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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신규과정> 
 

교육명 DCII (CCNP DataCenter 인프라 기술 - CCNP DCII v6.0) 

교육개요  

▪ 본 과정은 CCNP DC-DCUFIv5.0 과정의 update 버전이다. 

▪ 본 과정을 통해 Cisco MDS, Nexus, FEX 장비를 사용해서 LAN 과 SAN, 그리고 DC Unified Fabric 을 구축할 

수 있다. 

▪ 매 모듈마다 다양한 실습을 통해 개념이해를 명확히 할 수 있다. 

교육목적 

▪ RSTP, MST, port channel 등 기본 스위칭과 Cisco FabricPath, OTV, VXLAN, LISP 등 Data center 에 사용되는 

기술들을 학습한다. 

▪ Data center 에 사용되는 FHRP, routing, multicasting 을 구현한다. 

▪ Nexut 스위치에 사용되는 security feature 들과 사용자 관리방법을 학습한다. 

▪ Fibre Channel 을 설정하고 Fibre Channel domain 을 관리하며, Fibre Channel port security 및 binding 을 

구현한다. 

▪ FCoE 를 학습한다. 

▪ Distributed device aliases, zoning, NPV, FCIP 를 학습한다. 

▪ 시스템 관리 및 인프라 모니터링 방법을 학습한다. 

교육기간  ▪ 5 일(1 일 7 시간, 총 35 시간) 

선수지식  

▪ Data center 네트워킹 concept 이해 

▪ Data center 스토리지 concept 이해 

▪ Data center 가상화 이해 

▪ Data center Nexus 및 MDS 스위치 경험 

교육대상 
▪ Data center 설계를 담당하는 엔지니어 

▪ Data center 운용 및 관리자 

교육내용 

 

Module 1: Data Center Protocols  

•Spanning tree protocol 

•Port channels  

•Virtual port channels (vPC)  

•Fabric extenders (FEX)  

•FabricPath implementation  

•Dynamic fabric automation (DFA)  

•Overlay transport virtualization (OTV)  

•VXLAN  

•LISP 

 

Module 2: Layer 3 Switching Features in the Data Center 

•First-hop redundancy 

•Routing protocols on Nexus devices 

•IP Multicast  

•IGMP and MLD configuration 

 

Module 3: Data Center Infrastructure Security 

•User accounts  

•User roles  

•SSH on NX-OS  

•AAA framework  

•Keychain authentication  

•DHCP  

•IP source guard  

•ARP  

•Port security  

•MAC addressing 

 

Module 4: Data Center Infrastructure Storage Fab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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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re channel  

•FCID format  

•FLOGI and FCNS  

•VSAN  

•SAN port channels  

•Manage FC domains  

•Fibre channel port security  

•Port security vs. fabric binding 

 

Module 5: FCoE Unified Fabric 

•FCoE 

•FCoE configuration  

•FCoE verification 

 

Module 6: Data Center Infrastructure Storage Services 

•Device alias overview  

•Alias modes  

•Distribution of device alias  

•Zoning 

•NPIV and NPV  

•Fibre channel over IP (FCIP) 

 

Module 7: Data Center Infrastructure Maintenance, Management, and Operations 

•Cisco fabric services  

•NTP and PTP  

•Cisco ISSU  

•EPLDs  

•GIR (maintenance mode)  

•Monitoring and programm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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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DCVAI (Cisco DataCenter 가상화 및 자동화 - CCNP DCVAI v6.0) 

교육개요 

▪ Cisco ACI 기반 데이터센터 가상화 및 자동화 방법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 Cisco ACI 와 Cisco Nexus 스위치를 기반으로 Python 및 RESTful APIs 가 제공하는 자동화 기능들을 

학습한다. 

교육목표 

▪ 데이터 센터 인프라 가상화 기술(VDC, VRFs, Nexus 1000v, Cisco AVS)을 학습한다. 

▪ Cisco Nexus 스위치 프로그래밍 방법(XML, Python, NP-API)을 학습한다. 

▪ Cisco ACI 를 이용하여 fabric connectivity 를 구현한다. 

▪ Cisco ACI 와 virtual machine manager(VMware vCenter)를 연동한다. 

▪ 내부 인프라 및 외부와 연결되는 인프라에 application 정책을 적용한다. 

▪ Cisco AVS 를 배포하고 microsegmentation 을 구현한다. 

▪ Python, RESTful APIs, Arya 를 이용하여 Cisco ACI 를 프로그래밍한다. 

▪ Cisco UCS Director 를 이용하여 Cisco ACI 를 제어한다. 

▪ L4-L7 서비스를 Cisco ACI fabric 에 적용한다. 

▪ Atomic counters 및 다른 모니터링 툴을 사용하여 Cisco ACI 배포를 관리한다. 

교육기간 ▪ 5 일(1 일 7 시간, 총 35 시간) 

선수지식 

▪ 데이터 센터 스위칭 및 라우팅 기술 

▪ Nexus 9K (ACI mode) 이해 

▪ VMware 환경 이해 

교육대상 
▪ 네트워크 운영 및 설계 관련 고급 기술자 

▪ 데이터 센터 운영자 및 설계자 

교육내용 

 

Module 1: Infrastructure Virtualization Implementation 

 Virtualization technologies  

 Virtual device contexts (VDC) 

o Default  

o Interfaces  

o Ethernet and storage  

o Configuration and administration rules  

o Creating  

o Navigation  

o Verification  

o Allocating resources  

o Manage configurations  

 Layer 3 virtualization -VRF  

 Management and default VRFs  

 VRF configurations  

 Nexus 1000 virtual switch configurations  

 Application virtual switch (AVS)  

 

Module 2: NX-OS Configuration Automation 

 Programmability options  

 PowerOn auto provisioning (POAP)  

 POAP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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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ython in NX-OS  

 Ansible operation  

 Implementing configuration profiles  

 Command line interface (CLI)  

 Fabric management network  

 DFA architecture  

 DFA auto-configuration  

 Cisco Fabric services  

 vPC configuration  

 Embedded event manager (EEM) 

o Configuration  

o EEM action  

 Scheduler overview and components  

 Cisco onePK 

o Application  

o Support  

o Sessions  

 

Module 3: Application-Centric Infrastructure 

 ACI overview  

 APIC cluster configuration  

 ACI fabric discovery  

 APIC cluster discovery process  

 VXLAN  

 Management 

o Out-of-band  

o In-band  

o ACI interfaces  

 ACI polices and profiles  

 Interface protocol policies 

o LLDP  

o CDP  

o LACP  

o Link-level  

 Access entity profiles (AEP)  

 

Module 4: ACI Constructs 

 Tenant-based policies  

 Bridge dom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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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point groups  

 EPGs  

 Bare-metal host  

 Virtual machine mangers (VMM)  

 VMware vSphere Distributed switch (VDS)  

 Hypervisor normalization  

 VMM domains  

 VDS and ACI interworking process  

 ACI contracts 

o Structure  

o Provider-consumer model  

o Details  

o Subjects  

o Filters  

o Subject labels  

o Taboos  

 

Module 5: Application-Centric Infrastructure Monitoring and Programmability 

 SNMP support in ACI 

o Configuration  

o Policy  

o Destination monitoring  

 NTP  

 Atomic counters  

 User accounts  

 RADIUS  

 Remote user  

 RBAC rules  

 Custom role  

 ACI programmability  

 REST  

 REST APIs  

 dMIT queries  

 XML  

 JSON  

 ACI cobra SDK (Python)  

 APIC REST to Python Adapter (Arya)  

 UCS director  

 OpenStack orche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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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 6: Cisco ACI Enhanced Features 

 Inter-tenant communication  

 Inter-tenant contracts  

 Subnet scope  

 Ethernet port channel  

 Port channel load balancing  

 vPC 

o Traditional  

o ACI fabric  

o Unicast traffic forwarding  

o ACI FEX topologies  

o Configuration procedure  

o Verification  

 Cisco AVS 

o Characteristics  

o Distributed firewall  

o Microsegmentation  

o Installation  

o Configuration  

o Verification  

 

Module 7: Application-Centric Infrastructure Networking 

 Unicast packet flow  

 Multicast packet flow  

 Broadcast handling  

 Endpoint database  

 ACI external connections  

 External routed networks  

 Layer 2 

o Connections  

o Configuration  

 Service insertion  

 Device packages  

 Service graphs  

 Function profiles  

 

Labs: 

 Lab 1: Implement Cisco NX-OS Configuration Automation  

 Lab 2: Discover and Initialize the ACI Fab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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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 3: Implement Cisco ACI Fabric Connectivity for Bare-Metal Hosts  

 Lab 4: Implement Cisco ACI Fabric Connectivity for VMs  

 Lab 5: Implement Application Policies  

 Lab 6: Monitor Traffic with Atomic Counters  

 Lab 7: Implement Inter-Tenant Connectivity  

 Lab 8: Program Cisco APIC Using Python and Arya  

 Lab 9: Implement vPC to Hypervisors  

 Lab 10: Deploy Cisco AVS and Microsegmentation  

 Lab 11: Enable Connectivity to External Layer 3 Networks  

 Lab 12: Enable Connectivity to External Layer 2 Networks  

 Lab 13: Provision Cisco ACI Using Cisco UCS Director  

 Lab 14: Deploy Service Graph ASA NG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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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DCAC9K (Cisco Nexus 9000 시리즈 스위치 과정 (ACI 모드) - DCAC9K v2.0) 

교육개요  
▪ Cisco ACI 모드에서 Nexus 9000 시리즈 스위치 설정 및 관리 방법을 학습한다. 

▪ Cisco ACI fabric 과 외부 네트워크/서비스와의 연동 방법을 학습한다. 

교육목적 

▪ Cisco Nexus 9000 시리즈 스위치 ACI 를 설명한다. 

▪ ACI fabric 을 이해한다. 

▪ Cisco Nexus 9000 시리즈 스위치 하드웨어에 대해 학습한다. 

▪ ACI controller(APIC)를 설정한다.. 

▪ ACI L4-L7 서비스 통합 구성을 구현한다. 

▪ APIC hypervisor 를 통합한다. 

▪ ACI 네트워크를 프로그래밍하고 조율(orchestation)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 외부 네트워트와 ACI connectivity 을 구현한다. 

▪ ACI 관리를 구현한다. 

▪ ACI 로의 migration 을 설명한다. 

교육기간  ▪ 5 일(1 일 7 시간, 총 35 시간) 

선수지식  

▪ Cisco Ethernet 스위칭 장비 이해 

▪ Cisco 데이터센터 구조 이해 

▪ 가상화 이해 

▪ 네트워킹 프로토콜, 라우팅, 스위칭 이해 

교육대상 
▪ 네트워크 운영 및 설계 관련 고급 기술자 

▪ 데이터 센터 운영자 및 설계자 

교육내용 

 

Module 1: Introducing Cisco ACI  

 Lesson 1: Describing the Cisco Nexus 9000 Series Switch ACI Solution  

 Lesson 2: Describing the Cisco ACI Fabric  

 Hardware Lab 1: Explore the Fabric Inventory  

 Hardware Lab 2: Configure Basic Network Constructs  

 Lesson 3: Describing Cisco Nexus 9000 Series Switch Hardware  

 Lesson 4: Module Summary  

 Lesson 5: Module Self-Check  

 

Module 2: Cisco ACI Configuration  

 Lesson 1: Configuring Cisco APIC  

 Hardware Lab 3: Configure Policy Filters and Contracts  

 Hardware Lab 4: Deploy a Three-Tier Application Profile  

 Lesson 2: Configuring Layer 4 Through Layer 7 Services  

 Lesson 3: Configuring APIC Hypervisor Integration  

 Hardware Lab 5: Register a VMM Domain with Cisco ACI  

 Hardware Lab 6: Configure VMware ESXi Hosts to Use the Cisco APIC DVS  

 Hardware Lab 7: Associate an EPG to a VMware vCenter Domain  

 Hardware Lab 8: Associate a VM to an EPG Port Group  

 Hardware Lab 9: Deploy a Service Graph with Application Profile  

 Lesson 4: Module Summary  

 Lesson 5: Module Self-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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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 3: Cisco ACI Programmability and Orchestration  

 Lesson 1: Demonstrating Cisco ACI Network Programmability  

 Lesson 2: Cisco ACI Network Orchestration  

 Hardware Lab 10: Configure Cisco APIC Using the REST API  

 Hardware Lab 11: Export Contracts Between Tenants  

 Hardware Lab 12: Configure Cisco APIC Using the Cisco APIC REST to Python Adapter (ARYA)  

 Hardware Lab 13: Configure Cisco APIC Using the Cisco APIC Python API  

 Lesson 3: Module Summary  

 Lesson 4: Module Self-Check  

 

Module 4: Cisco ACI External Connectivity, Management, and Migration  

 Lesson 1: Configuring ACI Connectivity to Outside Networks  

 Hardware Lab 14: Configure Cisco APIC to Communicate to an External Layer 3 Network  

 Hardware Lab 15: Configure Cisco APIC to Communicate to an External Layer 2 Network  

 Hardware Lab 16: Configure Cisco APIC for Bare Metal to Bare Metal Communications  

 Lesson 2: Implementing ACI Management  

 Lesson 3: Describing Migration Options with ACI  

 Hardware Lab 17: Monitor and Troubleshoot ACI  

 Hardware Lab 18: Configure APIC RBAC for Local and Remote Users  

 Lesson 4: Module Summary  

 Lesson 5: Module Self-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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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Network Programmability 과정 

교육개요  ▪ 파이썬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작업을 단순화하고 자동화하는 프로그래밍 기법을 학습한다. 

교육목적 

▪ 네트워크 자동화 프로토콜(NETCONF, REST)을 이해하고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기법(Linux, Python)들을 

살펴본다. 

▪ 네트워크 자동화 프로토콜과 YANG 데이터 모델과의 연관성을 학습한다. 

▪ SDN controller(APIC, APIC-EM, OSC)에 대해 학습한다. 

