 기반의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시스템 관리자나 엔지니어 

교육 

내용 

* 교재 - OpenStack Essentials 2nd edition(2016/8) 

* 수강생의 선수지식 정도에 따라 커리큘럼이 변경되어 운영될 수 있습니다. 

 

1. 준비하기 

-OpenStack Platform(OSP) 아키텍처 (OSP 아키텍처 구성) 

-OSP 단일노드 설치 (기본적인 노드 구성) 

 

2. OSP 서비스 구성 

-메시지 서비스 (메시지 서버) 

-Keystone 서비스 (SSO 인증 서버) 

-Glance 서비스 (이미지 관리) 

-Cinder 서비스 (블록 디바이스 제공 서비스) 

-Nova 서비스 (Computing 제공) 

-Swift 서비스 (오브젝트 스토리지) 

-Heat 서비스 (테넌트 자동 구성 방법) 

-Celiometer 서비스 (자원 모니터링 서비스) 

-Controller 서비스 (Controller 서비스 구성) 

 

3. OSP 서비스 확장 

-Controller 서비스 확장 (시스템 관리 확장) 

-Compute 서비스 구성 

-Compute 서비스 확장 (하이퍼바이저 확장) 

 

4. 스토리지 확장(오브젝트 스토리지) 

-CEPH  

-Glusterfs 

-NFS 

 

5. CEPH OSP 연동 

-Cinder (설정 및 연동) 

오픈소스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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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a (instance 와 CEPH 사용) 

-Nova 관리 명령어 활용 (Compute 에서 동작하는 Instance 관리) 

 

교육명 오픈소스 기반 보안 솔루션 구축 및 운영 

교육개요  

교육목적 
▪ 정보보호 동향과 시스템을 통해 보안 기술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 정보보호 솔루션을 구축하고 활용 방안을 파악할 수 있다. 

교육기간 5일(35시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 정보보호 관리자 / 담당자 / 운영자 등 관련 실무자  

교육 

내용 

1. 개요 

-정보보호 동향 및 정보보호시스템의 역할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침해사고 대응 절차 

 

2. 네트워크 방화벽 

-네트워크 방화벽 이론 

-PFSENSE 구축 및 이론 

-PFSENSE 보안 룰 적용 

 

3. 침입탐지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이론 

-Snort 구축 및 설정 

-Snort 보안 룰 적용 

 

4. 침입차단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 이론 

-Snort-Inline 구축 및 설정 

-Snort-Inline 보안 룰 적용 

 

5. 분석 시스템 구축 

-동적분석과 정적분석 이론 

-Cickoo Sandbox 구축 및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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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앤서블/Ansible 자동화 과정 

교육개요  ▪ ansible 을 통해 리눅스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과정이다. 

교육목적 

▪ 리눅스 설정 및 구성을 ansible 를 통해서 자동화를 할 수 있다. 

▪ Ansible 을 통하여 DevOPS 개념에 접근할 수 있다. 

▪ Ansible 을 주요 리눅스 시스템 설정을 할 수 있다. 

▪ Ansible 을 통한 클라우드 시스템 관리를 할 수 있다. 

▪ Ansible Tower 및 Galaxy 를 이해할 수 있다. 

▪ Anisble 을 통한 윈도우 관리 및 네트워크 장치 관리를 할 수 있다. 

교육기간  4 일(28 시간)  

선수지식  

▪ 리눅스 시스템 어드민 수준의 지식 

▪ systemd 사용 및 로그파일 분석 지식 

▪ vi 혹은 nano 에디터 사용 가능자 

▪ RPM, DPKG 그리고 APT, YUM 지식 

▪ 간단한 쉘 스크립팅 가능자 

교육대상 ▪ Ansible 기반으로 DevOps, 리눅스, 윈도우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를 관리하려는 엔지니어 

교육 

내용 

* 교재 - Learning Ansible 2 2nd Edition(2016/11) 

 

1. 준비하기 

-Ansible 에 대한 설명 

-vi 혹은 nano 에디터에서 YAML 작성시 유의사항 

-Ansible 설치하기 

 

2. 간단한 YAML 파일 작성하기 

-YAML 에 대한 간단한 문법 소개 

-간단한 YAML 작성 및 실험하기 

-플레이북에 간단한 변수 작성하기 

-Ansible 사용자 생성 

-간단하게 Ansible 로 서버 구성하기 

 

3. Ansible Tasks 를 통한 간단한 자동화 

-EPEL 저장소 활성화 

-파이썬을 통한 SELinux 바인딩 

-패키지 업그레이드 및 설치 

-모든 패키지 업그레이드 

-NTP 서버 설치, 설정, 그리고 시작을 플레이북으로 구성하기 

-Firewalld 구성하기 

-MOTD 를 Ansible 로 수정하기 

 

4. 웹서버 구성 및 설치하기 

-Ansible 로 웹 사이트 배포하기 

-Jinja2 템플릿트 사용하기 

 

5. 다중호스트 구성하기 

-인벤토리 파일에 대해서 알아보기 

-인벤토리 그룹 작성하기 

-인벤토리 파일안에 정규식 구성 

-변수를 이용한 인벤토리 

-다이나믹 인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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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잡한 구성방법 관리 

-조건문 알아보기 

-변수 설정하기 

-include 문 사용하기 

-handlers 사용하기 

-roles 사용하기 

-takes 블록 설명 

-YAML 암호화 및 보안 

 

7. 클라우드 시스템에 적용하기 

-아마존 AWS 

-디지털 오션 

 

8. Ansible 으로 알려주기  

-E-Mail 

-XMPP 

-Stack 

-Rocket Chat 

-IRC 

-아마존 알림 서비스 

-Nagios 

 

9. 기업환경을 위한 Ansible 

-Ansible 을 윈도우에 

-Ansible 네트워크 장치에 

-Ansible 타워 

-Ansible 갤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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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IoT 네트워크 설계와 구현 

교육개요 
▪ 본 과정은 IoT 장비를 제작하고 제작된 장비와 인터넷과의 연동 기술들을 제공한다. 

▪ 해당 과정을 통해 IoT 장비에서 발생한 정보 처리 서버 운용 능력을 확보 할 수 있다. 

교육목표 

▪ 사물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IoT 연관 장비들이 사용되는 환경 이해 및 구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소규모기업에서 독자적인 제품 개발 또는 주문 생산을 위한 기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 운용 검사를 위한 환경 구축을 할 수 있다. 

교육기간 3 일(21 시간) 

선수지식 ▪ 최소 1 년 이상 TCP/IP 및 네트워크 관련 경험 

교육대상 

▪ 중소기업의 IoT 제품 개발자 

▪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관련 업무 종사자 

▪ 중소기업 보안 담당 부서 

▪ IoT 제품 개발에 관심이 있는 분 

교육 

내용 

1. IoT 배경 

-사물 인터넷의 개요 

-사물 인터넷의 구성도 

 

2. IoT 센서 노드 

-아두이노 소개 

-회로 구성 기초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기초 

 

3. IoT 게이트웨이 노드 

-라즈베리파이 소개 

-라즈베리 파이에서 회로 구현 

-파이썬(Python) 코팅과 회로 제어 

 

4. IP 프로토콜 

-IPv4 와 IPv6 프로토콜 

-IPv6 의 특징 

-IPv6 전환 기술 

 

5. Wi-Fi 기술 

-RF 통신 기술 개요 

-Wi-Fi 기술과 무선랜 구현 

-라즈베리 파이와 Wi-Fi 연동 

 

6. L2 스위칭 기술 

-가상랜(Virtual LAN) 

-802.1Q Trunk  

-Inter-VLAN Routing 

IoT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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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4 주소 할당과 ARP 동작 

-IPv 주소 할당과 Neighbor Discovery 

7. L3 스위칭 기술 

-Static Route 

-Dynamic routing Protocol 

-IPv4 OSPFv2 / ▪ IPv6 OSPFv3 

 

8. IP 네트워크 Q&A 

 

9. 오픈 소스 서버 구현 

-Linux 기반 기술 

-Linux OS 설치 / ▪ Linux 서비스 설치 

 

교육명 Python 활용 센서제어 심화실습과정 

교육개요  

교육목적 

▪ 파이선 기본파이선 언어의 특징과 개념을 습득할 수 있다. 

▪ 다른언어(C, C++, Java)를 비교할 수 있다. 

▪ 예제를 활용한 개념을 습득할 수 있다. 

▪ 센서제어 실습을 통해 파이썬의 이해를 돕는다. 

▪ 간단한 무선통신으로 센서를 제어해 볼 수 있다. 

교육기간 3일(21시간) 

교육 

내용 

1. 실습장비 소개 및 실습 환경 구성 

2. 네트워크, SSH, VNC 설정 

3. 멀티미디어 장치 제어 운용 

4. Python 소개 및 기본 문법 

5. Python 통합 개발환경 및 디버깅 

6. Peripheral 용 라이브러리 소개 

7. GPIO Jog Switch 제어 

8. GPIO DC Motor 제어 

9. GPIO Character LCD 제어 

10. I2C 센서 제어 개요 

11. I2C FND 제어 

12. I2C Temp/Humidity 센서 제어 

13. SPI ADC 제어 : 조도, 음압센서, 가변저항 

14. Bluetooth 통신 및 스마트폰 연결 제어 

15. 무선 리모컨(IrDA)제어 

16. 웹 기반 센서 제어 

17. MQTT IoT 프로토콜 소개 

18. MQTT 스마트폰 앱 연동 실습 

19. MQTT 활용 스마트 홈 프로젝트 구현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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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BigData 관련 기술 요소 및 활용 방안 

교육개요 

▪ 빅데이터의 가치와 트렌드 이해 

▪ 빅데이터 플랫폼 및 분석 방법 

▪ 국내외 활용 사례 및 비즈니스 모델 

▪ 빅데이터 추가 이슈와 도입 전략 

▪ 하둡관련 기술 요소 소개 

교육목적 

▪ 빅데이터 도입 전략 및 데이터 분석 기술 적용 사례 이해 

▪ 하둡의 분산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 이해 

▪ 하둡 관련 기술 요소 이해  

▪ 클라우드 환경에서 하둡  

▪ 국내외 활용 사례 및 비즈니스 모델 이해 

교육기간 3일(21시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 기업 내 정보화 및 IT 혁신사업 담당자 

▪ 빅데이터 비즈니스 분석 및 기획 임원 

▪ 빅데이터에 관심 있는 재직자 

▪ 기업의 전산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담당자 

▪ 빅데이터 기술 습득이 필요한 업무담당자 

교육 

내용 

1. 빅데이터의 가치와 도입 전략 

1) 빅데이터의 가치와 도입 전략 

-빅데이터의 의미와 가치 

-빅데이터 활용 시나리오 

-빅데이터 아키텍처 및 도입 전략 

2) 기업내 비정형데이터를 대상으로한 의미기반 검색  

-스마트한 의사결정 

-Big Data 출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분석 기술 

-응용사례 

3) 빅데이터의 기술영역과 요구역량 

-빅데이터 다시 살펴보기 

-빅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하둡 에코 시스템 및 데이터 플랫폼 

-빅데이터 솔루션과 하둡 

-빅데이터를 위한 요구 기술과 역할 

 

2. 빅데이터 플랫폼과 통계 분석도구 

1) 빅데이터 플랫폼 

-빅데이터 플랫폼  

-빅데이터 플랫폼과 오픈소스 

2) 오픈소스 통계분석 도구 R 

-R 소개  

-R + Hadoop 

빅데이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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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빅 데이터 활용을 위한 빅 애널리틱스 전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 

-데이터 분석 기반의 의사결정 

-국내외 활용 사례 및 비즈니스 모델 

4)빅데이터 활용 사례 

-해외 빅데이터 활용 사례 

-국내 공공 빅데이터 활용 사례 

-국내 민간 빅데이터 활용 사례 

 

3. 하둡 관련 기술 

1) Hadoop 핵심 구성요소 

-Flume(데이터를 수집해서 HDFS 에 저장하는 프레임워크) 

-Scoop(다양한 DBMS 자료를 HDFS 로 입출력) 

-Oozie(Hadoop 의 Workflow 스케쥴러) 

-Zookeeper(분산 클러스터 시스템 관리 코디네이터) 

2) 분산병렬처리 MapReduce 프레임워크 

3) NoSQL 

-HBase 분석 및 사용법 

-Casandra 분석 및 사용법 

4) 하둡 플랫폼 고급 활용 

-데이터 유형별 하둡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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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Spark 및 Kafka를 이용한 빅데이터 실시간 처리 기술 

교육개요 
▪ 빅데이터 기술은 점차 실시간 streaming기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은 대표적인 스트리밍 플랫폼인 

Apache Spark을 이용하여 대화형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합니다. 

교육목적 ▪ Apache Spark을 활용한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과 이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기법의 학습 및 실습 

교육기간 4일(28시간) 

선수지식 ▪ 빅데이터 기본개념. Python 기초 사용법 (Python과 R을 중심으로 실습합니다) 

교육대상 ▪ 시스템관리자/DBA, 현업 분석자 

교육 

내용 

1. 인사 

-과정소개 

 

2. (실시간)Streaming 개요 

-Streaming 개념, 특징, 주요 Framework 소개 

 

3. 기반기술 (P)review 

-Linux, Java/Scala 

 

4. Hadoop & Ecosystems (P)review 

-HDFS/MapReduce, YARN, Zookeeper 

 

5. Apache Spark 소개 

-Spark 아키텍처 

 

6. RDD 

-RDD 소개 및 실습 

 

7. Spark API 

-Transformation, Action, Join 

 

8. Spark 프로그래밍 

-Spark SQL, Graph Processing, MLib 

 

9. Spark Streaming (1) 

-Spark Streaming & Messaging 개요 

 

10. Spark Streaming (2) 

-Structured Streaming 

-Event-time & Stateful Processing 

 

11. Spark 관리 

-Spark Administration, Monitoring 

 

12. Apache Kafka 소개 

-Kafka 개요, 아키텍처 

 

13. Kafka Stream Processing(1) 

-Data Delivery 

 

14. Kafka Stream Processi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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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ka Data Pipeline 구축, Stream Processing 

 

15. Kafka 관리 

-Kafka Administration, Monitoring 

 

16. Apache Flink 

-Flink 개요, DataStream API, Flink Streaming 

 

17. SMACK 아키텍처 

-SMACK 아키텍처 소개 

 

18. Wrap-up 

-마무리 

 

교육명 Cassandra 데이터베이스 활용 

교육개요  

교육목적  

교육기간 3일(21시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교육 

내용 

1. Intro 

 

2. 빅데이터 개요 

-빅데이터 플랫폼기술 

 

3. Cassandra 개요 

-Cassandra 개요와 특징 

 

4. 실습환경 구축 

-Cassandra 설치 

 

5. CQL 

-Cassandra Query Language 

 

6.데이터 모델 

-Cassandra Data Modeling 

 

7. Cassandra 아키텍처 

-Gossip 프로토콜, Ring 과 Token, Replication 전략, Bloom 필터 등 

 

8. Cassandra 이용 

-애플리케이션 설계, Deployment 

 

9. 관리 

-Configuring, Monitoring, 성능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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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Hadoop & 실시간 streaming 

교육개요  

교육목적  

교육기간 5일(35시간) 

선수지식 ▪ 특징 종류, 데이터 레이크 개념 

교육대상  

교육 

내용 

1. 하둡 오버뷰 (맵리듀스 개념 포함, 구지 맵리듀스 실습 X) 

-하둡 설치, HDFS 실습, 

-YARN 

-HIVE,HBASE, FLUME, 

 

2. Spark 아키텍처  

-RDD 소개 및 실습 

 

3. Spark API 

-Transformation, Action, Join 

 

4. Spark SQL, Graph Processing, MLib 

 

5. Spark Streaming  (1) 

-Spark Streaming & Messaging 개요 

 

6. Spark Streaming  (2) 

-Structured Streaming 

-Event-time & Stateful Processing 

 

7. Spark 관리 

-Spark Administration, Monitoring 

 

8. Apache Kafka 소개 

-Kafka 개요, 아키텍처 

 

9. Kafka Stream Processing(1) 

-Data Delivery 

 

10. Kafka Stream Processing(2) 

-Kafka Data Pipeline 구축, Stream Processing 

 

11. Kafka 관리 

-Kafka Administration,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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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Hadoop 기반의 빅데이터 Infra기술 

교육개요 
▪ 대표적 빅데이터 플랫폼인 Hadoop과 관련 프로젝트 (Hadoop ecosystem)을 이용하여 대용량데이터와 

비정형데이터를 저장, 처리, 시각화하는 기술을 익힙니다. 

교육목적 

▪ Hadoop 아키텍처 

▪ Hadoop 저장기술로서의 HDFS와 처리기술로서의 MapReduce 실습 

▪ 관련 ecosystem인 Hive, Pig, HBase 등을 실습 

교육기간 5일(35시간) 

선수지식 ▪ Java 및 데이터베이스의 기초 지식 

교육대상 ▪ 빅데이터 처리, 저장기술을 업무에 적용하고자 하는 IT 전문가 

교육 

내용 

1. 기반기술 (Linux, Java 기초) 

 

2. Hadoop 기초 실습 (HDFS, MapReduce) 

 

3. Hadoop ecosystem (Hive, Pig, HBase, Sqoop, Flume) 

 

4. Hadoop - Spark 연계 (YARN, Spark) 

 

5.응용 (Cluster 설계, Graph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활용) 

 

교육명 NoSQL 기술과 MongoDB 사용법 

교육개요  

교육목적  

교육기간 3일(21시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교육 

내용 

1. 1 일차 

-Intro 

-DBMS 기술 개요 

-RDBMS & DW 

-DW 구축 

 

2. 2 일차 

-NoSQL 기술 개요 

-NoSQL  DBMS 종류 

-MongoDB 개요 

 

3. 3 일차 

-MongoDB 질의어 

-Index 와 Aggregation 

-복제, Sharding 

-다른 NoSQL 비교 

-Wrap-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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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R 분석도구를 활용한 데이터마이닝 기술의 이해 

교육개요 

▪ 전반적 데이터마이닝 이해 및 활용 사례 

▪ 데이터 분석을 위한 다차원 데이터베이스 및 다차원 분석 질의(OLAP SQL)의 이해 

▪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가공 과정의 이해 

▪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의 기본 개념의 이해 (clustering, classification, regression, association mining 포함) 

▪ 정형(structured)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마이닝 과정의 실습 

▪ 비정형(unstructured) 텍스트 데이터 (웹문서, 오피니언, 트위터 데이터 등)에 대한 데이터마이닝 과정의 실습 

교육목적 
▪ 본 강좌는 데이터마이닝 및 데이터과학의 기본 개념 및 관련 핵심 기술을 이해하고, 학습한 내용을 심화하기 

위해 R 분석 도구를 활용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교육기간 2일(14시간) 

선수지식 ▪ 선수과목: 수학, 통계, 데이터베이스 

교육대상 

▪ 데이터마이닝을 주요 의사결정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자 

▪ 데이터마이닝 및 데이터과학에 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연구원 

▪ 실제 연구와 관련된 데이터를 데이터마이닝 과정에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원 

▪ 데이터 처리 및 데이터마이닝과 관련한 R 스크립트 언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연구원 

교육 

내용 

1. Data Science & Data Mining 의 개요 

-데이터 분석을 위핚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다차원 데이터베이스 및 OLAP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의 기본 개념 

-데이터 분석을 위핚 R 프로그래밍 기초 

 

2. Data Mining 활용 및 전망 

-활용 사례 (과학, 경영, 의학 분야 등) 

-데이터마이닝 기반 가치 창출 

 

3. R 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실습 I 

-R 과 데이터베이스의 연동 및 분석 SQL 실습 

-정형 데이터에 대핚 데이터마이닝 과정 실습 

-Clustering, Classification, Regression, Association 기법 실습 

 

4 Text Mining(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Data Mining)의 개요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 처리 기술 

-텍스트마이닝 관련 자연어처리 기술 

-오피니언 텍스트 마이닝 기술 

 

5. R 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실습 II 

-텍스트 데이터 가공/처리 과정 실습 

-텍스트 데이터에 대핚 데이터마이닝 과정 실습 

-Clustering, Classification, Association 기법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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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R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통계분석 및 기계학습) 

교육개요 

▪ R은 전통적 통계분석과 함께 각종 기계학습 및 인공신경망/딥러닝에 특화된 언어입니다. 누구나 프로그래밍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고급 알고리즘을 업무에 적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기초/중고급의 통계기법과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습합니다. 

교육목적 ▪ R을 이용한 통계분석 및 기계학습/딥러닝 활용기법의 학습 및 실습 

교육기간 5일(35시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 현업 분석자 

교육 

내용 

1. R 기초 및 실습 

 

2. 통계 기초이론과 R 이용 (기술통계, 확률/추론통계, 다양한 회귀분석 알고리즘) 

 

3. R 과 데이터 관리 (RDBMS, NoSQL 연계) 

 

4. 중/고급 통계이론과 R 이용 (분산분석, 다변량통계, Bayesian 통계) 

 

5. R 을 이용한 시각화 

 

6. 모델링 기초 (개념과 절차, 모델평가 기법) 

 

7. R 이용한 기계학습(1) (지도학습: 의사결정트리, knn, svm, PCA, LDA, 인공신경망) 

 

8. R 이용한 기계학습(2) (비지도학습: 연관규칙, 군집화) 

 

9. R 과 빅데이터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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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그래프데이터베이스 기술 (GraphDB) 

교육개요  

교육목적  

교육기간 3일(21시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교육 

내용 

1. Intro 

 

2. DBMS 기술 개요 

-SQL 과 NoSQL 

 

3. Graph 기술 

 

4. Graph 모델링 

-RDB 그래프데이터 모델링 

-NoSQL 그래프데이터 모델링 

 

5. 그래프 알고리즘 

 

6. Spark 개요 

-Spark Graph 아키텍처 

 

7. Neo4j 

-Neo4j 개요, Cypher 

 

8. 실습 

-Customer360 

 

9. 그래프 마이닝 

-그래프데이터 마이닝 기법 

 

10. Wrap-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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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CNN과 컴퓨터 비전 (Vision) 활용 

교육개요  

교육목적  

교육기간 3일(21시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교육 

내용 

1. Intro 

 

2. 딥러닝 Review 

-기계학습/딥러닝, 컴퓨터 비전 

 

3 CNN 기초 

-이론, 실습 (MNIST, CIFAR-10) 

 

4. 컴퓨터 비전과 이미지처리 (1) 

-이미지 처리 (manipulation), 화상개선과 이미지 복원 

 

5. 컴퓨터 비전과 이미지처리 (2) 

-객체탐색, 영상분할 (image segmentation), Edge 검출 

 

6. CNN 응용 (1) 

-생성 (Generative) 모델과 GAN 

 

7 CNN 응용 (2) 

-컨텐츠 인식 (Content Recognition) 

 

8. CNN 응용 (3) 

-표정인식, Visual 검색 

 

 

 

 

 

 

 

 

 

 

 

 

 

 

 

 

인공지능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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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Python 데이터분석 패키지의 활용 (numpy/Pandas) 

교육개요  

교육목적  

교육기간 3일(21시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교육 

내용 

1. Intro 

 

2. Python Review 

-Python & scipy 프로젝트 

 

3. Numpy 

-Array (ndarray)와 벡터연산 

 

4. Pandas (1) 

-각종 Indexing, Universal 함수 

 

5. Matplotlib 

-Series, Data Frame 

-Matplotlib, Seaborn 

 

6 Pandas (2) 

-데이터 정제와 변환 

-Merge/Joing 

 

7. Pandas (3) 

-Pivoting, Stacking/Unstacking 

-GroupBy 구문 

 

8. Pandas (4) 

-SAC 패턴 

 

9. 응용 

-사례분석 (패널데이터 처리) 

 

10. Wrap-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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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Python을 이용한 강화학습 

교육개요  

교육목적  

교육기간 3일(21시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교육 

내용 

1. Intro 

 