교육기간  ▪ 4 일(1 일 7 시간, 총 28 시간) 

선수지식  

▪ Python  

▪ 네트워크 구조  

▪ 스위칭 및 라우팅 프로토콜 

교육대상 

▪ 네트워크 및 시스템 엔지니어 

▪ 네트워크 설계 엔지니어 

▪ 네트워크 프로그래머 

교육내용 

 

Module 1: Network Programmability Fundamentals  

 Software-defined networking (SDN) overview  

 Industry trends:  

o Open source  

o Programmable infrastructure  

o SDN  

o DevOps  

o Cisco ACI  

 Network programmability and automation  

 Cisco platforms  

 Linux  

o File system  

o Paths and directories  

o File permission  

o Processes  

o Networking commands  

 Python  

o Code  

o Utilities  

o Data types  

o Writing scripts  

o Analyzing code  

o Error handling  

 Python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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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 2: APIs and Automation Protocols 

 Device management and programmability overview  

 Data encoding formats  

 JSON  

 XML  

 Data models  

 Model-driven programmability stack  

 REST  

 NETCONF  

 RESTCONF  

 gRPC  

 REST API  

o overview  

o Agent pre-requisites  

o Documentation and console  

o Examples  

 Nexus programmability overview  

 NX-API CLI  

 NETCONF  

 Python on box  

 NS-API REST  

 IOS XE RESTCONF API  

 IOS XE NETCONF API  

 IOS XR NETCONF APIs  

 Management plane  

 Access control lists  

 

Module 3: Data Models 

 YANG  

o Overview  

o Module / header  

o Leaf /list statement  

o Types  

o Typedef statement  

o Choice statement  

o Grouping statement  

o RPC statement  

o Imports and includes  

o Modules and submod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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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Model types  

 Yang validator  

 Development kit  

 YDK-Py API structure  

 Yang explorer  

 

Module 4: SDN Controllers 

 Controller based networking  

 OpenFlow  

 OpenDaylight  

 APIC-EM  

o Platform architecture  

o Applications  

o APIs  

o Tasks  

 ACI overview  

 ACI object model  

 APIC REST API  

 Cobra SDK  

 Arya  

 ACI toolkit applications  

 Virtual topology system  

 UCS Manager  

 UCS Director 

 

Module 5: Network Operations 

 Software development methodologies  

 DevOps  

o Introduction  

o Demystified  

o Tools and technologies  

 Git  

o Overview  

o Architecture  

o Commands  

o Branches  

o GitHub  

 Network test infrastructure  

 V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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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et  

 Travis CI  

 Ansible  

 NXOS features modules  

 Puppet  

o Components  

o Server  

o Manifests  

o Resources  

o Node and agent  

Labs:  

 Using the Linux Command Line  

 Linux Networking  

 Python Foundations—Part 1  

 Python Foundations – Part 2  

 Writing and Troubleshooting Python Scripts  

 Custom Python Libraries  

 Working with JSON Objects in Python  

 Using XML in Python  

 NETCONF Capabilities Exchange  

 Interacting with Cisco ASA REST API  

 NX-API Discovery  

 Consume NX-API with Python  

 Consuming NETCONF on Nexus  

 Using Python on the Nexus Switch  

 Interacting with the Cisco IOS XE RESTCONF API  

 Interacting with the Cisco IOS XE NETCONF API  

 Interacting with the Cisco IOS XR NETCONF API  

 Securing the Management Plane  

 Validating YANG Models Using yangvalidator  

 Writing a Custom YANG Model  

 Viewing and Validating YANG Models with pyang  

 BGP Configuration Change using ydk-py (with OC BGP models)  

 Generate Python Bindings with ydk-gen  

 Navigating YANG-Explorer  

 Network Discovery Configuration  

 APIC-EM Network Discovery and RBAC  

 Consuming the APIC-EM API  

 ACI Fabric Dis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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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ing Objects with APIC GUI  

 Navigating the Object Model  

 Using API Inspector  

 Using ARYA  

 CLI Emulation  

 ACI Diagram Tool  

 ACI Toolkit — Lint  

 Using the APIC REST API  

 GitHub Pull Request  

 Working with Git  

 DevNet Sandbox  

 DevNet Learning Labs  

 DevNet GitHub  

 Integration Testing  

 Compliance Checks with Ansible  

 Tenant Provisioning with An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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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엔지니어를 위한 자동화 프로그래밍 입문 

교육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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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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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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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를 수행 할수 있는 방법을 학습한다. 

▪ 필수 DevOps 도구를 소개하고 자동화된 IPv6 마이그레이션, 데이터센터 재분배, 인터페이스 구문 분석 등과 

같은 자동화 작업을 다루어 보고, 추가로 보안 유지와 견고성 향상에 대한 기술을 학습한다. 

▪ 파이썬 및 앤서블 를 이용한 장비 자동 최적화 기술을 학습한다. 

교육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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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H 기반 장치와의 통신 설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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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7 시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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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내용 

 

1. Fundamental Concepts 

 

2. Python for Network Engineers 

 

3. Accessing and Mining Data from Network 

 

4. Web Framework for Automation triggers 

 

5. Ansible for Network Automation 

 

6. Continuous Integration for Network Engineers 

 

7. SDN Concepts in Network Auto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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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Scapy 를 활용한 패킷조작생성 보안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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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적 

Scapy (스카피) 는 Python (파이썬) 에서 운용되는 라이브러리이지만 간단한 몇개의 명령어 만으로 쉽게 패킷 

스니핑, 스캐닝, 스푸핑, 네트웍 컨넥션, DDoS 공격을 할수 있는 도구이자 아주 강력한 보안 솔류션 공개 

도구이다. 가장 많이 쓰이는 해킹툴인 netcat (또는 ncat) 이나 hping (또는 nping) 은 쉽게 다룰수 있지만 

명령어에 한계가 있으나 scapy 는 스크립트 언어를 이용하므로 보다 다양한고 복잡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다. 패킷 조작 관련한 종합 해킹 도구이지만 또한 네트워크 보안 분석 도구로 운용이 가능하므로 Scapy 

한개만 있으면 다른 어떤 툴보다도 가장 강력한 보안 솔류션을 스스로 탑재할 수 있을것이다. 패킷 분석 

도구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와이어샤크와 더불어 다양하면서 쉽게 패킷 조작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인 

스카피를 네트워크 해킹과보안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 기본적인 스카피 환경 구축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 기본 파이썬 문법 및 스카피 명령어를 학습한다. 

▪ 스카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패킷 분석을 통한 네트워크 취약성 분석, 패킷 조작을 통한 샘플 공격코드 

작성을 학습한다. 

▪ 스카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작중인 네트워크 뿐만아니라 패킷 캡쳐 파일인 PCAP 을 가지고도 조작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 스카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기업에 최적화된 커스텀 보안 도구 생성 및 응용에 대하여 학습한다. 

▪ 스카피 에 추가 확장 도구를 이용한 고급 기법을 학습한다. 

교육기간  ▪ 5 일(1 일 7 시간, 총 35 시간) 

선수지식  

▪ MS Windows 및 Linux 에 대한 기본 사용법 

▪ TCP/IP 에 대한 기본 지식 

▪ 오픈 소스 도구에 대한 기본 지식 

▪ 컴퓨터 스크립트 언어에 대한 기본지식 

교육대상 

▪ 패킷 분석및 조작에 관심이 있는 보안 관리자 

▪ 서버 스트레스 테스트에 관심있는 엔지니어 

▪ 네트워크 패킷 조작을 통한 성능 향상을 원하는 엔지니어 

▪ 보안 취약점 분석팀 

▪ 보안 관제팀 

▪ 보안 침해 대응팀 

교육내용 

 

1. 가상화를 이용한 리눅스 설치 및 환경 설정 

- VirtualBox 를 이용한 구성 

- Mint/Ubuntu/Kali 리눅스 설치  

- MS Windows 7/10 환경 구성 

 

2. 파이썬 설치 및 문법 기초 

- 파이썬 2.7 , 3.x 설치 

- 외장 에디터 구성 

- 파이썬 개요 

- 파이썬 자료구조 및 연산 

- 파이썬 제어문 

- 파이썬 함수 정의 

- 파이썬 클래스 생성 

- 파이썬 모듈 및 패키지 

 

3. 스카피 설치 및 기본 구성 

- Scapy 2.3.3 설치 및 구성 

- libpcap, winpcap, npcap 구성 

- 플로팅 라이브러리 구성 

- 2D 그래픽 라이브러리 구성 

- 3D 그래픽 라이브러리 구성 

- WiFi 무선 암호화 크랙 도구 구성 

- Wireshark, nmap, p0f, queso 을 이용한 fingerPrinting 구성 

- vox 를 이용한 voip play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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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p install 를 이용한 설치 

 

4. TCP/IP 주요 프로토콜 구조 

- Ethernet, PPP, WiFi 

- IPv4, ICMP, ARP 

- IPv6, ICMPv6 

- TCP, UDP 

- DNS, SMTP/POP3, HTTP, Telnet, DHCPv4/v6 

 

5. 패킷 덤프 및 분석 

- Network Sniffing 

- PCAP 파일 분석 

 

6. 패킷 조작 및 생성 

- Stacking 

- sr, sr1, srloop 

- srp, srp1, srploop 

- Scanning : SYN, Xmas, IP, ARP, ICMP, TCP, UDP, IKE 

- TCP traceroute : TCP SYN, UDP, DNS 

- Poisoning 

- Fuzzing 

- Leaking 

- Attacking : Anomaly, Ping of Death, Nestea, Land 

 

7. 네트워크 보안 코드 생성 

- NMS 보안 자동화 

- Scapy 툴 제작 

- 신규 프로토콜 추가 

-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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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와이어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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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7 시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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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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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자열, 테이블 연산자 

 
4. Lua 명령문 

- if then else 
- while 
- repeat unt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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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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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토콜l 분석 

- 패킷 데이타 사용자 정의화 

 
8. Wireshark 확장 스크립트 제작 

- 샘플 코드 생성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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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년부터 PM 의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인 PM 기법을 체득 시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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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12 만 명의 PMPs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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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판부터 프로젝트 관리에 있어 애자일 및 적응형 방법론을 더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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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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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과정을 수료하시면 PMP 시험신청에 필수적인 35 시간이상의 PM 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목표 

▪ PMP 인증제도의 기본 취지는 프로젝트관리의 전문성을 배양하고 프로젝트관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체계적인 PM 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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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일(1 일 7 시간, 총 28 시간) 

선수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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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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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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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 PMP 자격증을 준비중이신 분 

▪ 사내 업무에 프로젝트 기반의 업무를 필요로 하는 담당자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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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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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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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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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관계자 참여 관리 

• 이해관계자 참여 감시 

 
문제 시험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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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ITIL Foundation Training Certification 

교육개요 
▪ ITIL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delegates 에게 포괄적인 훈련을 제공하는 이틀간의 집중코스 

▪ ITIL Foundation Certificate in IT Service Management Syllabus 최신버전에 기초한 과정 

교육목표 

Delegates 
▪ ITIL 교수요목의 모든 요소들을 이해할 수 있다. 

▪ 특정한 시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 

▪ 시험을 마스터하기 위한 전략과 기술을 학습할 수 있다. 

 
Students 
▪ IT Service Management 문맥을 설명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 improvements 를 계획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 향상 계획과 전략을 실행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 다양한 ITIL 기술과 절차의 사용을 설명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 Service Lifecycle 전반에 걸쳐 새로운 서비스와 그 사용을 정의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 services management processes, matrices 그리고 organizational governance 를 디자인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 소통, 문서화 그리고 자동화의 가치를 이해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 시험 가이드라인을 이해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교육기간 ▪ 2 일(1 일 7 시간, 총 14 시간) 

선수지식 

▪ ITSM 환경 혹은 서비스 데스크에서 일해본 경험 

▪ ITSM 이슈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 

▪ 과정 참석전 제공되는 선수학습 자료 읽기 

교육대상 

▪ 개정된 ITIL 프레임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조직내에서 IT 서비스 관리 질을 높이기 위한 사용 방법을 

학습코자하는 개개인 

▪ 현재 ITIL 을 사용하는 조직내에서 일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 프로그램에 대해 학습하고 나아가 

본 프로그램에 기어코자하는 전문가 

교육내용 

 
* 시험 가이드라인 

시험 구조: 이해와 암기를 테스트하며, 모든 장에서 문제가 나온다. 

문제 구조: 선다형 

* 포괄적인 시험 연습과 피드백이 포함됩니다. 

* 참석자들은 과정의 마지막 날에 ITIL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 시험은 1시간에 40개의 문항으로 구성됩니다. 

 
1) 소개 

- 소개와 housekeeping 

- 핵심 ITIIL 개념 소개 

- Service 로서의 IT 

- processes 와 과정 관리 소개 

- Service Lifecycle 접근법 

 
2) Service Design 절차 

- 목적, 목표 그리고 범위 

- Service Design 절차 

- 4P’s 
- Service Design 측면 

- Service Catalogue Management 
- Service Level Management 

- Capacity Management 
- Availability Management 
- IT Service Continuity Management 
- Service Portfolio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upplier 관리 

 
3) Service Transition 
- 목적, 목표 그리고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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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대한 Service Transition 가치 

- Service Transition 내에서의 가술과 아키텍처 

- Service Transition Processes 
- Change Management 

- Service Asset 과 Configuration Management 

- Release 와 Deployment Management 

- Knowledge Management 
 
4) Service Strategy 
- 목적, 목표 그리고 범위 

- Services 를 통한 Value Creation 

- Assets: Resources and Capabilities 
- Service Strategy: Main 활동 

- Service Strategy 절차 

- Service Portfolio Management 
- Demand Management 
- Financial Management 
 
5) Service Operations 
- 목적, 목표 그리고 범위 

- Service Operation 정의 

- Service Desk 
- Technical Management 
- Application Management 
- IT Operations Management 
- Service Operations 절차 

- Event Management 
- Request Fulfilment 
- Problem Management 
- Access Management 
 
6) Continual Service Improvement 
- 목적, 목표 그리고 범위 

- models and Processes 
- Deming Cycle 
- Measurement and Metrics 
- Seven-Step Improvement Process 
- Continual Service Improvement 활동 

- Risk Management 
- Continual Service Improvement 인터페이스 

- Service Level Management 인터페이스 

 
7) Case Studies 와 Practice Test  

- 부팅 과정의 문제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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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Python 활용 센서제어 심화실습과정 

교육개요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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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일(1 일 7 시간, 총 21 시간) 

선수지식  ▪ 없음 

교육명 Python 활용 센서제어 심화실습과정 

교육개요 ▪ 없음 

교육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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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일(1 일 7 시간, 총 21 시간) 