2. 기반기술 

-딥러닝 (TensorFlow & PyTorch) 

-MDP 

 

3. Agent 기술 

-OpenAI Gym API 

 

4. Q-Learning (1) 

-Q-table 과 Bellman 방정식 

-SARSA, DQN (Deep Q-Networks) 

 

5. Q-Learning (1) 

-DQN 의 확장 

 

6. 혼합기법 

-Policy-Gradient 

-A2C (Advantage Actor-Critic) 

 

7. PPO 

-Proximal Policy Optimization 

 

8. 환경설계 

-States, Action 및 Reward (Action Space) 

 

9. Wrap-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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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Python을 이용한 자연어처리와 딥러닝 활용 

교육개요  

교육목적  

교육기간 3일(21시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교육 

내용 

1. Intro 

 

2. 기계학습/딥러닝 

-학습모델, 딥러닝 아키텍처 

 

3. NLP 개요 

 

4. Python 정규식 

-Python re/regex (Review) 

 

5. 전처리 및 정규화 

-Tag 제거, Tokenize, 형태소분석 

 

6. 통계기반 분석 

-TF/IDF, 분포가설 (Co-occurrence) 

 

7. 언어모델 (단어) 

-Word2Vec, Bag of Words, VSM 

 

8. 언어모델 (문장) 

-문장분석/Tagging, HMM 

 

9. 기계학습 모델 

-분류, 군집, 감성분석 등 

 

10. Semantic 분석 (1) 

-LSA, SVD 

 

11. Semantic 분석 (2) 

-PCA, LDiA (Latent Dirichlet Alloc) 

 

12. 딥러닝과 NLP (1) 

-NLP 와 CNN 응용 

 

13. 딥러닝과 NLP (2) 

-NLP 와 RNN 응용 

 

14. 일반언어이론 

-Seq2Seq 모델과 Attention, BERT &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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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Python을 이용한 통계분석 및 기계학습의 수학기초 

교육개요  

교육목적  

교육기간 3일(21시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교육 

내용 

1. Intro 

 

2. Python Review 

-Python 언어 및 numpy, scipy 

 

3. 기초통계 (1) 

-개념, 기술통계, 확률분포 

-추정, 가설검정 

 

4. 선형모델 (1) 

-회귀분석, Polynomial 모델 

-변수선택과 Regularization 

 

5. 선형모델 (2) 

-분산분석, GLM 과 비선형모델 

 

6. 확률모델 (1) 

-확률변수, Likelihood/MLE, 베이지언 분석 (1) 

 

7. 선형대수 (1) 

-벡터와 행렬의 연산, 벡터공간, 기저/투사 (Projection) 

 

8. 확률모델 (2) 

-베이지언 분석 (2), 계층모델 

 

9. 선형대수 (2) 

-행렬의 분해, 고유값/고유벡터 

 

10. 다변량통계 

-다변량확률변수, 다변량 모델 

 

11. Wrap-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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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R과 Tensorflow이용한 딥러닝 

교육개요 

▪ 통계전문 언어로 알려진 R은 기존의 여러 딥러닝 라이브러리 외에도 Keras 등을 통해 Tensorflow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수많은 통계분석 라이브러리와 함께 딥러닝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 과정은 R과 Tensorflow 등을 포함한 주요 라이브러리를 통해 딥러닝의 원리와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교육목적 ▪ R과 Keras, Tensorflow 등의 딥러닝 라이브러리 통합 사용기법 

교육기간 3일(21시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 현업 분석가 

교육 

내용 

1. R 사용법 기초 

 

2. 모델링 개요 (절차, 주요 알고리즘) 

 

3. 딥러닝 개요 (인공신경망, 최적화, Gradient Descent 와 Backpropagation) 

 

4. R 과 Keras, Tensorflow (아키텍처, 특징) 

 

5. R 을 이용한 CNN, RNN, Autoencoder 구현 

 

6. R 과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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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텐서플로우 기반 딥러닝 

교육개요 

▪ 파이썬을 사용해서 구글 텐서플로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딥러닝에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40%의 딥러닝 이론 

설명과 60%의 파이썬 텐서플로 구현을 통해 실제 데이터에 딥러닝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파이썬 문법을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고, 수업 중에 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필요할 경우 

제한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최대한의 시간을 딥러닝에 집중합니다. 프로그래밍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아도 

충분히 수강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진행하지만, 최대한의 교육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파이썬 수강을 

추천합니다. 

교육목적 

▪ 텐서플로 기본 사용법을 비롯한 핵심 기술 전달 

▪ 딥러닝 핵심 알고리즘인 Cost Function 과 Gradient Descent Algorithm 에 대한 확실한 이해 

▪ 딥러닝 알고리즘과 텐서플로의 효율적인 연동 기술 습득 

▪ 개인 또는 회사가 소유한 실제 데이터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획득 및 관련 코드 구현 

교육기간 5 일(35 시간) 

선수지식 ▪ Python 기본 

교육대상 

▪ 텐서플로 사용법을 필요로 하는 임직원 

▪ 딥러닝 알고리즘에 대해 학습을 필요로 하는 임직원 

▪ 딥러닝 알고리즘을 파이썬으로 수행해야 하는 임직원 

교육 

내용 

1. 수업 개요 

-수업 범위에 대한 개괄 

 

2. 개발 환경 구축  

-파이썬, 파이참 설치 

-텐서플로 설치 

 

3. 파이썬 리뷰 

-반복문, 함수, 리스트 

 

4. 인공지능 사례 

-현재 시점의 다양한 사례 나열 및 설명 

 

5. Cost Function 

-Cost 함수, 미분 

-Gradient Descent 

-파이썬 기반 

 

6. 텐서플로 기초 

-상수, 변수, 연산자 

 

7. Linear Regression 

-Regression 알고리즘 

-텐서플로 연동 

 

8. 텐서플로 

-placeholder 

 

9. Linear Regression 

-속도/제동거리 데이터 

-loadtxt 함수, un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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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ost Function 

-Cost, Gradient Descent 

-텐서플로 기반 

 

11. 파이썬 확장 

-슬라이싱, numpy 

-fancy 인덱싱 

 

11. Multi-Variable Linear Regression 

-알고리즘 설명 

-행렬 계산 

 

12. Multi Linear 확장 

-trees 데이터셋 연동 

-데이터 시각화 

 

13. 파이썬 객체 

-클래스 기본 개념 정리 

 

14. 교재 정리 

-Neural Networks History 

-Application and Tips 

 

15. 데이터 전처리 

-Standardization 

-Normalization 

 

16. Logistic Regression 

-Linear Regression 확장 

-활성 함수, sigmoid 

 

17. 파이썬 확장 

-컴프리헨션 

 

18. stochastic 

-decision boundary 

-sgd, mini-batch 

 

19. Logistic Regression 

-iris 데이터셋 연동 

-데이터셋 구분 (train, validation, test) 

 

20. SoftMax 

-알고리즘 설명 

-relu, cross-entropy 

-One-hot encoding 

-알고리즘 중간 결과 

 

21. SoftMax 

-iris 데이터셋 연동 

-softmax 기본 코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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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앙상블 

-성능 향상 기법 

-클래스 버전 

 

23. mini-batch 

-softmax 미니배치 버전 

 

24. Queue Runners 

-string_input_producer 

-TextLineReader 

-decode_csv, batch 

 

25. 교재 정리 

-Hinton’s summary 

 

26. 멀티 레이어 

-mnist 데이터셋 

-xavier 초기화 

-drop-out 

 

27. BackPropagation 

-미분 연쇄법칙 

-알고리즘 설명 

 

28. CNN 

-교재 설명 및 코드 구현 

 

29. TensorBoard 

-그래프 시각화 

 

30. 모델 저장 및 복구 

-텐서플로 기반 

-pickle, binary data 

 

31. 종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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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경영분석과 딥러닝 

교육개요  

교육목적  

교육기간 3일(21시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교육 

내용 

1. Intro 

 

2. 기계학습/딥러닝 

-기계학습/딥러닝 기초 

 

3. 경영통계분석  활용 

-기초통계 Review 

-경영예측 (선형모델,수요곡선추정, 생존분석,고장함수) 

 

4. ML/딥러닝 응용 

-광고/프로모션 (응답모델링, 효과분석) 

-CRM (RFM/LTV 모델) 

-추천모델 (1) (Content 기반) 

 

5. ML/딥러닝 응용 

-시계열데이터 분석 

-시장세분화(군집화, 분류 Tree) 

-가격책정과 가격최적화 

-상품구성 (Assortment) 및 자원할당 

 

6. Wrap-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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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금융공학과 딥러닝 

교육개요  

교육목적  

교육기간 3일(21시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교육 

내용 

1. Intro 

 

2. Review 

-Python Review, 기계학습/딥러닝 Review 

 

3. 통계분석 (1) 

-선형모델 (회귀분석, 분산분석) 

-확률기초와 Bayesian 분석 

-다변량 분석 기초 (다변량 확률변수, 다변량정규분포) 

 

4. 통계분석 (2) 

-다변량 주요 모델 (PCA, 요인분석 (외)) 

 

5. 금융공학 (1) 

-금융모델링 개요 (CAPM 등) 

-최적화, VAR 모형 

 

6. 금융공학 (2) 

-시계열분석 

 

7. 딥러닝 활용 (1) 

-자산배분과 포트폴리오 분석 

 

8. 딥러닝 활용 (2) 

-Risk 분석, 이상징후 탐지 

 

9. Wrap-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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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생명공학과 딥러닝 활용 

교육개요  

교육목적  

교육기간 3일(21시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교육 

내용 

1. Intro 

 

2. Review 

-Python Review, 기계학습/딥러닝 Review 

 

3. 통계분석 (1) 

-선형모델 (회귀분석, 분산분석) 

-확률기초와 Bayesian 분석 

-다변량 분석 기초 (다변량 확률변수, 다변량정규분포) 

 

4. 통계분석 (2) 

-다변량 주요 모델 (PCA, 요인분석 (외)) 

 

5. 생명정보학 (1) 

-Biopython 과 Bioconductor 

-서열정렬 (sequence alignment) 

 

6. 생명정보학 (2) 

-주요 알고리즘 연습 (Greedy, 동적 프로그래밍, …) 

-(형질)발현 Array 파일 분석 

-집단유전학, 계통발생론 

-의료영상처리 개요 

 

7. Wrap-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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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인공지능시대를 위한 통계 및 수학 기초개념 

교육개요 

▪ 오늘날 데이터과학은 수학 및 통계학의 토대 위에 성립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딥러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요 수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본 과정은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주요 수학/통계학 기초개념을 쉽게 이해함으로써 인공지능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교육목적 

▪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수학/통계학 기초개념을 익히고 R을 이용해서 실습함. 

▪ 이를 통해 Python, Java 등 타 언어 또는 플랫폼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더라고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이해와 

진행이 가능토록 함을 목적으로 함. 

교육기간 4일(28시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 현업 분석전문가, IT전문가 

교육 

내용 

1. R 사용법 기초 

2. 기초통계 (기술통계, 확률 및 추론통계) 

3. 응용통계 (다변량 및 Bayesian 통계분석) 

4. 선형대수 (벡터와 행렬, 벡터공간, 선형변환, 고유값/고유치, 분해) 

5. 기타 주요 개념 (미적분, Gradient, Topology,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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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제조부문에서의 딥러닝 활용 

교육개요  

교육목적  

교육기간 3일(21시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교육 

내용 

1. Intro 

 

2. Review 

-Python Review, 기계학습/딥러닝 Review 

 

3. 통계분석 (1) 

-선형모델 (회귀분석, 분산분석) 

-확률기초와 Bayesian 분석 

-다변량 분석 기초 (다변량 확률변수, 다변량정규분포) 

 

4. 통계분석 (2) 

-다변량 주요 모델 (PCA, 요인분석 (외)) 

 

5. 4 차산업과 빅데이터 기술 

-실시간 스트리밍/CEP 

-MES 와 Log 분석 

 

6. 제조생산 활용 (1) 

-시계열 데이터 분석 

-신뢰성공학, 품질/공정관리 

 

7. 제조생산 활용 (2) 

-공정최적화, 자동화 (자율주행) 

 

8. Wrap-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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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stLane ICS / OT Training 

 

교육명 산업제어시스템(ICS) 운영기술(OT) 보안 

교육개요 
▪ 산업 제어 시스템의 환경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중요한 산업제어 기반시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방법론과 보안 조치를 학습한다. 

교육목표 

▪ ICS 시스템을 표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기 쉬운 내부 환경을 자체 진단하고 이에 따른 문제를 

직접적으로 파악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한다. 

▪ 산업 제어 시스템 구조와 모델, 산업용 통신매체를 이해 할 수 있다. 

▪ ModBus, PROFINET 등과 산업 제어 시스템에 사용하는 IT 프로토콜들을 이해 할 수 있다. 

▪ 산업 제어 시스템 공격 시나리와 사례들을 이해 할 수 있다. 

▪ 산업 제어 시스템에 대한 위험 평가를 할 수 있다. 

▪ 퍼듀 산업용 참조 모델과 CPwE 를 이해 할 수 있다. 

▪ 산업 제어 시스템 심층 방어 모델을 이해 할 수 있다. 

▪ 산업 제어 시스템 물리적 보안을 이해 할 수 있다. 

▪ 산업 제어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을 이해 할 수 있다. 

▪ 산업 제어 시스템 컴퓨터 보안과 앤드포인트 보안을 이해 할 수 있다. 

▪ 산업 제어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보안을 이해 할 수 있다. 

▪ 산업 제어 시스템 장비 하드닝, 패치, 생명주기 관리 보안을 이해 할 수 있다. 

▪ 산업 제어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프레임워크와 개발 프로세스를 보호 할 수 있다. 

교육기간 5 일(35 시간) 

선수지식 

▪ TCP/IP 에 대한 기본 이해 

▪ 이더넷과 와이파이 에 대한 기본 이해 

▪ 산업제어시스템 에 대한 기본 이해 

교육대상 

▪ 스마트 산업 시스템 업계에서 근무하는 ICT 정보통신기술 엔지니어 

▪ ICS 산업 제어시스템 관련 업무 담당자 

▪ 스마트 에너지/발전/제조/의료/홈.가전/자동차 등 국가 기간 사업의 IT/OT 관리자 및 보안 담당자 

교육 

내용 

1. 산업 제어 시스템 

2. 상속에 의한 불확실 

3. 산업 제어 시스템 공격 시나리오 분석 

4. 산업 제어 시스템 위험 평가 

5. 퍼듀 모델과 CPwE 

6. 심층 방어 모델 

7. 산업용 제어 시스템 물리적 보안 

8. 산업 제어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9. 산업 제어 시스템 컴퓨터 보안 

10. 산업 제어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보안 

11. 산업 제어 시스템 장치 보안 

12. 산업 제어 시스템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 개발 프로세스 

 

 

 

 

보안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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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ity 네트워크 

 
교육명 네트워크 인프라 보안 

교육개요 
▪ 본 과정은 네트웍상에 포괄적인 보안정책의 필요성과 그것이 네트워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방화벽, 침입탐지방지시스템, 가상사설망 장비로 네트워크 해킹에 대비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교육목표 

▪ 네트워크 보안의 개요와 공격방법, 보안체제의 이해와 정책 생성 및 자가 방어 네트웍을 이애할 수 있다. 

▪ 라우터의 관리자 보안과 AAA 인증 서버를 통한 보안이 강화된 프로토콜의 구현방식을 응용할 수 있다. 

▪ 네트워크 방화벽 기술과 상태정보 필터링을 사용한 접근제어목록 생성, Zone 기반 정책 방화벽 생성을 이해 

할 수 있다. 

▪ 암호학 기본, 대칭형/비대칭형 암호화와 해쉬값, 전자서명, PKI, 지점간 IPSec 을 이해 할 수 있다. 

▪ 침입탐지 및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할 수 있다. 

▪ 엔드포인트,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이스 네트워크, 2계층 공격에 대한 방어을 알 수 있다. 

교육기간 ▪ 4일(28시간) 

선수지식 ▪ TCP/IP 에 대한 기본 이해 

교육대상 
▪ 네트웍 엔지니어 

▪ 보안 엔지니어 

교육 

내용 

1. 네트워크 보안 원리 

-네트워크 보안 기본 

-공격 방법 

-운영 보안 

-자가 방어 네트워크 

 

2. Perimeter 보안 

-라우터 관리자 보안 

-AAA 

-보안 강화된 관리/보고서 

-라우터 보안 강화 

 

3. 네트웍 방화벽 보안 

-방화벽 기술 

-ACL 을 이용한 정적 패킷 필터 

-Zone 기반 정책 방화벽 

 

4. 지점간 가상사설망 

-암호학 서비스 

-대칭 암호 

-해쉬 와 전자서명 

-비대칭 암호와 PKI 

-IPSec 기본 

-지점간 IPSec 가상사설망 

-지점간 IPSec 가상사설망 설정 

 

5. 네트워크 침입방지시스템 

-침입방지 기술 소개 

-침입방지 기술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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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LAN, SAN, VoIP, End 보안 

-Endpoint 보안 

-SAN 보안 

-음성 보안 

-L2 스위치 공격 

 

교육명 IPv6 Forum Certified Security - Gold 

교육개요 
▪ IPv6 보안이슈들을 학습하고 IPv6 와 연관된 새로운 위험요소를 논의하여 보안이슈 해결방법을 제공한다. 

▪ 랩을 통해서 IPv6 네트워크의 취약성 분석을 위한 해킹과 방어 도구를 사용해 본다. 

교육목표 
▪ IPv6 보안 이슈들을 확인할 수 있다. 

▪ IPv6 와 연관된 새로운 위험요소를 탐구하고 완화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구현 할 수 있다. 

교육기간 ▪ 3 일(21 시간) + (1 일 시험별도) 

선수지식 
▪ IPv6 Silver Certification 과정 이수자 

▪ 보안 기본 개념 이해 

교육대상 

▪ 네트워크 관련업계 종사자 

▪ IT 보안 아키텍트 / 인프라 설계자 / 설계 및 운영 엔지니어 / 전문 서비스 엔지니어 

▪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 / 보안 담당자 / 거버넌스 전문가 

교육 

내용 

1. IPv6 Refresher and Security Fundamentals  

 

2. IPv6 Security Introduction  

 

3 Lab 1: IPv6 Security Lab Setup  

 

4. Securing the IPv6 Layer 2 and 3 Infrastructure  

 

5. IPv6 Routing Infrastructure Security Considerations  

 

6. Lab 2: IPv6 Threats and Mitigation Techniques  

 

7. IPv6 Transition Mechanisms and Security Considerations  

 

8. IPv6 Best Practices  

 

9. Lab 3: IPv6 Security Mitigation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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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기반시설 제어시스템 담당자를 위한 보안과정 

교육개요 

▪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할수록 IT 를 이용한 제어시스템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호 문제는 제어시스템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문 역량을 가진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며, 제어시스템 관련 직무 수행자는 

제어시스템의 각종 보안위협을 이해하고 이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해야 합니다. 

교육목표 
▪ 시스템의 개념과 이론을 바탕으로 한 보안 위협의 이해 

▪ 시스템의 안전한 운영 능력 배양 

교육기간 5 일(35 시간) 

선수지식 

▪ 정보보호 3 요소 기본 개념 

▪ 운영체제 기본 원리 

▪ 윈도우 명령어 기초 

▪ 리눅스 명령어 기초 

교육대상 
▪ 정보보호 관리자, 담당자 등 관련 실무자 

▪ 시스템 운영자 등 전산 관련 실무자 

교육 

내용 

1. 정보보호 개요 

-보안 위협 및 취약점의 이해와 필요 지식 

-정보보호 사건 사고의 재조명 

-정보보호 기술과 솔루션 

-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평가 방법 

 

2. 시스템 보안 

-시스템 기본 개념 

-시스템 보안의 필요성과 중요성 

-시스템 보안을 위해 고려해야하는 항목 

 

3. 윈도우 시스템 보안 

1) 계정 및 패스워드 관리 

-필수 점검 포인트 

-보안 위협의 실체와 영향 

-그에 따른 조치 방안 해설 

2)파일 및 디렉토리 관리 

-필수 점검 포인트 

-보안 위협의 실체와 영향 

-그에 따른 조치 방안 해설 

3)서비스 관리 및 패치 관리 

-필수 점검 포인트 

-서비스 취약점에 의한 보안 우려사항 

-서비스 취약점 진단 및 보안 관리 방안 

-보안 패치의 필요성과 적용 실무 

4)로그 관리 

-필수 점검 포인트 

-로그 관리 부재 혹은 미흡으로 발생되는 보안 우려사항 

-효과적은 로그 관리 방안 (Best Practice 기반) 

 

4. 유닉스/리눅스 시스템 보안 

1) 계정 및 패스워드 관리 

-필수 점검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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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위협의 실체와 영향 

-그에 따른 조치 방안 해설 

2) 파일 및 디렉토리 관리 

-필수 점검 포인트 

-보안 위협의 실체와 영향 

-보안패치 적용 실무 및 효과적인 로그 관리 방안 

3) 서비스 관리 및 패치 관리 

-필수 점검 포인트 

-서비스 취약점에 의한 보안 우려사항 

-서비스 취약점 진단 및 보안 관리 방안 

-보안 패치의 필요성과 적용 실무 

4)로그 관리 

-필수 점검 포인트 

-로그 관리 부재 혹은 미흡으로 발생되는 보안 우려사항 

-효과적은 로그 관리 방안 (Best Practice 기반) 

 

교육명 네트워크 해킹 및 대응 실무 과정 

교육개요 

▪ 네트워크 해킹의 의미와 관련 동향 학습 

▪ 정보수집 단계부터 취약점 목록 그리고 사례 분석을 통한 학습 

▪ 앞서 학습한 사례에 대한 대응책 연구 

▪ 전체 과정을 되짚는 종합 리뷰 

교육목표 
▪ 주요 자산인 네트워크 관련 기본 지식 및 각 자산별 발생 가능한 취약요소를 학습할 수 있다. 

▪ 적절한 대응방안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교육기간 5 일(35 시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 네트워크 운영자 / 보안담당자 

▪ 정보보호 관리자 / 담당자 / 운영자 등 관련 실무자 

▪ 전산 관련 실무자 

▪ 기타 본 과정 수강을 희망하는 자 

교육 

내용 

1. 개 요 

-네트워크 해킹 동향  

-네트워크 해킹 개요  

-접근 방법론  

 

2. 모의침투 실전 

1) Step1 :정보수집 

-프로토콜 취약점을 이용한 풋프린팅(FootPrinting) 

-프로토콜 취약점을 이용한 스캐닝(Scanning) 

-사회공학적 기법을 이용한 정보 수집 

-오픈 소스 도구를 활용한 목록화(Enumeration) 

2) Step2 :MITM 

-통신망에서의 도청(Sniffing) 

-통신망에서의 데이터 위/변조(Spoofing) 

-암호화 통신 중간자 공격(SSL MITM) 

3) Step3 :DoS/DDoS 

-DoS/DDoS 동향 

-다양한 서비스 거부 공격 원리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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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DDoS 공격 실습 

4) Step4 :무선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의 이해 

-무선 네트워크 모의 침투 

-무선 네트워크 보안 대책 

 

3. 대응 방안 

-네트워크 공격 패킷 분석  

-네트워크 보안 설정  

 

4. 과정 리뷰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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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ity 무선 / 모바일 Training 

 

교육명 모바일 취약점 분석 및 보안 

교육개요  

교육목적 

▪ 안드로이드 보안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분석 능력을 키울 수 있다. 