선수지식 ▪ 없음 

교육대상 ▪ 없음 

교육내용 

 
1 일차 

▪ 실습장비 소개 및 실습 환경 구성 

▪ 네트워크, SSH, VNC 설정 

▪ 멀티미디어 장치 제어 운용 

▪ Python 소개 및 기본 문법 

▪ Python 통합 개발환경 및 디버깅 

▪ Peripheral 용 라이브러리 소개 

 
2 일차 

▪ GPIO Jog Switch 제어 

▪ GPIO DC Motor 제어 

▪ GPIO Character LCD 제어 

▪ I2C 센서 제어 개요 

▪ I2C FND 제어 

▪ I2C Temp/Humidity 센서 제어 

▪ SPI ADC 제어 : 조도, 음압센서, 가변저항 

 
3 일차 

▪ Bluetooth 통신 및 스마트폰 연결 제어 

▪ 무선 리모컨(IrDA)제어 

▪ 웹 기반 센서 제어 

▪ MQTT IoT 프로토콜 소개 

▪ MQTT 스마트폰 앱 연동 실습 

▪ MQTT 활용 스마트 홈 프로젝트 구현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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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Python 활용 센서제어 심화실습과정 

교육개요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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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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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7 시간, 총 35 시간) 

선수지식  ▪ Python 기본 

교육대상 

▪ 텐서플로 사용법을 필요로 하는 임직원 

▪ 딥러닝 알고리즘에 대해 학습을 필요로 하는 임직원 

▪ 딥러닝 알고리즘을 파이썬으로 수행해야 하는 임직원 

교육내용 

 
1 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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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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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텐서플로 기초 

상수, 변수, 연산자 

 
7. Linear Regression 

Regression 알고리즘 

텐서플로 연동 

 
2 일차 

 
8. 텐서플로 

placeholder 
 
9. Linear Regression 
속도/제동거리 데이터 

loadtxt 함수, un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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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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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stochastic 
decision boundary 
sgd, mini-batch 
 

18. Logistic Regression 
iris 데이터셋 연동 

데이터셋 구분 

(train, validation, test) 
 
4 일차 

 
19. Soft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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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설명 

relu, cross-entropy 
One-hot encoding 
알고리즘 중간 결과 

 
20. SoftMax 
iris 데이터셋 연동 

softmax 기본 코드 확장 

21. 앙상블 

성능 향상 기법 

클래스 버전 

 
22. mini-batch 
softmax 미니배치 버전 

 
23. Queue Runners 
string_input_producer 
TextLineReader 
decode_csv, batch 
 
5 일차 

 
24. 교재 정리 

Hinton’s summary 
 
25. 멀티 레이어 

mnist 데이터셋 

xavier 초기화 

drop-out 
 
26. BackPropagation 
미분 연쇄법칙 

알고리즘 설명 

 
27. CNN 
교재 설명 및 코드 구현 

 

28. TensorBoard 
그래프 시각화 

 
29. 모델 저장 및 복구 

텐서플로 기반 

pickle, binary data 
 
30. 종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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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실무에 바로 쓰는 클라우드 실전 (Azure 실습과정) 

교육개요  

▪ 가상화부터 퍼블릭 클라우드 구축 또는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실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 비즈니스를 위한 클라우드 관련 고려 요소와 중요 기술의 특성 및 장단점을 활용하여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 

▪ IT 관련 최신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다. 

▪ 가상화 또는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가용성, 성능 및 보안관리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교육목적 

▪ 사설 및 공용 클라우드의 발전과 장단점을 이해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의 핵심 기술을 습득하여 실무에 바로 

적용이 가능토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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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7 시간, 총 28 시간)  

선수지식  ▪ 없음 

교육대상 

▪ 대기업, 중소기업, 프리랜서등 가상화 및 클라우드의 기반 기술에 관심이 있는 엔지니어, 경영인, 기획자 

▪ 정보시스템 기반 기술들의 최신 경향 정보 및 실무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인력 

▪ 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의 제안 및 분석 단계에서 IT 기반 구조를 설계 및 구현 인력 

교육내용 

 
1 일차 

▪ 클라우드 컴퓨팅 개요 (IT 와 비즈니스) 

▪ 클라우드 컴퓨팅 아키텍처 및 서비스 모델 

▪ 클라우드 주요 벤더 소개 (국내 & 국외) 

▪ 클라우드 벤더별 서비스 분석 (관련 용어, 서비스, 비용 분석) 

▪ 클라우드 비즈니스 활용 방법 

▪ IT & 클라우드 최신 동향 (가상화, IoT, HCI, SDDC, 사설 및 공용 클라우드등) 

 
2 일차 

▪ MS Azure 클라우드 소개 

▪ MS Azure 개요 

▪ MS Azure Portal 사용하여 Azure 클라우드 관리 

▪ ARM (Azure Resource Manager) 개요 

▪ Virtual Machine 개요 (AWS, AZURE 비교, 생성 계획) 

▪ MS Azure Virtual Machine 생성 실습 

▪ MS Azure Virtual Machine Disk 구성 실습 

▪ MS Azure Virtual Machine 템플릿 만들기 

▪ MS Azure Virtual Machine 배포하기 

▪ MS Azure Auto Scaling 
▪ 서버 가상화 환경의 이해 (Hypervisor, HVM, PVM) 

▪ VMware Workstation & ESXi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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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 환경 구축 실습 

 
3 일차 

▪ MS Azure Networking 개요 

▪ Virtual Network 구현 및 관리하기 

▪ Azure Virtual Network 구성하기 (실습) 

▪ VMware Virtual Network 구성하기 (ESXi, Workstation) 및 실습 

▪ vNet-to-vNet 연결 (Region) 실습 

▪ vNet-to-vNet 연결 (국가간 클라우드 연결 실습) 

▪ On-Premise 와 클라우드 연동 실습 

▪ Azure 네트워크 로드밸런싱 (L4, L7, 트래픽 매니저) 

▪ Azure DNS 개요 및 관리하기 

▪ Azure Security 개요 

▪ Azure Network 보안 강화하기 (Network Security Group 설정 실습) 

▪ Azure Security Third Party (Fortigate 방화벽 구성 및 설정 실습) 

 
4 일차 

▪ Storage 기술 및 Backup 기술 개요 

▪ Azure Storage 개요 

▪ Azure Storage 구현 실습 (Managed Disk, Blob Storage, File Storage) 

▪ Azure StoreSimple 소개 

▪ Azure Backup 개요 

▪ Azure Backup 구현 실습 

▪ Azure IoT Hub 개요 

▪ Azure IoT Hub 구축 실습 

▪ Azure Web App 소개 

▪ Azure Web App 구현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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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레인 네트워크 과정>  

 

교육명 WAS 웹 성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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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여야 할 도구들과 웹 분석및 최적화 기법을 학습 한다. 

교육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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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일(1 일 7 시간, 총 21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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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내용 

 
1 장 들어가기  

1.1 웹 개요  

1.2 웹 브라우저  

1.3 웹 성능  

 
2 장 HTTP 프로토콜의 이해  

2.1 HTTP 개요  

2.2 HTTP 헤더  

2.3 HTTP 요청 방법  

2.4 HTTP 응답 코드  

 
3 장 DNS 에 대한 이해와 DNS 성능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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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DNS 이해  

3.2 DNS 프로토콜  

3.3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DNS 분석  

 

4 장 전송 프로토콜과 최적화  

4.1 TCP 프로토콜  

4.2 구글의 전송 프로토콜  

 
5 장 웹 보안 프로토콜  

5.1 데이터 암호화  

5.2 웹 보안  

5.3 SSL 이해하기  

5.4 보안과 웹 성능  

 
6 장 웹 모니터링을 위한 표준 데이터 형식  

6.1 HTTP Archive(HAR)  
6.2 HAR 데이터 생성하기  

6.3 HAR 데이터 분석  

6.4 HAR 통계  

 

7 장 네비게이션 타이밍을 통한 웹 성능 측정  

7.1 JavaScript 시간 측정하기  

7.2 네비게이션 타이밍  

7.3 프로세스  

7.4 네비게이션 타이밍을 이용한 성능 측정  

7.5 WBench  
 
8 장 모바일 웹 성능 모니터링  

8.1 원격 디버깅 프로토콜  

8.2 크롬 브라우저를 통한 원격 디버깅 실습  

8.3 모바일 에뮬레이션  

 
9 장 웹 모니터링 시스템  

9.1 모니터링의 단위 및 구간  

9.2 모니터링 시스템의 분류  

9.3 모니터링 시스템 소개  

 

10 장 Wireshark 를 통한 웹 성능 분석  

10.1 Wireshark 를 통해 패킷 수집하기  

10.2 성능 분석하기  

10.3 Wireshark 를 통한 IO 분석  

 
11 장 curl 로 웹 분석하기  

11.1 기본적인 설치 및 사용 방법  

11.2 curl 사용 예  

11.3 curl 을 통한 웹 성능 측정  

 
12 장 Fiddler 로 웹 디버깅하기  

12.1 Fiddler 설치  

12.2 Fiddler 메뉴 및 설정  

12.3 Fiddler 의 Inspercotrs 를 통한 기본적인 웹 분석  

12.4 웹 성능 디버깅  

12.5 정보 저장 및 활용  

 
13 장 웹 최적화 및 최적화 평가 도구  

13.1 웹 페이지 최적화 방법  

13.2 YSlow  
13.3 PageSpeed  
13.4 Webpagetest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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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7 시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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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내용 

 
<Module 1> IoT 배경 

▪ 사물 인터넷의 개요 

▪ 사물 인터넷의 구성도 

 
<Module 2> IoT 센서 노드 

▪ 아두이노 소개 

▪ 회로 구성 기초 

▪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기초 

 
<Module 3> IoT 게이트웨이 노드 

▪ 라즈베리파이 소개 

▪ 라즈베리 파이에서 회로 구현 

▪ 파이썬(Python) 코팅과 회로 제어 

 
<Module 4> IP 프로토콜 

▪ IPv4 와 IPv6 프로토콜 

▪ IPv6 의 특징 

▪ IPv6 전환 기술 

 
<Module 5> Wi-Fi 기술 

▪ RF 통신 기술 개요 

▪ Wi-Fi 기술과 무선랜 구현 

▪ 라즈베리 파이와 Wi-Fi 연동 

 
<Module 6> L2 스위칭 기술 

▪ 가상랜(Virtual LAN) 

▪ 802.1Q Trunk  
▪ Inter-VLAN Routing 
▪ IPv4 주소 할당과 ARP 동작 

▪ IPv6 주소 할당과 Neighbor Discovery 

 
<Module 7> L3 스위칭 기술 

▪ Static Route 
▪ Dynamic routing Protocol 
▪ IPv4 OSPFv2 / ▪ IPv6 OSPFv3 
 
<Module 8> IP 네트워크 Q&A 

 
<Module 9> 오픈 소스 서버 구현 

▪ Linux 기반 기술 

▪ Linux OS 설치 / ▪ Linux 서비스 설치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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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전문가(IT 세상)로 가는 첫걸음이며,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TCP/IP 통신 프로토콜에 기초한 각 단계별 

처리에 대한 이해로 호스트에서 호스트로의 데이터가 처리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으며, Ethernet, LAN, 

스위칭, 라우팅 기술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통해 간단한 유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만물인터넷 시대에 필수인 무선 네트워크뿐 아니라 데이터, 음성, 영상이 공존하는 통합네트워크와 All IP 

세상의 주요 프로토콜인 IPv6 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여 미래 기술에 대한 수강생의 역량이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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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7 시간, 총 28 시간) 

선수지식  ▪ 없음 

교육대상 ▪ 네트워크 관련업무 종사자 

교육내용 

 
<Module 1> 데이터 통신과 네트워크 개요 

▪ 네트워크 개념 

▪ 통신 프로토콜 표준 

▪ 네트워크 장비의 계층성 

▪ 데이터 전달 프로세스 
 

<Module 2> 유선 네트워크 기술 개요 

▪ 스위치와 Ethernet 프레임 

▪ 라우터와 IP 패킷 
 

<Module 3> IPv6 소개 

▪ IPv4 vs. IPv6 
 

<Module 4> 무선 네트워크 기술 개요 

▪ WLAN 기술 특징 
 

<Module 5> 데이터, 음성, 비디오 통합네트워크 기술 개요 

▪ 통합네트워크 기술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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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최신 네트워크 패킷분석 Wireshark v2.4.x 

교육개요  

▪ 본 과정은 와이어샤크 최신 2.x 버젼를 사용하여 기초적인 패킷분석 방법론부터 실무에서 활용가능한 

기술까지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 신형 qtshark 와 구형 qtkshark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서 네트웍 분석에 각각 실무 적용을 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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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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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 네트워크 패킷 분석에 대한 개념을 이해 할 수 있다. 

▪ 와이어샤크 기본적인 사용법을 이해 할 수 있다. 

▪ 와이어샤크 실무 기법들을 활용 할 수 있다. 

교육기간  ▪ 3 일(1 일 7 시간, 총 21 시간) 

선수지식  ▪ 기본적인 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 

교육대상 

▪ 서버 엔지니어 

▪ 네트워크 엔지니어 

▪ 무선 엔지니어 

▪ 보안 엔지니어 

▪ 스토리지 엔지니어 

▪ 인터넷전화 엔지니어 

▪ IPTV 엔지니어 

▪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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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와이어샤크 핵심 요소와 트래픽 흐름 

 
2 장 와이어샤크 뷰와 설정 맞춤화 

 
3 장 최선의 수집 방법 결정과 Capture F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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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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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와이어샤크 WCNA (Wireshark Certified Network Analyst) 자격증 +문제풀이 공식과정 

교육개요  

▪ 본 과정은 Wireshark University 에서 주관한 각종 프로토콜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한 WCNA 

시험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으로 WCNA 시험에 관련된 33 섹션에 대한 모든 모듈을 학습한다. 

▪ Wireshark University 에서 제작한 공식 교육 교재를 사용하여 학습하는 이 과정은 WCNA (Wireshark Certified 

Network Analyst) 를 준비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터넷 프로토콜에 대한 심도있는 지식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꼭 필요하다. 

 
[시험정보] 

▪ KRYTERION 에서 대행하는 이 시험은 120 분 동안 100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시험은 www.webassessor.com/pai 에서 등록 

▪ 시험비는 USD 299 이고, 시험결과는 업무일 기준 15 일 후에 수령 

▪ 재응시의 경우, 1 년에 3 번의 응시만 가능 

▪ 자세한 정보는 www.wiresharktraining.com/certification 에서 확인 

교육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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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무에 많이 사용하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캡처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이해 할 수 있다. 