▪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을 진단하고 보안할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교육기간 3일(21시간) 

선수지식 
▪ Java 프로그래밍 개발경험 및 지식 

▪ 파일 시스템에 대한 지식 

교육대상 

▪ 취약점 진단원 

▪ 악성코드 분석가 

▪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 악성코드 분석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관심 있는 자 

교육 

내용 

1. 안드로이드 보안 구조 이해 

-OS 아키텍처, 샌드박스 및 권한 관리, 안드로이드 디렉토리, APK 구조 이해 

 

2. 안드로이드 분석 도구 이해 및 이용 

-ADB / Dex2jar / jd-gui / IDA 등 분석 도구 이해 및 활용 

 

3.모바일 진단 가이드 활용 

-KISA 모바일 대민 서비스 진단 가이드 

-OWASP Mobile Top 10 

 

4. OWASP TOP 10 기반 취약점 진단 

-OWASP TOP 10 기반 모바일 취약점 진단 및 보안 

 

5. OWASP TOP 10 기반 취약점 진단 

-OWASP TOP 10 기반 모바일 취약점 진단 및 보안 

 

6. 루팅 기기 취약점 진단 

-루팅 기기에서의 취약점 이해 및 예방 

 

7. 소스코드 난독화 

-코드 유출 방지를 위한 소스코드 난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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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무선랜 해킹 및 대응 실무 과정 

교육개요  

교육목적 
▪ 무선랜 해킹 및 대응실무 과정은 무선랜 보안이슈와 더불어 무선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취약점과 

위협에 대해 이해하고,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 실습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육기간 3일(21시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 정보보호 관리자 / 담당자 / 운영자 등 관련 실무자 

▪ 전산 관련 실무자 

▪ 기타 본 과정 수강을 희망하는 자 

교육 

내용 

1. 주제 챕터 

1) 개요 

-무선 네트워크의 이해 

-무선 네트워크의 보안 이슈 

-무선 네트워크 침투 방법론 

 

2. 모의침투 실전 

1) Step 1 : 정보수집 

-스캐닝 

-목록화 

2) Step 2 : 위협요소 식별 

-암호화[Encryption] 

-인증 우회 

-MITM 공격 

-DoS 

-Rogue AP 

-VoIP 

-Bluetooth 

-Mobile 

3) Step 3 : 모의침투[실전] - 시나리오 기반 실습 

 

3. 대응방안 3.1 무선 네트워크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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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ity 시스템 Training 

 

교육명 IT인프라 운영을 위한 시스템 보안 

교육개요  

교육목적 
▪ 주요 자산인 정보 시스템 관련 기본 지식과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해할 수 있다. 

▪ 발생 가능한 위협요소를 학습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교육기간 5일(35시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 시스템 운영자 / 보안담당자 

▪ 정보보호 관리자 / 담당자 / 운영자 등 관련 실무자 

교육 

내용 

1. 개요 

-시스템 해킹 사고 동향 파악 

-최근 해킹사고 분석 

-시스템해킹 접근 방법론 

-시스템 해킹 절차 

 

2. 모의침투 실전 

-정보수집 

-시스템 모의침투 

-시스템 취약점 

 

3. Case Study 

-파밍사이트를 이용한 사회공학 공격 

-스피어 피싱을 이용한 APT 공격 

-업데이트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4. 대응방안 

-시스템 보안 대책 수립 및 보안설정 

-네트워크 보안 대책 수립 및 보안설정 

 

5. 과정리뷰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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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시스템 해킹 및 대응 실무 과정 

교육개요 

▪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공격에 의해 발생한 침해사례 동향 분석 

▪ 시스템 정보수집을 통한 공격 벡터 분석 

▪ 빈번히 발생하는 APT 공격 기법 분석 

▪ 앞서 학습한 사례에 대한 대응책 연구 

▪ 전체 과정을 되짚는 종합 리뷰 

교육목적 
▪ 주요 자산인 정보 시스템 관련 기본 지식과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해할 수 있다. 

▪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협요소를 학습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교육기간 5일(35시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 시스템 운영자 / 보안담당자 

▪ 정보보호 관리자 / 담당자 / 운영자 등 관련 실무자 

▪ 전산 관련 실무자 

▪ 기타 본 과정 수강을 희망하는 자 

교육 

내용 

1.개 요 

-시스템 해킹 사고 동향 파악 

-최근 해킹 사고 분석 

-시스템 해킹 접근 방법론 

-시스템 해킹 절차 

 

2. 시스템 해킹 실전 

1) Step1 : 정보수집 

-대상 시스템의 외형 정보수집::풋프린팅 

-프로토콜 취약성을 이용한 정보수집::스캐닝 

-시스템에 접근하여 상세한 정보수집::목록화 

2) Step3 :시스템 모의침투 

-대상 시스템 침투 방안 모색 

-패스워드 크랙 

-시스템 권한 탈취 

-백도어 / 루트킷 

-AV 우회 기법 

-서비스 악용 

3) Step3 :시스템 취약점 

-취약점의 정의 

-취약점을 이용한 침투방안 모색 

-시스템의 취약점 활용한 모의침투 방안 

 

3. Case Study 

-파밍 사이트를 이용한 사회공학 공격 

-스피어 피싱을 이용한 APT 공격 

-업데이트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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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윈도우즈 보안 

교육개요  

교육목적 

▪ 시스템 관리자가 알아야 할 보안사항들 파악 

▪ 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지식뿐만 아니라 왜 보안 문제가 발생하는지 원리 학습 

▪ 실습을 통한 주요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 평가 방법 가이드 내용 학습 

▪ 최근의 보안 이슈인 APT와 윈도우 악성코드에 대한 이해 

교육기간 3일(24시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 정보보호 실무부서 담당자 

교육 

내용 

1. 운영체제에 대한 이해 

-운영체제의 개념과 기능 

-윈도우에 대한 이해 

 

2. 80x86 시스템에 대한 이해 

-80x86 시스템 CPU 와 레지스터 

-80x86 시스템 메모리 

-어셈블리어의 기본 문법과 명령 

 

3. 계정과 권한 

-윈도우의 계정과 권한체계 

-윈도우의 권한 상승 

 

4. 시스템 해킹 

-패스워드 크래킹에 대한 이해 

-윈도우 인증과 패스워드 

-윈도우 패스워드 복구하기 

 

5. 윈도우 시스템 보안설정 

-계정 정책 

-로컬 정책 

-데몬 관리 

-접근제어 

-파일과 디렉토리 관리 

 

6. 로그와 침입탐지 

-시스템 로그분석 

-윈도우의 로그 분석과 설정 

 

7. 공격 방법의 이해 

-레이스 컨디션 

-버퍼 오버 플로우 

-포맷 스트링 

-백도어 

 

8. 로그와 침입탐지 

-시스템 로그 분석 

-윈도우의 로그 분석과 설정 

-윈도우의 흔적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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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시스템의 침입 추적 

 

9. APT 공격의 이해 

-윈도우 악성코드의 이해 

 

교육명 유닉스 및 리눅스 보안 

교육개요  

교육목적 

▪ 시스템 관리자가 알아야 할 보안사항들 파악 

▪ 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지식뿐만 아니라 왜 보안 문제가 발생하는지 원리 학습 

▪ 실습을 통한 주요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 평가 방법 가이드 내용 학습 

▪ 최근의 보안 이슈인 APT의 기본 개념 학습 

교육기간 3일(24시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 정보보호 실무부서 담당자 

교육 

내용 

1. 운영체제에 대한 이해 

-운영체제의 개념과 기능 

-리눅스/유닉스에 대한 이해 

 

2. 80x86 시스템에 대한 이해 

-80x86 시스템 CPU 와 레지스터 

-80x86 시스템 메모리 

-어셈블리어의 기본 문법과 명령 

 

3. 계정과 권한 

-리눅스/유닉스의 계정과 권한체계 

-리눅스/유닉스의 권한 상승 

 

4. 시스템 해킹 

-패스워드 크래킹에 대한 이해 

-리눅스/유닉스 인증과 패스워드 

-서비스 데몬 패스워드 크래킹하기 

-리눅스 패스워드 복구하기 

 

5. 유닉스 시스템 보안설정 

-계정 관리 

-서비스 관리 

-접근제어 

-파일과 디렉토리 관리 

 

6. 로그와 침입탐지 

-시스템 로그분석 

-리눅스/유닉스의 로그 분석과 설정 

 

7. 웹서버 보안이해 

-아파치 기본 

-아파치의 안전한 설정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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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격 방법의 이해 

-레이스 컨디션 

-버퍼 오버 플로우 

-포맷 스트링 

-백도어 

 

9. 로그와 침입탐지 

-시스템 로그 분석 

-리눅스/유닉스의 로그 분석과 설정 

-리눅스/유닉스 시스템의 침입 추적 

 

10. APT 공격의 이해 

-APT 공격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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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ity 어플리케이션 Training 

 

교육명 HTML5 보안 

교육개요  

교육목적 

▪ 보안 개발방법론과 위협모델링을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다. 

▪ 웹 UI 어플리케이션 보안 취약점을 이해하고 보안 코딩 기법을 SW 개발에 적용할 수 있다. 

▪ 시큐어 코딩 가이드나 취약점 DB를 이해하고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다. 

▪ 보안 취약점 진단 도구를 이용한 진단 결과를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다. 

교육기간 2일(14시간) 

선수지식 ▪ 웹 UI 개발경험 

교육대상 
▪ 웹 서비스 개발자 

▪ 응용프로그램 개발자 

교육 

내용 

1. HTML5 개요 

-최신 웹 동향 

-HTML5 의 필요성 

 

2. 웹 표준 및 웹 호환성, 개방성 

-웹 표준·웹 접근성의 정의 

-웹 표준에서 사용하는 기본태그 

-HTML5 의 추가된 새로운 기능 

 

3. HTML5 개발보안 개요 

-시큐어 코딩 개요 및 SW 개발 보안 방법론 이해 

-HTML5 신기능과 보안위협 이해 

-실습환경설정 

4. HTML5 시큐어 코딩 

-신규태그/속성을 이용한 Tabnabbing 공격 취약점 제거 

-CORS 를 이용한 개인정보 탈취 

 

5. HTML5 시큐어 코딩 

-Web Storage 정보 탈취 

-취약점 제거 CORS 를 이용한 개인정보 탈취 

-WB Socket 을 이용한 네트워크 정보 수집 취약점 제거 

-Geolocation 을 이용한 시스템파일 탈취 취약점 제거 

-FileAPI 를 이용한 시스템파일 탈취 취약점 제거 

-Ajax 기반의 XSS 취약점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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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실무에 바로쓰는 시큐어코딩 

교육개요 

▪ 본 교육과정은 보안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개발부터 보안을 염두에 둔 코딩기법을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 2015년 1월부터 40억 이상의 모든 정부기관 프로젝트에 시큐어 코딩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지만 국내 

진행되고 있는 많은 시큐어코딩 교육은 간단한 이론과 시연 교육으로 보안 취약점 진단에 중점을 둔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업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교육은 취약점을 제거하거나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보안 

프레임워크의 활용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취약점이해 > 모의공격테스트 > 공격의영향 > 

원인이되는 프로그램의 취약점제거 > 모의공격테스트 > 안전성 확인의 순서로 진행되어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패스트레인의 “시큐어 코딩” 교육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목적 

▪ 보안 개발방법론과 위협모델링을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다. 

▪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취약점 이해하고 보안코딩 기법을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다. 

▪ 시큐어코딩 가이드 나 취약점DB를 이해하고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다. 

▪ 오픈소스 보안 프레임워크의 기능을 이해하고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다. 

▪ 보안 취약점 진단 도구를 이용한 진단 결과를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다. 

▪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프 사이클의 각 프로세스별 적절한 보안 활동을 

이해하고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기법을 이해한다. 

▪ 교육과정은 웹애플리케이션의 가장 위험한 10가지 취약점(OWASP TOP 10 기준)을 대상으로 다음 5개 단계의 

이론과 실습이 병행된다. 

-1단계: 자바기반의 웹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취약점 점검 

-2단계: 모의 공격을 통해 취약점이 어떻게 공격되며, 공격성공이 미치는 영향 이해 

-3단계: 취약점의 원인이 되는 소스 코드 확인 

-4단계: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소스 코드 수정(보안코딩기법적용) 

-5단계: 모의해킹 및 보안진단 툴을 활용하여 취약점 진단 

▪ 또한 자바 개발자들의 안전하지 않은 코드 생산 습관(에러처리, null처리, 캡슐화위배, 스레드 동기화, 

잘못된API사용 등과 같은)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취약점들을 설명하고 안전한 코딩 스타일 표준을 제시한다. 

▪ CVE, CWE, SANS, OWASP, CERT, 안행부, 국정원 에서 제공하고 있는 취약점DB나 코딩규칙들을 이해하고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오픈소스 보안 프레임워크를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본 환경설정 및 사용법을 소개하여 향후 

프로젝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한다. 

교육기간 3일(21시간) 

선수지식 

▪ 선수 지식 

-자바 프로그래밍 

-서블릿/JSP 

-Spring 프레임워크, ORM 프레임워크 

 

▪ 선수과정 및 후속과정 

-선수과정: 자바 프로그래밍, 서블릿/JSP, Spring 프레임워크 활용, TCP/IP 

-후속과정: Spring Security 3을 활용한 보안 강화, ESAPI를 적용한 자바 웹 프로젝트 보안 강화 

교육대상 

▪ SI 개발자 

▪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담당자(SM) 

▪ 보안담당자 

▪ QA 

▪ 테스터 

▪ 소프트웨어보안취약점 진단원 

교육 

내용 

1. 보안 설계 이해 

-시큐어코딩 개요 

-보안 개발 방법론 

-보안 취약점 DB 활용 



92 

 

 

2. 시큐어코딩 을 위한 기본지식 

-실습 환경 설정 및 사고유형 

 

 

3. 보안 위협 이해및 보안 코딩 기법 

-인젝션 

-인증과 세션관리 취약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XSS) 

-크로스사이트요청위조(CSRF) 

-파일업로드/다운로드 취약점 

-중요 정보 노출 

-잘못된 접근제어 

-안전하기 않은 리다이렉트와 포워드 

-기타 입력값 검증 부재 취약점들 

-잘못된 보안 설정 

 

4. 안전하지 않은 코딩 스타일 

-안전하지 않은 예외처리 

-널포인트 역참조 

-스레드 공유데이터에 대한 동기화 처리 부재 

-캡슐화 위배 

-잘못된 API 사용 

5. 보안약점 진단 도구 활용 

-정적분석 

 

교육명 웹 해킹방어를 위한 시큐어코딩 

교육개요  

교육목적 
▪ 웹 서비스의 기본 동작 방식의 이해를 바탕으로 동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을 이용한 

모의해킹을 수행 기술 및 웹 기반의 취약요소를 대응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교육기간 5일(35시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 웹&홈페이지 운영 / 담당자 

▪ 정보보호 관리자 / 담당자 / 운영자 등 관련 실무자 

교육 

내용 

1. 웹의 개요 

-웹 해킹 개요 

-웹 해킹 동향 및 사례 

 

2. 웹 해킹 방법론 및 점검도구 

-기본원리 

-방법론 

-취약점 점검과 도구 

 

3.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 

-2013 OWASP Top10 의 이해 

-웹 취약점 진단 

-각 취약점 원리 분석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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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웹 모의해킹 실무 

-모의해킹의 이해 

-모의해킹을 통한 DB 열람 

-모의해킹을 통한 관리자/사용자 권한 획득 

-기타 시나리오 기반 모의해킹 실습 

 

5. 과정리뷰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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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ity 인포메이션 Training 

 

교육명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준비 과정 

교육개요  

교육목적 
▪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관련 사고를 파악할 수 있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현업에 도입할 수 있는 업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교육기간 4일(28시간) 

선수지식 ▪ 개인정보보호업무에 대한 기본 지식 

교육대상 

▪ 사내보안 전문가 

▪ 보안정책 기획자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교육 

내용 

1. 개인정보보호 동향 

-최신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고 미치 동향 

 

2. 개인 정보보호관리 체계의 이해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종류와 특징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_ 개요 

-PIMS 인증 준비사항 및 인증 절차 

 

3. PIMS 통제항목 

-관리과정 요구사항 

 

4. PIMS 통제항목 

-보호대책 요구사항(1/3) 

-보호대책 요구사항(2/3) 

 

5. PIMS 통제항목 

-보호대책 요구사항(3/3) 

-생명주기 요구사항 

 

6. 위험관리 이해 

 

7. 개인정보 흐름분석 실습 

 

8. 위험관리 이해 및 위험분석 실습 

 

9. 인증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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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준비 실무자과정 

교육개요  

교육목적 
▪ 사례를 통해 정보보호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현업에 도입할 수 있는 업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교육기간 4일(28시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 사내보안전문가 

▪ 보안정책기획자 

교육내용 

1. 최신 정보보호 동향 

 

2.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이해 

 

3. 전자정부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이해 

 

4. 인증문서 작성 

 

5. 전자정부 정보보호 관리체계 통제항목 

 

6. 전자정부 정보보호 관리체계 통제항목 

 

7. 위험관리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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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정보유출 대응과정 - 내부자 유출에 초점 

교육개요  

교육목적 

▪ 정보유출 사고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각종 저장장치의 침해유형 실전 케이스를 학습함으로써 실전 업무 대응 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 

▪ 분석대상과 관련된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중심으로 생성/수정/삭제/접근한 파일을 살펴보고 

예제 케이스를 통해 대응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교육기간 3일(21시간) 

선수지식 
▪ 시스템 및 네트워크 분석 경험 

▪ 파일 시스템에 대한 지식 

교육대상 
▪ 침해사고 대응 업무 담당자, 보안 장비 운용자 

▪ 공격에 따른 흔적 분석에 관심 있는 자 

교육 

내용 

1. 정보유출 유형 및 대응 방안 

-정보유출 사고 유형 

-정보유출 사고 대응 방안 

 

2. 외부저장장치를 통한 유출탐지 

-레지스트리 분석 

-SetupAPI 로그 분석 

-바로가기 분석 

 

3. 외부저장장치를 통한 유출 탐지 

-점프 목록 분석 

-웹 브라우저 아티팩트 분석 

-이벤트 로그 분석 

-실전 케이스 분석 

 

4. 광학미디어를 통한 유출 탐지 

-운영체제 자체 기능 아티팩트 분석 

-레코딩 프로그램 아티팩트 분석 

-실전 케이스 분석 

 

5. 외부서비스를 통한 유출 탐지 

-웹 브라우저 아티팩트 분석 

-외부 서비스 관련 응용프로그램 아티팩트 분석 

-실전 케이스 분석 

 

6. 타임라인 분석 

-타임라인 데이터 수집 

-타임라인 데이터 분석 

 

 

 

 

 

 

 

 

 



97 

 

 

 Security 일반 

 

교육명 보안 직무에 필요한 Security Essence 

교육개요  

교육목적 
▪ 정보보호에 종사하는 모든 관리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을 통해 

조직에서 활용하는 법을 배우고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교육기간 3일(21시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 정보보호 직종 입문 / 신입 담당자 

교육 

내용 

1. 정보보호 전체 그리기 

-정보보호 개요 

-조직에서 정보보호란 

-정보보호 이론과 기술 

 

2. 정보보호 이론과 실습 

-시스템 보안의 이론과 실습 

-네트워크 보안의 이론과 실습 

-애플리케이션 보안의 이론과 실습 

 

3. 공격과 방어 

-실전 공격의 이해 

-실전 방어 전략 

-정보보호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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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업무와 일상에 모두 적용하는 Security Basic 

교육개요  

교육목적 

▪ 정보보호의 기본 개념과 올바른 인식을 알기 쉽고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다. 

▪ 가장 최근 기관 / 기업에 발생하는 정보보호 위협 및 침해사례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경각심을 느끼고 정보보호 활동에 반영 할 수 있다. 

교육기간 2일(14시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 사내 정보보호 기본 교육이 필요한 분 

교육 

내용 

1. 정보보호의 이해와 그 필요성 

-IT 트랜드 동향 

-알기 쉬원 정보보호 개념과 정보보호 필요성 

-최근 정보보안 사고 사례 및 침해사고 사례 

-너무 쉽게 당하는 정보보호 침해 요소 

 

2. 우리 기업의 내부정보? 이렇게 새어나간다. 

-우리 기업의 내부정보? 내부정보의 정의 

-내부정보 유출 사례 분석을 통한 대안 제시 

 

3. 정보보호 활동? 나부터 시작 

-재차 강조! 올바른 PC 사용 요령 

-인터넷의 올바른 사용 

-꺼진불도 다시 보자! 사용자 보안 10 계명 

 

교육명 정보보안컨설팅 

교육개요  

교육목적 ▪ 컨설팅 방법론의 이해와 실습을 통해 정보보안 컨설팅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교육기간 5일(35시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 전산실무자 및 관리자, 보안담당자, 본 과정에 관심이 있는 분 

교육 

내용 

1. 정보보안과 컨설팅 

-정보보안개론 

-컨설팅의 이해 

-로직트리 실습 

 

2. 진단 및 평가 

-기술적 진단 

-관리적 진단 

-PC 체크리스트 진단 

-위험 분석 평가 

 

3. ISMS & ISO27001 

-ISMS 인증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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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27001 수준평가 

-내부유출 방치 컨설팅 

 

4.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 

-ISO27001 보고서실습 

-PC 진단 보고서 작성 

 

5. 마스터플랜 

-마스터플랜 수립방법 

-마스터플랜 수립실습 

-정보보안 정책 개발 

 

교육명 우리회사 보안 수준진단 및 해야할 일 도출 

교육개요 
▪ 우리 회사의 보안 수준을 진단하여 예방통제를 하기 위한 실무 위주 과정입니다. 

▪ 우리 회사의 보안수준진단결과로 단계적으로 해야 할 일 도출합니다. 

교육목적 

▪ R&D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정보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학습합니다. 

▪ 중소기업의 보안활동 현황, 영업비밀 정의 , 보호대상자산식별 및 우리 회사의 보안 수준을 정량적으로 

진단합니다. 

▪ 우리 회사의 보안 취약점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을 도출합니다.  

▪ 향후 보안 로드맵을 작성합니다. 

교육기간 1일(7시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교육 

내용 

1. 중소기업 기술유출사례별로 보는 중소기업 피해사례  

- 중국기술탈취 

- 랜섬웨어, 스파이웨어 등 보안사고  

- 동종·거래기업간 기술유출 상담 사례 

- 대기업과 거래관계에서의 기술유출 상담 사례 

- 퇴직 임직원에 의한 기술유출 상담 사례 

- 현직 임직원에 의한 기술유출 상담 사례 등 

2.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기술보호 역량점수결과 시사점 및 기술보호의 필요성  

3. 기술유출 사고발생 주요원인분석 

4. 우리 회사 보안 자가수준진단(진단 방법론) 

5. 보안진단 키드 활용 

6. 우리 회사 보안 자가수준진단 결과 (우수,양호,보통,취약,위험) 및 현재 우리 회사가 갖추고 있는 것 식별 및 

수준진단 

7. 우리 회사 보안 로드맵 작성 

8. 중소기업기술보호 프레임워크 

-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기관소개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보증기금 등) 및 지원 대상/분야/절차/신청방법 

등 

- 유출발생시 대응방안 

- 중소기업 기술보호 10대 핵심 수칙  등 

9. 우리 회사가 당장 해야 할 일 (To-Do-List) 작성 

10. 별도 투자 안들이고 당장 실행가능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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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PC 지키미 

-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O.S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대응 

-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운용 

- 비밀번호(패스워드) 정책 및 설정 

11. 별도 투자 필요 : 기술적보안 / 보안솔루션 소개 및 적용방법 

12. 국제표준 ISO / IEC27001 / ISMS 정보보안경영시스템 소개, 인증취득 방법 

13. 중소기업 정보보호제도소개 

14. 정보보호 사이트 안내 및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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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ity 취약점분석 / 모의침투 Training 

 

교육명 모의해킹 전문가 과정 

교육개요 

▪ 모의해킹 진단 절차인 정보수집, 취약점분석, 침투테스트, 내부침투, 보고서작성까지 일련의 과정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실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 학습에 필요한 모의해킹 실습 환경을 활용하여 풍부한 실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 교육 과정에서 도출된 취약점을 기반으로 직접 보고서까지 작성하며 실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책에서 배운 내용과 달리 실무에서만 겪을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교육목적 
▪ 시나리오 기반으로 해커와 동일한 환경과 조건, 기술을 가지고 모의 침투를 실행하여 취약점을 점검하여 사전 