▪ 각종 프로토콜 구조와 원리, 헤더 및 통신 방법에 대한 내용과 장애 발생 포인트 및 패킷 분석을 통한 문제 

해결 방법과 실무에 직접 적용이 가능한 필터 기법과 비정상적인 패킷을 찾는 방법을 이해 할 수 있다. 

▪ 패킷 분석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한 TCP/IP, DNS, ARP, IPv4/IPv6, ICMPv4/ICMPv6, UDP, TCP, DHCP, HTTP, 

FTP, POP, SMTP, 802.11 WLAN, SIP, RTP 와 관련하여 이 프로토콜들에 대한 사례별 디스플레이 필터를 이해 할 

수 있다. 

▪ 성능문제나 네트워크 증거수집, 공격 감지 및 의심 트래픽 분석 기법 등 각 프로토콜의 보안 사고를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다. 

교육기간  ▪ 5 일(1 일 7 시간, 총 35 시간) 

선수지식  
▪ 기본 Wireshark 기본 과정 이수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식을 가지신 분 

▪ 실무에서 와이어샤크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패킷 분석을 진행해 보신 분 

교육대상 

▪ 프로토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신 분 

▪ 각종 네트워크 헤더에 대한 구조와 인터넷 통신에 대한 깊은 지식이 필요하신 분 

▪ 네트워크 장애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 하고 싶으신 분 

▪ 높은 경로 지연 시간으로 인한 취약한 네트워크 성능을 파악하고 싶으신 분 

▪ 패킷 누락을 시키는 네트워크 장비를 추적하고 싶으신 분 

▪ 네트워크 호스트의 최적화된 설정을 검증하고 싶으신 분 

▪ 애플리케이션 기능과 종속성 검증 및 최적의 성능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분석가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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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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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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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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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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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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간  ▪ 4 일(1 일 7 시간, 총 28 시간) 

선수지식  
▪ 와어어샤크 기본 과정 또는 WCNA 과정 이수자 

▪ 와이어샤크 패킷 분석 경험 1 년 이상 

교육대상 

▪ 와이어샤크 고급 기술 활용자 

▪ 실무에서 와이어샤크를 이용한 솔류션을 응용하거나 개발하시는 분 

▪ 고객 장애분석 및 최적화 컨설턴트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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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장. 네트워크 문제 및 증상 목록 

 
1 장. 효과적인 문제 해결 기법 사용 

 
2 장. 핵심 와이어샤크 문제 해결 작업 정복 

 
3 장. 적절한 캡처 기법 사용 

 
4 장. 확인 문제 

 
5 장. 시간 문제 해결 

 
6 장. 와이어샤크 전문가를 이용한 문제 식별 

 
7 장. 애플리케이션 오류 식별 

 
8 장. IO 그래프 기본 및 고급 기능 마스터 

 
9 장. 처리율 문제 그래프로 그리기 

 
10 장. 시간 지연 그래프 

 
11 장. 기타 네트워크 문제 그래프 

 

12 장. 타사의 그래프 도구로 트래픽 내보내기 

 
13 장. 마지막 팁 

 
부록. 와이어샤크 문제 해결 프로파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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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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7시간, 총 35시간) 

선수지식  ▪ TCP/IP 에 대한 이해 

교육대상 
▪ 네트워크 관리자 와 엔지니어 

▪ 대규모 네트워크에 대한 구축/설계에 관심 있는 분 

교육내용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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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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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WAN 디자인 

▪ (WAN 서비스의 특징, WAN 인캡슐레이션, WAN 서비스의 요금 체계, WAN 대역폭 산정하기, WAN 의 구성 

사례) 

 
▪ 랩4, WAN 구축 실습(누적)  

 
4장 IP 디자인 

▪ (IP 주소와 관련된 두 가지 문제, 서브네팅, VLSM 을 이용한 IP 디자인, 루트 서머라이제이션, NAT) 

 
▪ 랩5 IP 실습 (누적)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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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기, NBMA 네트워크에서 네이버 찾기,OSPF, Integrated IS-IS, EIGRP 라우팅 프로토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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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들, 라우터와 에어리어의 종류, 스태틱 루트, OSPF, Integrated IS-IS, EIGRP 라우팅 프로토콜 디자인 및 

구현 예) 

 
▪ 랩6. 라우팅 실습 1(누적)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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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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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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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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7 시간, 총 21 시간) 

선수지식  ▪ 무선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관심 

교육대상 ▪ 무선네트워크 업계 종사자 및 학습에 흥미가 있는 자 

교육내용 

 
<Module 1> Wireless Network and Topology 
▪ WPAN/WLAN/WMAN/WWAN 
▪ AD-Hoc Network 
▪ Infrastructure Mode 
▪ Wireless Repeater 
▪ Wireless Bridge 
▪ Mesh Network 
 
<Module 2> RF Technology 
▪ RF(Radio Frequency)의 개요 

▪ Reflection, Mutipath, Scattering 
▪ Line of Sight, Fresnel Zone 
 
<Module 3> Autonomous AP 
▪ Autonomous AP 설치 

▪ AP 초기 화면 분석과 설정 

▪ AP 모니터링 화면 분석 

▪ AP Firmware 변경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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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ule 5> 안테나 이론 

▪ 기본 안테나 개념 

▪ 안테나의 종류와 기능 

▪ 안테나 설치시 고려 사항 

▪ WLAN 주변 기기들(Amplifiers, Attenuators, Lightning Arrestores 등) 

 
<Module 6> Spread Spectrum 기술 

▪ FHSS 아 DSSS 기술 

▪ DSSS Modulation 기술 

▪ OFDM 기술 

▪ OFDM Modulation 기술들 

 
<Module 7> 802.11 표준 

▪ IEEE 802.11 과 Wi-Fi Alliance 

▪ 미국/유럽/국내 전파법 

▪ ISM, UNII 대역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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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2.11b, 802.11g 소개 

▪ 802.11a, 802.11n, 802.11ac 표준 소개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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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ule 9> Wireless Security 
▪ Wireless Privacy/Authentication/Encryption 
▪ IEEE 802.11 Security/WEP/MAC Filtering  
▪ 802.1x 과 EAPs 

▪ WPA/WPA2 Security 
 
<Module 10> 시스코 무선 네트워크 구조 

▪ CUWN 구조이해 

▪ CUWN 구성 장비 소개 

▪ WLC 구조와 설정 

▪ WLC 기반 AP 동작 모드 

▪ Roaming 
 
<Module 11> RF Site Survey 
▪ IEEE 802.11 RF Site Survey 소개 

▪ IEEE 802.11 RF Site Survey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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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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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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에 대한 설명과 장단점을 비교 할 수 있다. 

▪ 가상 스토리지에 대한 기능과 특징을 이해 할 수 있다. 

▪ 데이터 관리에 대한 운영방법을 설명 할 수 있다. 

▪ 문제 해결 방법론을 이해할 수 있다. 

교육기간  ▪ 3일(1일 7시간, 총 21시간) 

선수지식  

▪ TCP/IP 네트워킹에 대한 기본지식 

▪ LAN 과 WAN 에 대한 기본지식 

▪ MS Windows Net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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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내용 

 
1. 스토리지 네트워킹 개념 

 
2. 스토리지 네트워킹 프로토콜 

 
3. SCSI 프로토콜 

 
4. 디스크 구성요소와 RAID 

 
5. FC SAN 
 
6. iSCSI, FCoE 
 
7. NFS vs CIFS 
 
8. 스토리지 가상화 

 
9. 스토리지 관리기법 

 
10. 데이터 관리기법 

 
11. 스토리지 고가용성과 재해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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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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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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 Legacy Voice network 과 Voice over IP 에 대한 차이점을 배우고 Voice packet 을 기존 데이타망을 통해 

전송처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습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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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간  ▪ 3일(1일 7시간, 총 21시간) 

선수지식  ▪ CCNA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지식 및 기술 

교육대상 ▪ VoIP 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관리자 및 관련 엔지니어 

교육내용 

 
<Chapter 1> Introduction of Vo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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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pter 2> Configuring Voice Network 
▪ Voice 인터페이스의 설정 

▪ Local Calls, On-Net Calls, Off-Net Calls 
 
<Chapter 3> Configuring Router Voice Ports 
▪ Analog Port 의 설정 

▪ Digital T1/E1 설정 

 
<Chapter 4> Configuring Dial Peers 
▪ Dial Peers 에 대한 이해 

▪ POTS Dial Peer 의 설정 

▪ VoIP Dial Peer 의 설정 

▪ 전화 번호의 변환(Digit Manapulation) 

 
<Chapter 5> VoIP Signaling and Call Control 
▪ VoIP Signaling 개요 

▪ Call Control Models 
 
<Chapter 6> Introducing H.323 
▪ H.323 의 개요 

▪ H.323 장비와 설정 

▪ H.323 모니터링과 문제 해결 

 
<Chapter 7> Session Initiation Protocol 
▪ SIP 의 개요 

▪ SIP 장비와 설정 

▪ SIP 모니터링과 문제 해결 

 

<Chapter 8> MGCP 
▪ MGCP 의 개요 

▪ MGCP 장비와 설정 

▪ MGCP 모니터링과 문제 해결 

 
<Chapter 9> Configuring Cisco Catalyst Switches 
▪ 스위치에서 Power Over Ethernet 구현 

▪ 스위치에서 Voice VLAN 구현 

▪ 스위치에서 COS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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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0> IP PBX Overview 
▪ IP PBX 의 기능 소개 

▪ IP PBX 의 구조와 연계 장비 

▪ IP PBX 의 기본 설정 

▪ Service Activation 
 
<Chapter 11> Configuration IP Phones and SIP Endpoints 
▪ IP PBX 와 IP Phone  

▪ IP PBX 와 Soft Phone 

▪ IP PBX 와 SIP Phone, iPhone 

 
<Chapter 12> Configuring Cisco Unified CallManager Trunks 
▪ IP PBX 간 Trunk 설정 

▪ Gatekeeper 와의 Trunk 설정 

▪ SIP Trunk 설정 

 
<Chapter 13> Voice Gateways 
▪ IP PBX 에서 H.323, MGCP, SIP Gateway 설정과 확인 방법 

 
<Chapter 14> Configuring Basic Dial Plan Elements 

▪ IP PBX 에서 Dial Plan 

▪ Route Plan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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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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7시간, 총 28시간) 

선수지식  ▪ TCP/IP 에 대한 기본 이해 

교육대상 
▪ 네트웍 엔지니어 

▪ 보안 엔지니어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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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LAN, SAN, VoIP, End 보안 

- Endpoint 보안 

- SAN 보안 

- 음성 보안 

- L2 스위치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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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무선랜 보안 

교육개요  
▪ 본 과정은 와이파이 무선 랜의 특징을 이해하고 보다 안전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무선 보안을 

학습한다. 

교육목표 

▪ 와이파이 네트워크 종류를 구분 할 수 있다. 

▪ RF 전파기술과 표준안에 대하여 설명 할 수 있다. 

▪ 안테나 공학과 무선 기술에 대하여 설명 할 수 있다. 

▪ 802.11 의 다양한 서브규정을 이해 할 수 있다. 

▪ 무선 보안의 여러가지 방식들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인증과 암호화 보안을 구축 할 수 있다. 

교육기간  ▪ 3일(1일 7시간, 총 21시간) 

선수지식  ▪ CCNA 자격증 취득자 또는 동등한 능력 보유자 

교육대상 ▪ 무선 네트워크 구축 및 운용 인력 및 감리자 

교육내용 

 
1.Wireless Nework Type 
-Wireless 네트워크 소개 

-Ad Hoc Networks 

-Infrastructure Mode 
-Service Set Identifier 
-Workgroup Bridge, Repeaters 
-Outdoor Wireless Bridge, Mesh Networks 
 
2.전파 기술과 표준안 

-RF 주파수 

-주파수와 파장 

-RF 증폭의 의미 

-자유 공간에서의 손실 

-Absorption, Reflection, Multipath, Scattering, Refraction 
-Line of Sight, Fresnel Zone, RSSI 와 SNR 

-전송 출력과 데시벨 

-안테나의 기준인 dBi 와 dBd  

-EIRP(Effective Isotropic Radiated Power) 
-안테나와 Polarization 그리고 Diversity 의 의미 

-안테나의 종류 

-안테나 연결 장치의 특성 

-번개에 대한 대비책 

-Spread Spectrum 기술 개요 

-DSSS, OFDM 
-Modulation 
-Channel 과 Overlappping 이슈 

-Wi-Fi 표준안 소개 

-802.11, 802.11b, 802.11a, 802.11g 
-802.11n 소개 

-802.11n 요소, Channel Aggregation, MAC Efficiency 

-802.11n MIMO-Spatial Multiplexing, Transmit Beamformingm 등 

-Wireless Data Frame 
-Frame Shape 와 Speed 

-Beacon 과 Probes 

-양단간의 Wireless Frame 들 순서 

 

3.무선 정보의 보안 

-무선 인증과 암호화 

-암호키 관리 

-무선 보안의 이슈들 

-802.11 인증 방식-Open, Shared 과 PSK 

-MAC 필터링 

-중앙 집중식 무선 인증 

-802.1x, EAP, RADIUS, Local E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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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P 인증 소개 

-PKI(Public Key Infrastructure) 
-EAP-TLS, EAP-FAST, PEAP, 그외 EAP 

-Wi-Fi Protected Access 

-WPA 인증과 암호화 

-WPA2와 802.11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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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공인 핵심과정 

 

교육명 CCNAX Routing & Switching v3.0 - CCNA 대비 

교육개요  

▪ 본 과정은 TCP/IP 네트워크 운용에 대한 이해와 실습을 제공한다. 

▪ 시스코 스위치와 라우터 운영, 호스트 연결 문제해결, config 파일의 백업과 복구, 네트워크 장비 관리에 

사용되는 명령어와 기술들을 제공한다. 

▪ CCENT 및 CCNA 자격증 시험을 위한 필수적인 기본정보뿐만 아니라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습들을 제공한다. 

교육목표 

▪ 인터네트워크의 주요 장비인 스위치와 라우터에서 사용되는 기술들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학습할 수 

있다. 