예방을 통한 대응 방안 수립 

교육기간 5일(35시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 정보보호 관리자 / 담당자 / 운영자 등 관련 실무자 

▪ 전산 관련 실무자 

▪ 기타 본 과정 수강을 희망하는 자 

교육 

내용 

1. 모의해킹 업무 이해 

-강의 목표 소개 

-인프라 영역에서 바라보는 모의해킹 

-모의해킹 vs 버그헌팅 vs 범죄자 

-버그헌팅 포상제 제도 설명 

 

2. 실습 환경 구성 

-모의해킹 과정 환경 설치 및 소개 

 

3. 모의해킹 절차 소개 

-모의해킹 업무 절차 단계별 소개 

-프로젝트 업무 협의 할 때 주의할 점 

-수행 계획서 소개 및 작성 실습 

 

4. 환경 분석 단계 

-공개된 정보(OSINT)를 이용한 정보 수집 실습 

-구글 해킹을 이용한 정보 수집 실습 

-쇼단(Shodan) 활용 및 API 할용 실습 

-기타 OSINT 활용 방법 제시 

-정보 수집하는 과정 주의할 점 

 

5. 정보 수집 단계(2) 

-Nmap 을 활용한 포트 점검 정의 및 실습 

-Nmap NSE 를 활용한 진단 실습 

-Nmap NSE 구조 및 개발 방법 실습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NSE 스크립트 제시 

-관리 실무자 활용방안 제시 및 실습 

 

6. 취약점 진단 단계(1) 

-인증 처리 미흡 취약점 개요 

-인증 처리 미흡 취약점 사례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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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기반으로 바라보는 취약점 분석 실습 

 

7. 취약점 진단 단계(2) 

-XSS(Cross Site Scripting) 공격 소개 

-XSS(Cross Site Scripting) 공격 실습 

-XSS 우회 기법 및 실무 관점 이해 

-XSS 취약점에 따른 위협 영향별 실습 

-BeEF 활용한 사회공학적 기법 실습 

-개인사용자 PC 악성코드 배포 및 시스템 침투(백도어) 

 

8. 취약점 진단 단계(3) 

-SQL Injection 공격 기법 소개 

-SQL Injection 수동 진단 단계별 점검 

-오픈 소스 SQLMAP 을 활용한 자동 진단 실습 

-도출된 로그에 따른 심화 학습 

-실무 서비스 환경의 심화 실습 

 

9. 내부 침투 단계(1) 

-파일 업로드 취약점 공격 소개 

-파일 업로드 취약점 우회기법 공격 실습 

-우회 기법 단계별 대응 방안 제시 

-실무 관점의 솔루션 도입 사례 및 오픈소스 활용 방안 제시 

-시나리오 기반의 시스템 침투 공격 실습 

 

10. 내부 침투 단계(2) 

-내부 모의해킹 방법론 이해 

-자동화 스캔 도구를 활용한 진단 실습 및 영향도 평가 진행 

-도출된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사례 심화 실습 

 

11. 실무 보고서 작성 

-실무와 동일한 환경에서 시나리오 모의침투 진단 

-실무와 동일한 환경에서 시나리오 모의침투 진단 보고서 작성 

 

교육명 악성코드 탐지 및 분석 실무 

교육개요  

교육목적 

▪ 악성코드를 활용한 각종 사이버 보안 위협이 급증함에 따라 악성코드의 원리 및 유형을 파악하고 

동적/정적 분석 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 

▪ 악성코드로부터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대응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교육기간 5일(35시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 정보보호 관리자 / 담당자 / 운영자 등 관련 실무자 

교육 

내용 

1. 개요 

-인터넷의 산업 역사 

-브라우저 발전 역사 

-소프트웨어 취약점 역사 

-악성코드 역사 

-온라인 지하경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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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악성코드 개요 

-악성코드 분석 사전 지식(운영체제 개론 / 악성코드 분석 기초) 

-악성코드 개요(악성코드 정의 / 감염위치 / 많이 발견되는 악성코드 종류) 

-지하산업 경제와 악성코드(온라인 지하경제 시장 / 중국판례) 

 

3. 악성코드 분석 

-악성코드 실전 분석(실전 외형 분석 / 실전 동적 분석 / 실전 정적 분석) 

-악성코드 자동화 분석 

 

교육명 악성코드 제작을 통한 악성코드 동작원리 분석 과정 

교육개요 

▪ 본 과정은 실무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강의합니다. 

 

▪ 실습 위주 교육 

▪ 다양한 Case Study 

▪ 탄탄한 교육교재를 활용한 이론교육 

교육목적 

▪ CPU와 어셈블리어의 이해로 시작하여 악성코드를 직접 만들어 보고, 이를 통해 악성코드의 행동 가능 범위와 

공격 가능 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한 분석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 악성코드의 유형과 종류에 대한 학습 

▪ 운영체제, 프로세스, 스레드 등 악성코드 제작 관련 지식 학습 

▪ 악성코드를 직접 제작해보고 이를 분석할 분석 환경을 구축 

▪ 동적, 정적 분석을 학습하고 이 둘을 합쳐 실전 악성코드 분석 실습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교육기간 5일(35시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 악성코드 분석 직무 종사자 

▪ 정보보호 관리자 / 담당자 / 운영자 등 관련 실무자 

▪ 전산 관련 실무자 

▪ 기타 본 과정 수강을 희망하는 자 

교육 

내용 

1. 악성코드의 유형과 종류  

-악성코드 개요 

-악성코드 유형 

 

2. 악성코드 제작을 위한 기초지식  

-시스템의 이해를 위한 CPU 아키텍처 원리 

-제작에 필요한 필수 어셈블리 언어 기초 

 

3. 악성코드 동작 원리 파악을 위한 운영체제 기본이론  

-기본적인 프로세스 이론 

-악성코드 제작을 바탕으로 하는 간단한 프로세스 제작 

-기본적인 스레드 이론 

-프로세스에서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스레드 제작 

 

4. API 를 이용한 악성코드 제작  

-API 함수의 기본 동작원리 이해 

-API 함수를 이용한 악성코드 제작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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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악성코드 동적 분석  

-악성코드 분석 환경 구축 및 툴 사용법 

-악성코드 동적 분석 방법론 

-동적 분석 실습 

 

6. 악성코드 정적 분석  

-악성코드 정적 분석 방법론 

-정적 분석 실습 

 

7. 최종 실습  

-실전 악성코드 분석 

 

교육명 웹 모의해킹 실무 과정 

교육개요 

▪ 웹 해킹 개요, 동향과 주요 사례를 통해 기초 지식 학습 

▪ 웹 해킹이 가능한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정립된 방법론을 학습 

▪ 주요 취약점 점검 및 관련 도구 실습 

▪ SQL Injection, 훼손된 인증 및 세션관리, 크로스 사이드 스크립팅 등 대표적 취약점에 대한 심층 학습 및 

대응책 연구 

교육목적 

▪ 웹 서비스 기본 동작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을 이용한 모의해킹을 

수행할 수 있다. 

▪ 웹 기반의 취약요소에 대응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교육기간 5일(35시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 기술 컨설팅 진무 종사자 

▪ 정보보호 관리자 / 담당자 / 운영자 등 관련 실무자 

▪ 전산 관련 실무자 

▪ 기타 본 과정 수강을 희망하는 자 

교육 

내용 

1. 클라이언트 통제 우회 

-웹의 이해 

-숨겨진 폼필드 분석 

-URL 매개 변수 수정 

-Disable 필드 수정 

-각종 툴 사용법 

 

2. 인젝션 공격(DB 공격) & 웹로그분석 

-인젝션 구문 

-오류메시지 이해 

-로그인 위회 

-DB 정보 열람 

-확장 저장 프로시저 

-Blind Sql Injection 

-Mass Sql Injection 

-Injection 툴 사용 

-웹로그 이해 및 분석 

 

3. File Download & File Upload 

-File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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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Jumping 

-Client sides cript 우회 

-파라메터 변조를 통한업로드 

-Nullybyte 를 통한업로드 

-확장자변경을 통한 업로드 

 

4. 애플리케이션 사용자 공격 

-ReflectiveXSS 

-StoredXSS 

-XSSShell 

-Flash action Script 공격 

-ActiveX 공격 

-CrossSiteRequestForgery 

 

5. 세션 관리 취약점 

-세션하이재킹 공격 

-Xss 를통한 세션획득 

 

6. 시그니처 기반 필터 우회 기법 

-대소문자우회 

-Nullbyte 우회 

-URL 인코딩&더블인코딩 

-HTML 인코딩 

-길이제한우회 

 

교육명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실무 

교육개요 

▪ 정보 시스템 취약점 진단 개요 및 분석, 평가 방법을 학습 

▪ 해킹의 올바른 이해부터 시작하여 주요 침해 사례를 분석 

▪ 윈도우 서버 취약점 학습과 관련 시나리오 공격 및 진단 실습 

▪ 유닉스/리눅스 서버 취약점 학습과 관련 시나리오 공격 및 진단 실습 

▪ 네트워크 장비 취약점 학습과 관련 시나리오 공격 및 진단 실습 

▪ 웹 애플리케이션 관련 시나리오 공격 및 진단 실습 

교육목적 
▪ 주요 IT자산의 취약점 체크리스트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취약점 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배양할 수 있다. 

교육기간 5일(35시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 정보보호 관리자 / 담당자 / 운영자 등 관련 실무자 

▪ 전산 관련 실무자 

▪ 기타 본 과정 수강을 희망하는 자 

교육 

내용 

1. 취약점 분석 실무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개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평가 방법 

 

2. 취약점 공격 개요  

-해킹의 올바른 이해 

-모의침투와 취약점 진단 

-주요 정보시스템 침해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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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윈도우 서버 취약점 분석  

-윈도우 시스템 취약점 진단 항목 

-취약점을 통한 공격 시나리오 실습 

-윈도우 서버 취약점 진단 실습 

 

4. 유닉스/리눅스 서버 취약점 분석  

-유닉스/리눅스 시스템 취약점 진단 항목 

-취약점을 통한 공격 시나이로 실습 

-유닉스/리눅스 서버 취약점 진단 실습 

 

5. 네트워크 장비 취약점 분석  

-네트워크 장비 취약점 진단 항목 

-취약점을 통한 공격 시나리오 실습 

-네트워크 장비 취약점 진단 실습 

 

6. 웹 취약점 분석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진단 항목 

-취약점을 통한 공격 시나리오 실습 

-웹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진단 실습 

 

교육명 칼리리눅스를 이용한 모의해킹 

교육개요 

▪ 본 과정은 실무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강의합니다. 

 

▪ 실습 위주 교육 

▪ 다양한 Case Study 

▪ 탄탄한 교육교재를 활용한 이론교육 

교육목적 

▪ 모의해킹 업무의 전반적인 프로세스 이해, 컨설팅 업무 과정에서 경험한 노하우와 프로젝트 매니저가 갖춰야 

할 지식 및 취약점 진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목적으로 합니다. 

 

▪ 해킹 및 모의 침투 개요 학습 

▪ 칼리 리눅스 포함 도구 및 각 도구별 활용 방법 학습 

▪ 정보 수집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들의 대한 상세 학습 

▪ 모의 침투 테스트 관련 이론 및 도구 사용법에 대한 상세 학습 

▪ 실제 사례 실습 통한 모의침투 능력 향상 도모 

▪ 앞서 학습한 공격법에 대한 대응책 연구 

교육기간 5일(35시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 모의해킹 직무 종사자 

▪ 정보보호 관리자 / 담당자 / 운영자 등 관련 실무자 

▪ 전산 관련 실무자 

▪ 기타 본 과정 수강을 희망하는 자 

교육 

내용 

1.개 요  

-최신 해킹 동향 

-모의침투 테스트 개요 

-모의침투 절차 소개 

-칼리리눅스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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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칼리리눅스를 이용한 모의침투  

-공개 도구를 이용한 정보수집 

-공개 도구를 이용한 모의침투 테스트 

-메타스플로잇의 활용 

-예제별 학습 

 

3. 대응방안  

-시스템 보안 대책 수립 및 보안설정 

-네트워크 보안 대책 수립 및 보안설정 

-서비스 보안 대책 수립 및 보안설정 

 

4. 과정리뷰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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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ity 침해사고대응 / 포렌식 Training 

 

교육명 네트워크 포렌식분석 고급과정 

교육개요 

▪ 네트워크 포렌식의 의미를 확인한다. 