▪ 실제 회사업무 특성에 맞추어 네트워크를 보다 현명하고 올바르게 구현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 또한 일반적인 회사 환경에 적합한 최근 네트워크 디자인을 실제 구현하고 이와 연관된 이론을 병행하여 

수강생들이 올바른 이론과 구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교육기간  ▪ 5 일(1 일 7 시간, 총 35 시간) 

자격조건  ▪ IP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 

교육대상 

▪ 인터네트웍을 구성하고 지원하는 네트웍 기술자 

▪ CCENT 및 CCNA 자격증 시험 준비생 

▪ 현대 네트웍킹에 대한 업무 지식이 필요한 관리자 및 영업직원 

▪ 데이터네트웍킹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분 

▪ 라우터와 스위치에 대한 약간의 실무 경험을 가지신 분 

▪ 중규모의 스위치 및 라우터 네트웍의 설치, 관리, 문제해결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고자 하시는 분 

교육내용 

 
<Module 1> Building a Simple Network 
▪ Exploring the Functions of Networking 
▪ Understanding the Host-to-Host Communications Model 
▪ Introducing LANs 
▪ Operating Cisco IOS Software 
▪ Starting a Switch 
▪ Understanding Ethernet and Switch Operation 
▪ Troubleshooting Common Switch Media Issues 
 
<Module 2> Establishing Internet Connectivity 
▪ Understanding the TCP/IP Internet Layer 
▪ Understanding IP Addressing and Subnets 
▪ Understanding the TCP/IP Transport Layer 
▪ Exploring the Functions of Routing 
▪ Configuring a Cisco Router 
▪ Exploring the Packet Delivery Process 
▪ Enabling Static Routing 
▪ Managing Traffic Using ACLs 
▪ Enabling Internet Connectivity 
 
<Module 3> Managing Network Device Security 
▪ Securing Administrative Access 
▪ Implementing Device Hardening 
▪ Implementing Traffic Filtering with ACLs 
<Module 4> Introducing IPv6 
▪ Introducing Basic IPv6 
▪ Understanding IPv6 
▪ Configuring IPv6 Routing 
 
<Module 5> Building a Medium-Sized Network 
▪ Implementing VLANs and Trunks 
▪ Routing Between VLANs 
▪ Using a Cisco Network Device as a DHCP Server 
▪ Troubleshooting VLAN Conne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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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ilding Redundant Switched Topologies 
▪ Improving Redundant Switched Topologies with EtherChannel 
▪ Understanding Layer 3 Redundancy 
 

<Module 6> Implementing an EIGRP-Based Solution 
▪ Implementing EIGRP 
▪ Troubleshooting EIGRP 
▪ Implementing EIGRP for IPv6 
 
<Module 7> Implementing a Scalable OSPF-Based Solution 
▪ Implementing OSPF 
▪ Multiarea OSPF IPv4 Implementation 
▪ Troubleshooting Multiarea OSPF 
▪ Examining OSPF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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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ROUTE v2.0 (Implementing Cisco IP Routing v2.0) - CCNP 대비 

교육개요  

▪ 본 과정은 다음 내용을 제공한다. 

 - IPv4 와 IPv6 환경에서 EIGRP 설정 

 - IPv4 와 IPv6 환경에서 OSPF 설정 

 - 필터링 메카니즘을 이용한 경로 재분배 구현 

 - PBR 과 IP SLA 를 이용하여 경로 제어 구현 

 - 엔터프라이즈 인터넷 연결 구현 

 - 라우팅 프로토콜을 위한 보안 학습 

교육목표 

▪ 기업망에 IPv4 와 IPv6 라우팅을 본사/지사 네트워크에 구현할 수 있다. 

▪ RIPng, EIGPR, OSPF 라우팅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엔터프라이즈 LAN 과 WAN 라우팅 구현을 기획하고 

설정하며 검증할 수 있다. 

▪ 재분배와 정책기반 라우팅을 기업망에 도입할 수 있다. 

▪ BGP 를 이용하여 ISP 와 인터넷 연결을 할 수 있다. 

▪ 라우팅에 보안기술을 접목할 수 있다. 

교육기간  ▪ 5일(1일 7시간, 총 35시간) 

선수지식  ▪ CCNA 소지자 또는 동등의 지식 보유 

교육대상 
▪ 시스코 라우터(IOS 기반)를 사용하여 중·대형 네트워크 디자인을 올바르게 구현 하고자 하는 분 

▪ 기업 네트워크에서 라우팅 프로토콜을 구현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 

교육내용 

 
<Module 1> Basic Network and Routing Concepts 
 
<Module 2> EIGRP Implementation 
 
<Module 3> OSPF Implementation 
 
<Module 4> Configuration of Redistribution 
 
<Module 5> Path Control Implementation 
 
<Module 6> Enterprise Internet Connectivity 
 
<Module 7> Routers and Routing Protocol Hard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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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SWITCH v2.0 (Implementing Cisco Switched Networks v2.0) - CCNP 대비 

교육개요  

▪ 본 과정은 다음 내용을 제공한다. 

 - 계층적인 캠퍼스 구조, 기본적인 스위치 동작, PoE 그리고 LLDP 

 - VLAN, Trunks, VTP, Port aggregation, IPv4와 IPv6 환경에서의 DHCP 구현 

 - 네트워크에 적합한 STP 구현과 최적화: PVST+, Rapid PVST+, MST  

 - 멀티레이어 스위치에서의 라우팅 구현 

 - NTP, SNMP, IP SLA, port mirroring 설정 

 - IPv4 와 IPv6 환경에서 first-hop 이중화 구현 

 - 캠퍼스 네트워크에서 보안 기능 학습 

교육목표 

▪ 엔터프라이즈 캠퍼스 환경에서 스위치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할 수 있다. 

▪ 기업망 스위칭 환경에 LLDP 와 PoE 를 도입할 수 있다. 

▪ VLAN, Trunk, VTP, EC 같은 L2 기술들을 기업망에 적용 할 수 있다. 

▪ STP 버전들 간에 차이점을 이해하고 적절히 사용 할 수 있다. 

▪ L3 스위치를 효과적으로 도입하여 배치 할 수 있다. 

▪ 스위치의 관리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적용 할 수 있다. 

▪ HSRP, VRRP, GLBP 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기업망에 적용 할 수 있다. 

▪ 스위치의 보안기능들을 사용 할 수 있다. 

교육기간  ▪ 5일(1일 7시간, 총 35시간) 

선수지식  ▪ CCNA 소지자 또는 동등의 지식 보유 

교육대상 

▪ 시스코 L2/L3 스위칭(IOS 기반) 기술을 사용하여 스위치 기반 솔루션을 올바르게 구현하고자 하시는 분 

▪ 네트워크 엔지니어 업무를 하고 계신 분  

▪ 네트워크 운용센터 기술지원 인력 

▪ 헬프데스크 기술 인력 

교육내용 

 
<Module 1> Basic Concepts and Network Design 
 
<Module 2> Campus Network Architecture 
 
<Module 3> Spanning Tree Implementation 
 
<Module 4> Configuring Inter-VLAN Routing 
 
<Module 5> Implementing High Availability Networks 
 
<Module 6> First Hop Redundancy Implementation 
 
<Module 7> Campus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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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TSHOOT v2.0 (Troubleshooting and Maintaining Cisco IP Networks v2.0) - CCNP 대비 

교육개요  

▪ 본 과정은 다음 내용을 제공한다. 

 - 복잡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서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관리 기능들을 계획하고 문서화 

 - 복잡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서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해결하는 능력 향상  

 - 대규모, 복잡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서 특정 문제해결과 관리 프로세스를 최상으로 지원하는 도구들 

 - 스위칭 기반 환경에서 관리 절차를 진행하고 문제점들을 해결 

 - 라우팅 기반 환경에서 관리 절차를 진행하고 문제점들을 해결 

 - 보안 인프라스트럭처 내에서 관리 절차를 진행하고 문제점들을 해결 

 - 복잡한 환경에서 관리 절차를 진행하고 문제점들을 해결 

교육목표 

▪ 네트워크를 관리, 유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빠른 시일 내에 효과적으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 문제해결과 관리 프로세스의 절차적, 구조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있는 특정 기술에 대한 정보도 

습득 할 수 있다. 

▪ 시뮬레이트된 3개의 기업 환경에서 이 기술들을 실행해보고 개념을 정립할 수 있다. 

▪ 실제 네트워크와 유사한 랩 환경을 통해 학습자가 현업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문제 해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교육기간  ▪ 5일(1일 7시간, 총 35시간) 

선수지식  

▪ CCNA 소지자 또는 동등의 지식 보유 

▪ SWITCH 와 ROUTE 과정에서 제공되는 기술과 이와 유사한 엔터프라이즈 라우팅, 스위칭 구현 및 검증 지식 

보유 

▪ 아래와 같은 기본 지식 

- Layer 2 switching 
- Privae VLAN 
- VLAN access control list 
- Port Security 
- Switch Security issues 
- Spanning Tree Protocol 
- Multiple Spanning 

교육대상 

▪ 복잡한 시스코 IP 네트워크를 유지보수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을 향상시키고자 하시는 분 

▪ 네트워크 엔지니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 

▪ 네트워크 운용센터 기술지원 인력 

▪ 헬프데스크 기술 인력 

교육내용 

 
<Module 1> Tools and Methodologies of Troubleshooting 
 
<Module 2> Troubleshooting at SECHNIK Networking Ltd 
 
<Module 3> Troubleshooting at TINC Garbage Disposal Ltd 
 
<Module 4> Troubleshooting at PILE Forensic Accounting Ltd 
 
<Module 5> Troubleshooting at Bank of POLONA Ltd 
 
<Module 6> Troubleshooting at RADULKO Transport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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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BGP v4.0 (Configuring BGP on Cisco Routers) - CCIE 수준 

교육개요  

▪ 본 과정에서는 다음 내용을 제공한다.  

- 다중 도메인(AS) 네트웍 환경에서 AS 간 라우팅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BGP 설정, 관리, 및 장애처리 

능력  

- 다중 ISPs 가 필요한 네트워크에서 경로의 선택, BGP 프로세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되어 지는 BGP 

정책들의 구현 능력   

- 다중 연결이 필요한 네트웍에서 경로선택과정에 영향을 주는 BGP 속성들 이해와 구현능력 

- 고객네트웍에서 인터넷 연결시 사용되는 올바른 BGP 구현 능력  

- 다른 ISP(AS)들과의 AS 간 BGP 연결시 Service provider network 을 연결 통로(Transit-AS)로 동작시키기 위한 

BGP 구현 능력   

- Service provider network 에서 일반적인 BGP 의 확장성을 위한 쟁점들을 이해하고 이러한 쟁점들을 

해결방안으로 사용되는 route reflection 과 confederations 의 이해와 구현 능력  

- 전형적인 BGP 네트웍에서 활용 가능한 BGP Tool 사용과 BGP 라우팅 프로토콜의 확장성을 최적화 시킬 수 

있는 방안 

교육목표 

▪ BGP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구현 및 운용 능력을 학습할 수 있다. 

▪ BGP 프로토콜의 특징, CISCO IOS 상에서의 BGP 구현, 설정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 Hands-on Lab 을 통해 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교육기간  ▪ 5일(1일 7시간, 총 35시간) 

선수지식  ▪ CCNP 또는 동등한 지식 보유 

교육대상 

▪ 시스코 제품 및 인터네트워킹 산업의 신규 고객 및 기존 채널 파트너 

▪ 대규모 데이타를 이용한 네트웍을 구축하고 관리할 책임을 가진 네트웍 관리자 

▪ 네트웍 장비 설치자 

▪ CCIP 를 취득하려는 사람 - MPLS 네트워크 및 MPLS 테크놀로지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를 디자인하거나 계획 

또는 장애처리를 담당하는 엔지니어 

▪ CCIP 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교육내용 

 
Module 1: BGP Overview 
Module 2: BGP Transit Autonomous Systems 
Module 3: Route Selection Using Policy Controls 
Module 4: Route Selection Using Attributes 

Module 5: Customer-to-Provider Connectivity with BGP 
Module 6: Scaling Service Provider Networks 
Module 7: Optimizing BGP Scalability 
 
<BGP 개요> 

▪ BGP 소개 

▪ BGP Path Attribute 들의 소개 

▪ BGP Neighor 성립 단계 

▪ BGP 정보의 발생 

▪ BGP 라우팅 프로토콜의 설정 

▪ BGP 동작 확인과 문제 해결 

 
<BGP Transit Autonomous Systems> 
▪ Transit AS 의 의미 

▪ Transit AS 에서 IBGP 와 EBGP 

▪ Transit AS 에서의 패킷 전달 

▪ Transit AS 의 구현 

▪ Transit AS 에서 IBGP 확인과 문제 해결  

 
<라우팅 정책에 따른 경로 선택> 

▪ Multihomed BGP 네트워크의 의미 

▪ AS-Path Filters 구현 방안 

▪ Prefix-Lists 구현 방안 

▪ Outbound Route Filtering 사용 방법 

▪ Route-Maps 을 BGP Filters 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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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GP 정책의 적용 방법 

 
<BGP Path Attribute 을 사용한 경로 선택> 

▪ Weights 구현 방법 

▪ Local Preference 구현 방법 

▪ AS-Path Prepending 구현 방법 

▪ Multi-Exit Discriminators 구현 방법 

▪ BGP Communities 구현 방법 

 
<고객사 ISP 와의 BGP 연결> 

▪ 고객사와 연결시 고려 조건들 

▪ Static Route 을 이용한 고객사와 연결 

▪ 단일 ISP 와 다중 연결 방안 

▪ 여러 ISP 와 다중 연결 방안 

 
<Service Provider 네트워크 확장> 

▪ ISP 망 내부에서 IGP 와 BGP 역할 

▪ Route Reflectors 개요 

▪ Route Reflector 을 이용한 네트워크 디자인 

▪ Route Reflectors 설정과 확인 방안 

▪ Confederation 개요 

▪ Confederation 설정과 확인 방안 

 
<BGP 확장성 최적화> 

▪ BGP Convergence 최적화 

▪ BGP Neighbor 로부터의 BGP 정보 제한 

▪ BGP Route Dampening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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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MPLS v3.0 (Implementing Cisco MPLS) - CCIE 수준 

교육개요  

▪ 본 과정은 다음 내용을 제공한다. 

 - MPLS의 특성 학습 

 - MPLS Label을 할당하고 분배하는 방법 학습 

 - CISCO IOS 장비에서 Frame-mode MPLS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명령어 학습 

 - Frame-mode MPLS에서의 Routing과 Packet Forwarding 모델 학습 

 - MPLS VPN의 특징과 구성 요소 

 - MPLS VPN 구현, 모니터링, 문제해결 

 - MPLS VPN망과 Internet 연결 방안 학습 

 - MPLS TE의 구현 방법 학습 

교육목표 

▪ IP 네트워크를 통해 효율적으로 패킷을 전송하는 기술인 MPLS(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프토토콜을 

학습할 수 있다.  

▪ 대기업 백본 및 Service Provider망의 고도화를 위해 필수적인 MPLS 와 MPLS VPN, 그리고  

MPLS 망에서 traffic을 효율적으로 분산하기 위한 MPLS TE에 관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 

▪ CCIE lab 시험을 준비하는 수강생들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교육기간  ▪ 5일(1일 7시간, 총 35시간) 

선수지식  

▪ CCNA 소지 

▪ BSCI와 BGP 과정 선수강자 또는 동등의 지식 보유 

▪ QOS 과정 선수강(권장) 

교육대상 

▪ MPLS 네트워크 및 MPLS 테크놀로지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를 디자인하거나 계획 또는 장애처리를 담당하는 

엔지니어 

▪ CCIP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교육내용 

 
<Module 1> MPLS 개념 

▪ MPLS 개념 소개 

▪ MPLS Label 과 Label Stacks  

▪ MPLS Applications 분류 

 
<Module 2> Label Assignment와 Distribution 

▪ LDP Neighbors의 성립 

▪ Frame-Mode MPLS에서 Label Distribution 

▪ Frame-Mode MPLS에서 Convergence  

▪ Label Allocation, Distribution, Retention Modes 
 
<Module 3> Frame-Mode MPLS 구현 

▪ CEF Switching 소개  

▪ Frame-Mode MPLS 구현 

▪ Frame-Mode MPLS 동작 확인 

▪ Frame-Mode MPLS 문제 해결 

 
<Module 4> MPLS VPN 기술 

▪ VPN의 소개 

▪ VPN 분류  

▪ MPLS VPN의 구조 

▪ MPLS VPN에서의 라우팅 

▪ MPLS VPN Packet 전달 

 
<Module 5> MPLS VPN구현 

▪ MPLS VPN 소개 

▪ VRF Tables의 의미  

▪ Route distinguisher의 의미 

▪ Route Target의 의미 

▪ PE간 MP-BGP 연결 

▪ PE와 CE간 라우팅 프로토콜(OSPF, BGP) 

▪ MPLS VPN의 동작 및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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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 6> 복잡한 MPLS VPN 구현 

▪ Route Map과 연동되는 Route Target 

▪ Overlapping VPN의 구현  

▪ Central Services VPN의 구현 

▪ Managed CE Routers Service 구현 

 
<Module 7> MPLS VPN망과 인터넷 연결 

▪ MPLS VPN망과 인터넷 연결 방안 소개 

▪ MPLS VPN망과 분리된 인터넷 연결 

▪ 인터넷을 하나의 MPLS VPN으로 연동 

 
<Module 8> MPLS Traffic Engineering 소개 

▪ TE의 개념 

▪ MPLS TE의 구성 요소들 

▪ MPLS TE 구현 방법 

▪ MPLS TE 동작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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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QoS v2.5 (Implementing Cisco Quality of Service) - CCIE 수준 

교육개요  

▪ 본 과정은 Cisco 라우터와 스위치에서 사용되는 IP QoS 에 관한 내용들을 제공한다. 

▪ Differentiated Services (DiffServ), Integrated Services (IntServ) 그리고 Best Effort (over provisioning)의 

개념뿐만 아니라 IP QoS 이론, QoS 설계시 고려 사항 그리고 다양한 QoS 설정 방법들을 제공한다. 

▪ 다양한 Case Studies 와 Lab 을 통해 실제 망과 유사한 상황에서의 QoS 적용 방법을 제공한다. 

교육목표 

▪ 데이터, 보이스, 비디오 트래픽을 수용하는 통합된 IP 네트워크에서의 QoS 적용과 관리방법들을 학습할 수 

있다. 

▪ 통합 IP 네트워크에서 QoS 의 여러가지 방법들을 비교 설명하고, 그 방법들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 QoS 

메카니즘 이해할 수 있다. 

▪ Cisco QoS Queuing 기법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혼잡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 설명할 수 있다. 

▪ Cisco QoS Traffic Policing 과 Traffic Shaping 기법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트래픽을 제한하는 방법 설명할 수 

있다. 

▪ Cisco QoS Link Efficiency 기법을 사용하여 낮은 대역의 WAN 링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설명할 수 

있다. 

▪ ISP 나 Enterprise 네트워크에서 QoS 를 설계하고 적용하는 방법 설명할 수 있다. 

교육기간  ▪ 5일(1일 7시간, 총 35시간) 

선수지식  ▪ CCNA 소지자 또는 동등의 지식 보유 

교육대상 

▪ 시스코 제품 및 인터네트워킹 산업의 신규 고객 및 기존 채널 파트너 

▪ 음성, 화상, 데이타를 통합한 네트웍을 구축하고 관리할 책임을 가진 네트웍 관리자 

▪ CCIP, CCVP 를 취득하고자 하는 분 

교육내용 

 
<Module 1> Introduction to IP QoS  
▪ QoS 의 필요성과 설정 tool 

 
<Module 2> The Building Blocks of IP QoS  
▪ QoS 의 모델 비교(Best-Effort, DiffServ, InterServ) 

▪ QoS 메카니즘 이해 

 
<Module 3> Introduction to Modular QoS CLI and Auto-QoS  
▪ MQC 의 구성요소와 적용 방법 

▪ AutoQos VoIP 이해 

▪ AutoQos Enterprise 이해 

 
<Module 4> Classification and Marking 
▪ Layer 2에서의 Classification & Marking 

▪ Layer 3에서의 Classification & Marking 

▪ MQC 를 사용하여 classification 하기 

▪ MQC 를 사용하여 marking 하기 

▪ NBAR 를 사용하여 classificaiton 하기 

▪ VPNs feature 를 위한 QoS 설정 

▪ QoS 와 BGP 간의 상호 작용 이해 

▪ 시스코 catalyst 스위치에서의 classification & Marking 

 
<Module 5> Congestion Management  
▪ Queuing 의 이해 

▪ FIFO, WFQ, CBWFQ, LLQ 의 설정과 확인 

▪ LAN 혼잡 관리(congestion management) 설정과 확인 

 

<Module 6> Congestion Avoidance  
▪ 혼잡 회피(congestion avoidance)의 이해 

▪ RED, CBWRED, ECN 의 설정과 확인 

 
<Module 7> Traffic Policing and Shaping 
▪ Class-Based policing 설정과 확인 

▪ Class-Based shaping 설정과 확인 

▪ Frame Relay 인터페이스에서의 CB shaping 설정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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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VATS(Voice Adaptive Traffic Shaping 과 Fragmentation)의 이해 

 
<Module 8> Link Efficiency Mechanisms  
▪ Link Efficiency 메카니즘 이해 (L2 payload 압축, header 압축 등) 

▪ Class-Based header 압축 설정 

▪ LFI(Link Fragmentation 과 Interleaving) 설정 

 
<Module 9> QoS Best Practices 
 
[Lab Guide] 
Lab 2-1. QoS Lab 설정과 장비 초기화 

Lab 2-2. 기본적인 QoS 확인 

Lab 3-1. AutoQoS 를 이용한 QoS 설정 

Lab 4-1. MQC 를 이용한 classification 과 marking 설정 

Lab 4-2. NBAR 를 이용한 classification 설정 

Lab 4-3. VPNs features 를 위한 QoS 설정(QoS preclassify) 

Lab 4-4. LAN 기반의 Packet classificaiton 과 marking  

Lab 5-1. 기본 Queuing 설정 

Lab 5-2. LLQ(Low-Latency Queuing) 설정 

Lab 5-3. 시스코 Catalyst 스위치에서 Queuing 설정하기 

Lab 6-1. DSCP 기반의 WRED 설정 

Lab 7-1. Class 기반의 policing 설정 

Lab 7-2. Class 기반의 shaping 설정 

Lab 8-1. Class 기반의 Header 압축(compression) 설정 

Lab 8-2. LFI(Link Fragmentation and Interleaving)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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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IP6FD v3.0 (IPv6 Fundamentals, Design and Deployment) - CCIE 수준 

교육개요  
▪ 본 과정은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 IPv6에 대한 진화된 기술정보와 훈련을 제공한다. 

▪ 해당 과정을 통해 IPv6 프로토콜과 IPv6 전환 메커니즘을 IOS 기반 장비에서 설정하는 방법들을 학습한다. 

교육목표 

▪ IPv6 프로토콜 헤더구조와 그것을 사용 가능하게 하는 요소를 학습할 수 있다. 

▪ 진화된 IPv6 개념과 사용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 IPv6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다. 

▪ IPv6 보안 위협과 디자인 사례들을 설명할 수 있다. 

▪ Mobile IPv4와 Mobile IPv6와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교육기간  ▪ 5일(1일 7시간, 총 35시간) 

선수지식  

▪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능력 

▪ PL 하드웨어 설정 지식 

▪ 네트워킹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교육대상 ▪ 선수지식에 맞는 분 

교육내용 

 
<Module 1> Introduction to IPv6  

 
<Module 2> IPv6 Operation  
 
<Module 3> Advanced IPv6 Topics  
 
<Module 4> Describing IPv6-Enabled Routing Protocols  
 
<Module 5> Using IPv6 Services  
 
<Module 6> IPv6 Transition Mechanisms  
 
<Module 7> Discussing Security Issues in IPv6  
 
<Module 8> Mobile IP Model  
 
<Module 9> Deploying IP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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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MCAST v2.0 (Implementing Cisco Multicast) - CCIE 수준 

교육개요  

▪ 본 과정은 다음 내용을 제공한다. 

- IP 네트워크상에서 영상 정보 처리를 위한 다양한 이론 정립과 실제 구축을 통한 운영 능력을 배양한다. 

- IP 네트워크상에서 Windows Media Server 을 이용하여 Unicast 을 사용하는 인터넷 방송 구현 

- IP 멀티 캐스트 개론 

- IGMP 프로토콜 

- PIM Dense Mode 프로토콜에 대한 개념 파악 및 설정, 모니터링, 문제 해결 

- PIM Sparse Mode 프로토콜 개념 파악 및 설정, 모니터링, 문제 해결 

-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의 IP 멀티캐스트 구축 및 모니터링, 문제 해결 

- IP 멀티캐스트 구현 환경에서 Windows Media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방송 환경 구축(녹화 방송과 생방송 

상황 구현) 

- 녹화 방송 상태와 생방송 상태에서 각 장비별 멀티캐스트 관련 정보 확인 및 스니퍼 프로그램을 이용한 

Packet 분석 

교육목표 

▪ IPTV 의 핵심 기술로 IP Multicast 기술인 IGMP, PIM, MSDP 에 대한 이론 정립과 프로토콜 구현을 할 수 있다. 

▪ 멀티캐스트를 활용한 고가용성, 보안등을 인터넷 IPTV 방송망에 구축하고 최적화 할 수 있다. 

▪ 인터넷 멀티캐스트 방송 환경을 실무에 적용하는 직접적인 운용 능력을 학습할 수 있다. 

교육기간  ▪ 5일(1일 7시간, 총 35시간) 

선수지식  ▪ CCNP 또는 동등한 지식 보유 

교육대상 

▪ 시스코 제품 및 인터네트워킹 산업의 신규 고객 및 기존 채널 파트너 

▪ 중규모 이상 멀티 미디어 데이터를 이용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리할 책임을 가진 네트워크 관리자 

▪ 네트워크 장비 설치자 

교육내용 

 
<IP Multicast 개요> 

▪ IP Multicast 장점과 단점 

▪ IP Multicast 의 동작 원리 

 
<IP Multicast 의 응용 범위들> 

 
<IP Multicast 의 기본 모델> 

 
<IP Multicast Distribution Tree> 

 
<IP Multicast 프로토콜의 종류들> 

 
<IP Multicast 라우팅 프로토콜의 종류들> 

 
<IP Multicast 주소> 

 
<Multicast 정보의 알림 방법 - Directory Service> 

 
<Multicast 기능> 

▪ RPF Check 
▪ Scoping 
 
<Internet Group Management Protocol> 
▪ IGMP v1 
▪ IGMP v2 
 

<0IGMP v3> 
 
<Multicast 의 MAC 게층 주소> 

 
<Multicast 와 Switch 기능> 

▪ CGMP 
▪ IGMP Snooping 
▪ RGMP(Router Port Group Management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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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 Dense Mode> 
▪ Neighbor Discovery 
▪ Dense Mode 에서 Distribution Tree 의 상태 

▪ PIM Dense Mode 의 구현과 확인 방법 

 
<PIM Sparse Mode> 
▪ Sparse Mode 의 동작 

▪ Neighbor Discovery 
▪ Sparse Mode 에서 Shared Distribution Tree 의 상태 

▪ PIM Sparse Mode 의 구현과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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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DESGN v3.0 (Designing for Cisco Internetwork Solutions) - CCDA 대비 

교육개요  

▪ 본 과정은 다음 내용을 제공한다.  

 - 네트워크 디자인 방법론 제시 

 - 네트워크 디자인의 필요성과 목표 

 - 캠퍼스 네트워크 디자인 구조와 방법론 

 - 기업 네트워크 디자인 구조와 방법론 

 - 라우팅 방법론과 인터넷과의 연동 방안 

 - QoS, Wireless, Video 을 포괄하기 위한 기업 네트워크 확장 방안  

 - 네트워크 IPv4/IPv6주소 계획 디자인 

 - SDN 기본 이론 

교육목표 

▪ 네트워크 디자인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다. 

▪ 네트워크 디자인의 필요성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 기업 네트워크 디자인 구조와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다. 

▪ 계층적 모듈식 방법을 가진 기업 네트웍 디자인 

▪ 기업 WAN 네트웍 디자인을 할 수 있다.  

▪ 네트웍 주소 계획 디자인을 할 수 있다. 