▪ 네트워킹의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증거 수집방법을 학습한다. 

▪ 각 사례연구를 통해 침입과 탐지 기법을 학습한다. 

교육목적 

▪ 패킷 분석을 통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 무선 트래픽 분석을 통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 플로우 분석을 통한 트래픽 패턴 분석을 알 수 있다. 

▪ 네트워크 증거 수집 방식을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다. 

▪ 네트워크의 장비 동작 방식을 이해하고, 침해 대응을 할 수 있다. 

▪ 터널링 트래픽을 분석할 수 있다. 

교육기간 5일(35시간) 

선수지식 
▪ TCP/IP에 대한 기본 이해 

▪ 네트워킹 기초 이해 

교육대상 

▪ 네트워크 엔지니어 

▪ 보안 엔지니어 

▪ 포렌식 담당자 

교육 

내용 

1. 1 부 기초 

-1 장 실용적인 조사 전략 

-2 장 기술적 원리 

-3 장 증거 수집 

 

2. 2 부 트래픽 분석 

-4 장 패킷 분석 

-5 장 통계적 플로우 분석 

-6 장 무선: 플러그가 뽑힌 네트워크 포렌식 

-7 장 네트워크 침입 탐지와 분석 

 

3. 3 부 네트워크 장비와 서버 

-8 장 이벤트 로그 통합과 상관 관계, 분석 

-9 장 스위치와 라우터, 방화벽 

-10 장 웹 프록시 

 

4. 4 부 고급 주제 

-11 장 네트워크 터널링 

-12 장 악성코드 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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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교육개요 

▪ 디지털 포렌식의 개요, 유형 그리고 관련 판례를 학습 

▪ 유출 조사를 대비한 관리적, 기술적 준비 방법 학습 

▪ 유출 사고 발생 시 사법기관에서 채택 가능한 증거 수집법 학습 

▪ 유출 조사 관점에서 높은 활용도를 보이는 증적에 대한 심층 학습 

▪ 조사 회피를 위한 안티 포렌식에 대한 학습 및 시나리오 기반의 유출 분석 실습 

교육목적 

▪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준비 단계, 증거 수집, 분석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로 활용되기까지 전반적인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교육기간 5일(35시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 침해대응 직무 종사자 

▪ 정보보호 관리자 / 담당자 / 운영자 등 관련 실무자 

▪ 전산 관련 실무자 

▪ 기타 본 과정 수강을 희망하는 자 

교육 

내용 

1. 디지털 포렌식 기초 

-디지털 포렌식 기초 

-디지털 포렌식 유형 및 대상 

-유효한 증거 수집을 위한 판례 학습 

-디지털 포렌식 5 대 원칙 및 기본 절차 

 

2. 유출 조사를 위한 포렌식 준비 

-관리적 준비 

-기술적 준비 

 

3. 유출 흔적관련 정보수집 

-유출 사고 관련 휘발성 정보 수집 실습 

-유출 사고 관련 비휘발성 정보 수집 실습 

-수집한 정보에 대한 무결성 확보 방안 

 

4. 수집된 증적 분석 

-파일시스템 학습 및 분석 

-파일 복구에 대한 이해 및 실습 

-디스크 로그 분석을 통한 파일 행방 추적 

-레지스트리 분석을 통한 유출 매체 및 흔적파악 

-메모리 분석을 통한 사용자 행위 추적 

-유출 유입 경로 파악을 위한 네트워크 패킷 분석 

-파일 포맷에 대한 이해 및 악의적 활용도 학습 

스마트폰 포렌식 

 

5. 심화-조사회피를 위한 안티 포렌식 유형 

 

6. 시나리오 기반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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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 과정 

교육개요 

▪ 침해사고 통계, 사례 및 방법론을 통해 침해 사고 기초 지식을 다짐 

▪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관리적, 기술적 준비를 학습 

▪ 악성코드 관련 지식 습득을 통해 침해사고 분석을 준비 

▪ 악성코드 감염 여부 파악을 위해 메모리에 대해 심층 학습 

▪ 악성코드의 활동 범위 파악을 위한 레지스트리, 디스크 흔적 분석 

▪ 악성코드 유입, 유출경로 및 샘플 확보를 위한 분석 

▪ 쉘코드, 난독화 분석법 학습 

교육목적 

▪ 다양한 침해 유형과 대응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 포렌식 기술을 활용하여 악성코드의 유입, 유출 경로를 파악하고 그로 인한 피해 범위를 분석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교육기간 5일(35시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 침해대응 직무 종사자 

▪ 정보보호 관리자 / 담당자 / 운영자 등 관련 실무자 

▪ 전산 관련 실무자 

▪ 기타 본 과정 수강을 희망하는 자 

교육 

내용 

1. 침해사고 기초 

-침해사고 통계 

-침해사고 사례 

-침해 유형 

-방법론 

 

2. 침해사고 대응 준비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관리적 준비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기술적 준비 

-악성 코드의 이해 

 

3.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 

-활성 상태에서의 정보 수집 

-비활성 상태에서의 정보 수집 

 

4. 침해사고 분석 

-비정상 행위 파악을 위한 프로세스의 이해 

-악성코드 동작 범위 파악을 위한 레지스트리 분석 

-자동 실행 관련 학습 및 분석 

-웹 브라우저 분석을 통한 유입 경로 추적 

-악성코드 감염 여부 파악을 위한 메모리 분석 

-은닉 데이터 탐색을 위한 파일시스템의 이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유입 경로 정보 및 샘플 확보 

-모바일 기기 분석 

 

5. 심화 

-쉘코드 분석 및 난독화 분석 

 

6. 시나리오 기반 실습 

-시나리오 기반의 침해사고 대응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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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urity 기타 

 

교육명 리버스 엔지니어링 

교육개요 

▪ 보다 체계적인 분석방법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 역공학의 기본원리 및 수행 원리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 운영체제 및 시스템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고 악성코드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분석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교육목적  

교육기간 5일(35시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 정보보호 관리자 / 담당자 / 운영자 등 관련 실무자 

교육 

내용 

1. 개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란? 

-리버스 엔지어링의 목적 

-리버스 엔지니어링 방법론 

 

2. 리버싱 기술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초(시스템 기초 / 어셈블링 기초) 

-리버싱 기술(메모리치트와 코드인젝션 / 예제를 통한 후킹기술) 

-실행파일 구조와 실행압축(PE 구조의 이해 / 실행압축) 

-윈도우 커널 디버깅 

-안티리버싱(안티리버싱 종류 / PEB, TEB / 예제) 

-리버싱 응용(64 비트 리버싱 / 리눅스 리버싱 / JAVA 리버싱 / 모바일 리버싱) 

 

3. 리버싱 실전 

-취약점 분석(취약점 분석 기초 / MS04-028 취약점 분석) 

-악성코드 분석(악성코드 분석 시스템 / 동적, 정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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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오픈소스 기반 보안 솔루션 구축 및 운영 

교육개요  

교육목적 
▪ 정보보호 동향과 시스템을 통해 보안 기술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 정보보호 솔루션을 구축하고 활용 방안을 파악할 수 있다. 

교육기간 5일(35시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 정보보호 관리자 / 담당자 / 운영자 등 관련 실무자 

교육 

내용 

1. 개요 

-정보보호 동향 및 정보보호시스템의 역할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침해사고 대응 절차 

 

2. 네트워크 방화벽 

-네트워크 방화벽 이론 

-PFSENSE 구축 및 이론 

-PFSENSE 보안 룰 적용 

 

3. 침입탐지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이론 

-Snort 구축 및 설정 

-Snort 보안 룰 적용 

 

4. 침입차단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 이론 

-Snort-Inline 구축 및 설정 

-Snort-Inline 보안 룰 적용 

 

5. 분석 시스템 구축 

-동적분석과 정적분석 이론 

-Cickoo Sandbox 구축 및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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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Project Management Professional 자격증(PMP) 

교육개요 

▪ PMP (Project Management Professional) 는 프로젝트관리 분야의 세계 최고 자격증으로 미국 PM 전문 기관인 

PMI (Project Management Institute)가 1984년부터 PM의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인 PM 기법을 체득 시키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격증이며, '프로젝트관리 전문가'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12만 명의 PMPs가 각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대중적인 관심 

고조와 함께 매년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 PMBOK 최신 Edition 과 전문 강사의 축적된 PMP 시험 출제 경향 분석에 의하여 학습합니다. 

▪ PMBOK® Guide 제5판부터 프로젝트 관리에 있어 애자일 및 적응형 방법론을 더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스프린트 및 반복(iteration) 기획 등 일부 애자일 도구 및 기법이 PMBOK® Guide에 도입되었습니다. 본 과정은 

애자일, 적응형, 반복적 및 복합형 방식에 대한 학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본 과정을 수료하시면 PMP 시험신청에 필수적인 35시간이상의 PM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목적 

▪ PMP인증제도의 기본 취지는 프로젝트관리의 전문성을 배양하고 프로젝트관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체계적인 PM기법을 갖추도록 하는 것인데 국내에서는 IT/SI, 건설, 엔지니어링, 제조, R&D, 국방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 중 프로젝트 관리의 개념이 필요한 곳에서 많이 인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 4일(28시간) 

선수지식 

▪ 학사 학위 이상은 응시시점 기준 과거 8년 이내 최소 4,500 시간과 36개월 이상의 PM 실무경력자 

▪ 전문대졸 및 고졸 이하는 응시시점 기준 과거 8년 이내 최소 7,500시간과 60개월 이상의 PM 실무경력자 

위의 상황을 갖춘 상태에서 35시간 이상의 PM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 
▪ PMP 자격증을 준비중이신 분 

▪ 사내 업무에 프로젝트 기반의 업무를 필요로 하는 담당자 

교육 

내용 

1. 프로젝트 관리 개요 

-프로젝트 관리 용어 

-프로젝트 조직 및 문화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 

-프로젝트 관리 지식 영역 

-프로젝트 관지자 역량 

-애자일 프로젝트 관리 

 

2. 프로젝트 통합 관리 

-프로젝트 헌장 개발 

-프로젝트 관리 계획 개발 

-프로젝트 실행 지시 및 관리 

-프로젝트 지식 관리 

-프로젝트 작업 감시 및 통제 

-프로젝트 통합 변경 통제 

-프로젝트 종료 

 

3. 프로젝트 범위 관리 

-범위 관리 계획수립 

-요구사항 수집 

-범위 정의 

-WBS 작성 

PMP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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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확인 

-범위 통제 

 

4. 프로젝트 일정관리 

-일정 관리 계획수립 

-활동 정의 

-활동 순서 배열 

-활동 기간 산정 

-일정 개발 

-일정 통제 

 

5. 프로젝트 원가 관리 

-원가 관리 계획수립 

-원가 산정 

-원가 예산 책정 

-원가 통제 

 

6. 프로젝트 품질관리 

-품질 관리 계획수립 

-품질 관리 

-품질 통제 

 

7. 프로젝트 자원 관리 

-자원관리 계획수립 

-활동 자원 산정 

-자원 확보 

-팀 개발 

-팀 관리 

-자원 통제 

 

8. 프로젝트 의사소통관리 

-의사소통 관리 계획수립 

-의사소통 관리 

-의사소통 감시 

 

9.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계획수립 

-리스크 식별 

-정량적 리스크 분석 

-정성적 리스크 분석 

-리스크 대응 계획수립 

-리스크 대응 실행 

-리스크 감시 

 

10. 프로젝트 조달 관리 

-조달 관리 계획수립 

-조달 수행 

-조달 통제 

 

11. 프로젝트 이해관계자 관리 

-이해관계자 식별 

-이해관계자 참여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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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참여 관리 

-이해관계자 참여 감시 

 

12. 문제 시험 및 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