교육기간  ▪ 5일(1일 7시간, 총 35시간) 

선수지식  ▪ CCNA 소지 또는 동등의 지식 보유 

교육대상 

▪ 인터네트워킹 및 Cisco 제품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시스템 기술자 및 네트워크 설계자 

▪ 중, 소규모 데이타를 이용한 네트웍을 디자인하고 컨설팅할 책임을 가진 네트웍 관리자 

▪ CCDA 자격 취득 준비자 

교육내용 

 
<Module 1> Applying a Methodology to Network Design 
 
<Module 2> Structuring and Modularizing the Network 
 
<Module 3> Designing Basic Campus-Switched Networks 
 
<Module 4> Designing an Enterprise WAN 
 
<Module 5> Designing IP Addressing for the Network 
 
<Module 6> Selecting Routing Protocols for a Network 
 
<Module 7> Evaluating Security Solutions for the Network 
 
<Module 8> Designing Networks for Voice Transport 
 
<Module 9> Applying Basic Network Management Design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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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ARCH v3.0 (Designing Cisco Network Service Architectures) - CCDP 대비 

교육개요  

▪ 본 과정은 효과적인 작업 능력과 확장성, 가용성을 갖춘 네트워크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디자인 방법을 제공한다. 

▪ 해당 과정에서는 오늘날 주요 정책 과제로 대두되는 사항들에 대한 네트워크 솔루션 제시한다. 

교육목표 

▪ 주요 기업의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과 프로토콜에 대한 네트워크 해결책들을 지원하는 지능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다. 

▪ 특정 기업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때 효율적인 기능, 성능, 확장성, 그리고 가용성 제공 할 수 있다. 

▪ 네트워크 관리, 높은 가용성, 보안, QoS, IPv6, 멀티캐스트 등 특정 기업망의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가진 

디자인 방법론을 제시 할 수 있다. 

교육기간  ▪ 5일(1일 7시간, 총 35시간) 

선수지식  ▪ CCNA, CCDA, CCNP 소지 또는 동등의 지식 보유, CCDA 선수강 또는 동등의 지식 보유 

교육대상 

▪ 시스코 제품 및 인터네트워킹 산업의 신규 고객 및 기존 채널 파트너 

▪ 대규모 데이터를 이용한 네트워크를 디자인하고 컨설팅할 책임을 가진 네트워크 관리자 

▪ CCDP 를 취득하려는 사람 

교육내용 

 

<Module 1> Introducing Cisco Network Service Architectures  
 
<Module 2> Designing Enterprise Campus Networks  
 
<Module 3> Designing Enterprise Edge Connectivity  
 
<Module 4> Designing Network Management Solutions  
 
<Module 5> Designing High Availability Solutions  
 
<Module 6> Designing Security Solutions  
 
<Module 7> Designing QoS Solutions  
 
<Module 8> Designing IP Multicast Solutions  
 
<Module 9> Designing Virtual Private Networks  

 
<Module 10> Designing Enterprise Wireless Networks  
 
<Module 11> Designing IP Telephony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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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공인 고급과정 

[Data Center] 

교육명 DCNX7K v3.1 (Configuring Cisco Nexus 7000 Switches) - CCIE 수준 

교육개요  

▪ 시스코 넥서스 7000 시리즈 스위치를 설치 및 구현하는 엔지니어를 위한 과정이다. 

▪ 시스코 넥서스 7000 스위치 플랫폼을 설정, 관리, 문제해결하기 위해 알아야 할 주요 요소와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 CCIE Data Center 자격증 준비를 위한 과정이다. 

교육목표 

▪ Cisco Nexus 7000 시리즈 스위치의 아키텍처, 기능, 배치 모델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하드웨어 아키텍처 설명, 하드웨어 설치 수행, 장비 관리 기능 설정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명, Cisco Nexus 7000 시리즈 스위치 기능 설정 및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교육기간  ▪ 5일(1일 7시간, 총 35시간) 

선수지식  

▪ 네트워킹 프로토콜, 라우팅, 스위칭에 대한 이해  

▪ CCNA 자격 보유 추천  

▪ CCNP R&S(Routing and Switching) 혹은 CCNP SP(Service Provider) 

교육대상 
▪ 네트워크 엔지니어와 시스템 엔지니어 

▪ 네트워크 설계자, 네트워크 관리자, 네트워크 관리자 

교육내용 

 
<Module 1> Cisco Nexus 7000 Series Switches  
 
<Module 2> Cisco Nexus 7000 Series Switch Hardware 
 
<Module 3> Cisco Nexus 2000 Series Fabric Extender 
 
<Module 4> Cisco NX-OS Software 
 
<Module 5> Cisco Nexus 7000 Series Switch Administration, Management and Troubleshooting 
 
<Module 6> Virtual Device Contexts (VDC) on Cisco Nexus 7000 Series Switches 
 
<Module 7> Layer 2 Switching Features on Cisco nexus 7000 Series Switches 
 
<Module 8> Port Channels and Virtual Port Channels on Cisco Nexus 7000 Series Switches 
 
<Module 9> Cisco FabricPath on Cisco Nexus 7000 Series Switches 
 
<Module 10> Layer 3 Switching Features on Cisco Nexus 7000 Series Switches 
 
<Module 11> MPLS on Cisco Nexus 7000 Series Switches 
 
<Module 12> Cisco OTV on Cisco Nexus 7000 Series Switches 
 
<Module 13> VXLAN on Cisco Nexus 7000 Series Switches 
 
<Module 14> LISP on Cisco Nexus 7000 Series Switches 
 
<Module 15> FCoE on Cisco Nexus 7000 Series Switches 
 
<Module 16> Security Features on Cisco Nexus 7000 Series Switches 

 
<Module 17> QoS on Cisco Nexus 7000 Series Switches  
 
<Module 18> Cisco ITD and RISE on Cisco Nexus 7000 Series Switches 
 
<Module 19> Cisco NX-API and Python on Cisco Nexus 7000 Series Switches 
 
L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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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co Nexus 7000 Platform Discovery  
▪ Configuring User Management  
▪ Configuring System Management  
▪ Configuring Troubleshooting Features  

▪ Configuring Layer 2 Switching  
▪ Configuring vPC  
▪ Configuring Cisco FabricPath  
▪ Troubleshooting vPCs and Cisco FabricPath  
▪ Configuring Layer 3 Switching  
▪ Configuring FHRP (Optional)  
▪ Configuring MPLS  
▪ Configuring Cisco OTV  
▪ Implementing VXLAN Bridging on the Nexus 7000  
▪ Configuring LISP  
▪ Configuring FCoE  
▪ Configuring Security Features (Optional)  
▪ Configuring QoS (Optional)  
▪ Using Cisco Nexus 7000 Series Switch NX-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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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DCINX9K v2.0 (Introducing Cisco Nexus 9000 Switches in NX-OS Mode) - CCNP 수준 

교육개요  
▪ 본 과정은 2일짜리 NX-OS 모드에서의 Nexus 9000 장비 설정 과정 

▪ NX-OS CLI, Python scripts, bash shell, NX-API, OpenFlow 등을 이용한 N9K 장비 설정과 관리방법을 학습 

교육목표 

▪ Nexus 9000 하드웨어 구성 이해 

▪ NX-OS 에서 사용 가능한 feature 학습 

▪ Nexus 9000에서 사용 가능한 programmability, automation, management feature 학습 

▪ Nexus 9000에 Cisco ACI fabric mode 적용시 장점 이해 

교육기간  ▪ 2일(1일 7시간, 총 14시간) 

선수지식  

▪ 네트워킹 프로토콜, 라우팅, 스위칭에 대한 이해 

▪ CCNA 자격 보유 추천 

▪ CCNP R&S(Routing and Switching) 

교육대상 
▪ 데이터 센터 엔지니어, 데이터 센터 관리자, 시스템 엔지니어 

▪ 데이터 센터 관리자, 네트워크 엔지니어, 컨설팅 시스템 엔지니어 

교육내용 

  
<Module 1> Describing the Cisco Nexus 9000 Series NX-OS Mode Solution 

 
<Module 2> Describing Cisco Nexus 9000 Series Hardware 
 
<Module 3> Describing Cisco Nexus 9000 Series Hardware Architecture 
 
<Module 4> Describing Cisco Nexus Operating System 
 
<Module 5> Configuring VXLAN on Cisco Nexus 9000 Series Switches 
 
<Module 6> Describing Network Programmability and Automation 
 
<Module 7> Describing Topology Options for Cisco Nexus 9000 Series Switches 
 
<Module 8> Describing the Cisco ACI Fabric 
 
Labs 
Lab 1: Configure Initial Settings on the Cisco Nexus 9000 Series Switches 
Lab 2: Configure VXLAN 
Lab 3: Configure NX-API 
Lab 4: Execute Python Scripts on the Local Switch 
Lab 5: Execute Python Scripts on Remote Switches 
Lab 6: Execute Python Through a Web Interface 
Lab 7: Deploy a Patch Using Ch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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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DCUCI v5.0 (Cisco Data Center Unified Computing Support Specialist) - CCNP 대비 

교육개요  ▪ 데이터 센터를 가상화 하기 위한 조건과 설치, 운영, 관리, 문제해결에 대한 내용들 학습과 실천 

교육목표 
▪ 가상화된 데이터 센터 설치할 수 있다. 

▪ 데이터 센터 가상화 운영 설정, 관리, 문제해결할 수 있다. 

교육기간  ▪ 5일(1일 7시간, 총 35시간) 

선수지식  ▪ 기본적인 네트워크와 서버에 관한 지식 소유자 

교육대상 
▪ 데이터 센터 운영자 

▪ 가상화 솔루션 엔지니어 

교육내용 

 
<Module 1> Understanding the Benefits of the 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  
 
<Module 2> Understanding the 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  
 
<Module 4> Understanding the Cisco UCS Manager  
 
<Module 5> Establishing Compute Node Connectivity  
 
<Module 6> Implementation of Server Resources  
 
<Module 7> Maintaining a 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  
 
<Module 8> 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 Deployments  
 
<Module 9> Networks in a Virtual Server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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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less] 
교육명 WIFUND v1.0 (Implementing Cisco Wireless Networking Fundamentals) - CCNA 대비 

교육개요  

▪ 본 과정은 CCNA Wireless 자격증 취득과 Wirless 영역의 Specialized 자격의 기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과정으로 개발되어 시스코 무선 네트워크의 구현 영역인 SMB 와 Enterprise 무선 환경에서 무선 네트워크를 

디자인, 설치, 운용, 모니터하고 기본적인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정보 습득과 임무들을 학습한다. 

교육목표 

▪ 무선 통신(RF) 이론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 무선랜 보안 모델과 단말의 접근 방식을 이해할수 있다. 

▪ AireOS 또는 IOS-XE 무선랜 컨트롤러를 이용한 중앙집중식 무선 네트워크워를 구현할 수 있다. 

▪ IOS-XE Converged 스위치와 무선랜 컨트롤러를 이용한 Converged 무선네트워크를 구현할 수 있다. 

▪ FlexConnect, Autonomous, Cloud 구조를 이용한 소규모/지사 무선 네트워크를 구현할 수 있다 

▪ 무선 네트워크의 유지 보수 및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한다. 

▪ 무선랜 디자인시 필요한 요소를 이해할 수 있다. 

교육기간  ▪ 5 일(1 일 7 시간, 총 35 시간) 

선수지식  ▪ CCNA 자격증 취득자 또는 동등한 능력 보유자 

교육대상 ▪ 무선랜 관리자 

교육내용 

 
<Module 1> 무선 통신 기술 

▪ 무선 통신의 요소와 토폴로지 

▪ RF 이론 

▪ 안테나 이론 

▪ 주파수대역 확산이론 

▪ 무선 전송 매체 

▪ 무선 전파법과 802.11b/g/a/n/ac 특징 

 
<Module 2> 무선 보안 

▪ 무선 보안 요소 

▪ 802.11 보안 

▪ 802.1X/EAP 구조 

▪ EAP 인증, WPA, WPA2 보안 

▪ 게스트 접근 허용 방안 

▪ OS 별 무선랜 연결 방안 / 스마트폰 연결 방안 

 
<Module 3> 시스코 무선 네트워크 구조 

▪ 시스코 무선 네트워크 배치 방안 

▪ One Management / One Policy 정의 

▪ 시스코 One Network 의 정의 

▪ 모바일 구조의 개념 

▪ 무선 상태와 성능 최적화 방안 

▪ 무선랜을 위한 L2 요소 

▪ 무선랜 환경을 관리 운용하기 위한 절차 

 
<Module 4> 중앙집중형 무선 네트워크 구현 

▪ 무선랜 컨트롤러의 초기화 및 용어 및 관리 설정 

▪ Acess Point 초기화 

▪ WLC 추가 기능들 

▪ 무선랜에서 IPv6 구현 

▪ 무선랜에서 Roaming 구현 

 
<Module 5> 융합 무선 네트워크 구현 

▪ Converged WCM 초기화 

▪ AP 연결 방식 

▪ 추가 무선 기능 

▪ Converged 환경에서의 Remaining 

 
<Module 6> 소규모/지사 무선 네트워크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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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exConnect 구조 소개 

▪ 단독형 구조 소개 

▪ 클라우드 구조 소개 

 

<Module 7> 무선랜 유지 보수와 문제 해결 

▪ 무선랜 유지 보수 의미 

▪ 무선 네트워크 문제 해결 도구 

▪ 문제 해결 방안 

 
<Module 8> 무선랜 디자인 

▪ 무선랜 디자인 절차 

▪ 무선랜 사이트 서베이(site Survey)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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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교육명 IINS v3.0 (Implementing Cisco IOS Network Security) - CCNA 대비 

교육개요  

▪ 포괄적인 보안정책의 필요성과 그것이 어떻게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 시스코 라우터와 스위치상에서 웹 베이스의 GUIs(Cisco Router and Security Devices-SDM)와 command line 

interface (CLI)를 사용하여 소규모 지사 타입의 오피스 네트워크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목표 

▪ 정보 보안에 대적하는 위협들에 맞서기 위한 폭넓은 네트워크 보안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 

▪ 시스코 IOS 소프트웨어 보안 기능들을 가지고 네트워크 경계선 (network perimeter )상의 라우터를 설정할 수 

있다. 

▪ 네트워크 상의 기본적인 보안 운용을 위한 Cisco IOS zone based 의 firewall 설정을 할 수 있다. 

▪ Cisco IOS 기능을 사용하여 site 간 VPN 설정할 수 있다. 

▪ 시스코 네트워크 라우터 상에서의 IPS 설정할 수 있다. 

▪ Access 를 control 하고 공격에 대항하고, 다른 네트워크 장비와 시스템을 보호하고 트래픽의 무결성과 

기밀성을 보호하는 LAN 장치를 설정할 수 있다. 

교육기간  ▪ 5일(1일 7시간, 총 35시간) 

선수지식  ▪ ICND(Interconnecting Cisco Networking Devices)Part 1과 동등한 기능과 지식 

교육대상 

▪ 고객 

▪ 채널파트너 

▪ 리셀러 

교육내용 

 
<Module 1> Introduction to Network Security Principles  
▪ Network Security Fundamentals  
▪ Attack Methodologies  
▪ Operations Security  
▪ Cisco Self-Defending Networks  
 
<Module 2> Perimeter Security  
▪ Administrative Access to Cisco Routers  
▪ Cisco SDM  
▪ AAA on a Cisco Router Using the Local Database and on Secure ACS  
▪ Secure Management/Reporting  
▪ Locking Down the Router  
 
<Module 3> Network Security Using Cisco IOS Firewalls  
▪ Firewall Technologies  
▪ Static Packet Filters Using ACLs  
▪ Cisco IOS Zone-Based Policy Firewall  
 
<Module 4> Site-to-Site VPNs  
▪ Cryptographic Services  
▪ Symmetric Encryption  
▪ Examining Cryptographic Hashes and Digital Signatures  
▪ Asymmetric Encryption and PKI  
▪ IPsec Fundamentals  
▪ Site-to-Site IPsec VPN  
▪ IPsec on a Site-to-Site VPN Using Cisco SDM  
 
<Module 5> Network Security Using Cisco IOS IPS  
▪ IPS Technologies, Cisco IOS IPS Using Cisco SDM  
 
<Module 6> LAN, SAN, Voice, and Endpoint Security Overview  
▪ Endpoint Security  
▪ SAN Security  
▪ Voice Security  
▪ Layer 2 Att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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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SISAS v1.0 (Implementing Cisco Secure Access Solutions) - CCNP 수준 

교육개요  

▪ 본 과정은 시스코 보안 액세스 솔루션 (SISAS) 1.0으로 시스코 공인 네트워크 보안 전문가 (CCNP SECURITY) 

인증 과정 중 하나로서 시스코 아이덴티티 서비스 엔진 및 802.1X 보안 네트워크 액세스를 배치 할 수 있는 

지식과 실무 경험을 보안 엔지니어가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시스코 ISE appliance product solution 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보안 액세스를 관리하고 구현하는 기초지식과 

능력을 제공한다. 

▪ 외부의 위협을 완화하는 다앙한 고급 시스코 보안 솔루션을 구성하고 네트워크에 연동된 디바이스를 

안전하게 하는 실무지식을 학습 한다. 

▪ 시스코 ISE 어플라이언스 기능을 사용하여 IT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운영 지원 ID 

및 네트워크 액세스 제어를 학습 한다. 

교육목표 

▪ Cisco ASA 5500-X Series Next-Generation Firewalls 의 핵심이 되는 특징을 설명 할 수 있다. 

▪ Cisco ASA 를 연결하고 구현 방법을 설명 할 수 있다. 

▪ Cisco ASA 네트워크을 통합 구축 할 수 있다. 

▪ 기본적인 Cisco ASA policy controls 를 설명하고 구현할 수 있다. 

▪ Cisco ASA common VPN 구성요소를 설명 할 수 있다. 

▪ Cisco ASA clientless VPN 솔루션을 설명하고 구현 할 수 있다. 

▪ Cisco ASA and Cisco AnyConnect full tunnel VPN 솔루션을 설명하고 구현 할 수 있다. 

교육기간  ▪ 5일(1일 7시간, 총 35시간) 

선수지식  
▪ 기본적인 IP 네트워킹 지식  

▪ 시스코 ASA 와 관련된 기본지식 

교육대상 ▪ Cisco ASA 9.x 구현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엔지니어 

교육내용 

 
Threat Mitigation Through Identify Services 
- Identify Services 
- 802.1X and EAP 
- Identify System Quick Start 
 
Cisco ISE Fundamentals 
- Cisco ISE Overview 
- Cisco ISE PKI 
- Cisco ISE Authentication 
- Cisco ISE External Authentication 

 
Advanced Access Control 
- Certificate-Based User Authentication 
- Authorization 
- Cisco TrustSec and MACsec 
 
Web Authentication and Guest Access 
- Deploying WebAuth 
- Deploying Guest Service 
 
Endpoint Access Control Enhancements 
- Deploying Posture Service 
- Deploying Profiler Service 
- Implementing BYOD 
 
Access Control Troubleshooting 
- Troubleshooting Network Access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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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SENSS v1.0 (Implementing Cisco Edge Network Security Solutions) - CCNP 수준 

교육개요  

▪ 시스코 공인 네트워크 전문가 보안 (CCNP Security) 인증 과정이다. 

▪ 시스코 라우터, 시스코 ASA 방화벽, 시스코 스위치를 이용하여 보안 엔지니어가 Cisco perimeter edge security 

solution 을 설정할 수 있는 지식과 실무경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과정이다. 

▪ 시스코 ASA 방화벽, 방화벽 기능의 시스코 라우터, 시스코 스위치 상에서 보안을 구현하고 관리하는 기초 

지식과 능력 제공한다. 

▪ 외부의 위협을 경감시키고 네트워크 영역을 안전하게 하는 다양한 Perimeter security 솔루션을 구성한다. 

▪ 시스코 스위치, 시스코 ASA 및 라우터 보안 어플라이언스 기능을 사용하여 IT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에 

가해지는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제품에 대한 상세한 운영지원 설명을 제공한다. 

교육목표 

▪ 현재 보안 위협 환경 이해할 수 있다. 

▪ Cisco modular Network Security Architectures such as SecureX and TrustSec 를 이해 및 구현할 수 있다. 

▪ Cisco Infrastructure management and control plane security controls 구축할 수 있다. 

▪ Cisco layer 2 and layer 3 data plane security controls 설정할 수 있다. 

▪ Cisco ASA Network Address Translations (NAT) 구현 및 관리할 수 있다. 

▪ Cisco IOS Software Network Address Translations (NAT) 구현 및 관리할 수 있다. 

▪ 접근 정책과 검사에 기반한 응용 및 독자성을 이용하여 Cisoco ASA 에 관한 Cisco Threat Defense solutions 

디자인 및 구축 할 수 있다. 

▪ Botnet Traffic Filters 를 구현할 수 있다. 

▪ Cisco IOS Zone-Based Policy Firewalls (ZBFW) 를 구축 할 수 있다. 

▪ Cisco IOS ZBFW Application Inspection Policy 를 설정 할 수 있다. 

교육기간  ▪ 5일(1일 7시간, 총 35시간) 

선수지식  

▪ CCNA 자격증 

▪ CCNA Security 자격증  

▪ MS Windows 운용 시스템 지식 

교육대상 ▪ 네트워크 보안 엔지니어 

교육내용 

 
Secure Design Principles  
-Network Security Zoning 
-Cisco Modular Network Architecture 
-Cisco SecureX Architecture 
-Cisco TrustSec Solution 
 
Network Infrastructure Protection Deployment 
-Introducing Cisco Network Infrastructure Protection 
-Deploying Cisco IOS Control Plane Security Controls 
-Deploying Cisco IOS Management Plane Security Controls 
-Deploying Cisco IOS ASA Management Plane Security Controls 
-Deploying Cisco Traffic Telemetry Methods 
-Deploying Cisco IOS Layer 2 Data Plane Security Controls 
-Deploying Cisco Layer 3 Data Plane Security Controls 
 
NAT Deploying on Cisco IOS Software and Cisco ASA 
-Introducing Network Address Translation 
-Deploying Cisco ASA Network Address Translation 
-Deploying Cisco IOS Software Network Address Translation 
 
Threat Controls Deployment on Cisco ASA  
-Introducing Cisco Firewall Threat Controls 
-Deploying Basic Cisco ASA Access Policies 
-Deploying Advanced Cisco ASA Access Policies 
-Deploying Reputation-Based Cisco ASA Access Policies 
 
Threat Controls Deployment on Cisco IOS Software 
-Deploying Basic Cisco IOS Zone-Based Policy Firewall Access Policies 
-Deploying Advanced Cisco IOS Zone-Based Policy Firewall Access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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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SIMOS v1.0 (Implementing Cisco Secure Mobility Solutions) - CCNP 수준 

교육개요  

▪ 시스코 공인 네트워크 전문가 보안 (CCNP Security) 인증 과정이다. 

▪ 네트워크 보안 엔지니어들이 시스코 VPN 솔루션을 구현하고 관리함으로써 인터넷과 같은 공개 또는 공유 

인프라를 통과하는 데이터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준비하도록 설계한다. 

▪ 시스코 ASA 적응형 보안 어플라이언스 및 Cisco IOS 라우터를 사용하여 원격 액세스 및 사이트 간 VPN 

솔루션 구성 및 문제를 해결한다. 

교육목표 

▪ 여러 암호화 알고리즘과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VPN 보안을 제공하는 다양한 VPN 기술과 배치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Implement and maintain Cisco site-to-site VPN 솔류션을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다. 

▪ point-to-point, hub-and-spoke, spoke-to-spoke 환경의 IPsec VPN 에서 Cisco FlexVPN 을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다. 

▪ Cisco clientless SSL VPN 을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다. 

▪ Cisco AnyConnect SSL 과 IPsec VPN 을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다. 

▪ endpoint 보안기술과 dynamic access policies (DAP)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다. 

교육기간  ▪ 5일(1일 7시간, 총 35시간) 

선수지식  

▪ CCNA 자격증 

▪ CCNA Security 자격증 

▪ MS Windows 운용 시스템 지식 

교육대상 ▪ 네트워크 보안 엔지니어 

교육내용 

 
Fundamentals of VPN Technologies and Cryptography 
- The Role of VPNs in Network Security 
- VPNs and Cryptography 
 
Deploying Secure Site-to-Site Connectivity Solutions 
- Introducing Cisco Secure Sit-to-Site Connective Solution 
- Deploying Point-to-Point VPNs on the Cisco ASA 
- Deploying Cisco IOS VTI-Based Point-to-Point IPsec VPNs 
- Deploying Cisco IOS DMVPNs 
 
Deploying Cisco IOS Site-to-Site FlexVPN Solutions 
- Introducing Cisco FlexVPN Solution 

- Deploying Point-to-Point IPsec VPNs Using Cisco IOS Flex VPN 
- Deploying Hub-and-Spoke IPsec VPNs Using Cisco IOS FlexVPN 
- Deploying Spoke-to-Spoke IPsec VPNs Using Cisco IOS FlexVPN 
 
Deploying Clientless SSL VPNs 
- Clientless SSL VPN Overview 
- Deploying Basic Cisco Clientless SSL VPN on Cisco ASA 
- Deploying Application Access in Cisco ASA Clientless SSL VPN 
- Deploying Advanced Authentication and Authorization in Clientless SSL VPN 
 
Deploying Cisco AnyConnect VPNs 
- Deploying Basic Cisco AnyConnect SSL VPN on Cisco ASA 
- Deploying Advanced Cisco AnyConnect SSL VPN on Cisco ASA 
- Deploying Advanced Authentication and Authorization in Cisco AnyConnect VPNs  
- Deploying Cisco AnyConnect IPSec/IKEv2 VPNs 
 
Endpoint Security and Dynamic Access Policies 

- Implementing Host Scan 
- Implementing DAP for SSL V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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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SITCS v1.5 (Implementing Cisco Threat Control Solutions) - CCNP 수준 

교육개요  

▪ 시스코 공인 네트워크 전문가 보안 (CCNP Security) 인증 과정이다. 

▪ 보안 엔지니어들이 웹 보안, 이메일 보안 및 클라우드 웹 보안 뿐만 아니라 시스코의 차세대 방화벽 

(NGFW)를 배치할 수 있는 지식과 실무 경험을 준비하도록 설계한다. 

▪ Identity 정책을 관리 하기 위한 시스코 Prime Security Manager 를 통합하는 시스코 차세대 제품 솔루션을 

활용하여 방화벽 상에서 보안을 구현하고 관리하는 기초지식과 능력을 제공한다. 

▪ 수강자는 외부의 위협을 완화하고 트래픽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사전 시스코 보안 솔루션을 

구성하는 실무 경험을 한다. 

▪ 시스코의 차세대 방화벽 보안 어플라이언스 기능을 사용하여 IT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위험을 감소 

시킨다. 

▪ 침입 방지 시스템, 이메일 보안, 웹 기반의 보안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운영을 지원한다. 

교육목표 

▪ Cisco ASA Next-Generation Firewall (NGFW)를 이해할 수 있다. 

▪ 맬웨어(malware)를 약화시키기 위한 Cisco Web Security appliance 를 구축할 수 있다. 

▪ 접근 가능한 제어 장치를 위한 Web Security 장치를 설정할 수 있다. 

▪ Cisco Cloud Web Security Connectors 설정할 수 있다. 

▪ Cisco Email Security Solution 을 설명할 수 있다. 

▪ Cisco Email Appliance Incoming and Outgoing Policies 를 설정할 수 있다. 

▪ IPS Threat Controls 설명할 수 있다. 

▪ Cisco IPS Sensor into a Network 를 설정하고 구현할 수 있다. 

교육기간  ▪ 5일(1일 7시간, 총 35시간) 

선수지식  

▪ CCNA 자격증 

▪ CCNA Security 자격증  

▪ MS Windows 운용 시스템 지식 

교육대상 ▪ 네트워크 보안 엔지니어 

교육내용 

 
Cisco ASA (CX) NGFW Services 
- Describing the Cisco ASA (CX) NGFW Services 
- Describing the Cisco ASA (CX) NGFW Management Architecture 
- Configuring Cisco ASA (CX) NGFW Policy Objects 
- Monitoring Cisco ASA (CX) NGFW Operations 
- Configuring Cisco ASA (CX) NGFW Access Policies 
- Configuring Cisco ASA (CX) NGFW Identify Policies 
- Configuring Cisco ASA (CX) NGFW Decryption Policies 
 
Cisco Web Security Appliance 
- Describing the Cisco Web Security Appliance Solutions 
- Integrating the Cisco Web Security Appliance 
- Configuring Cisco Web Security Appliance Identities and User Authentication Controls 
- Configuring Cisco Web Security Appliance Acceptable Use Controls 
- Configuring Cisco Web Security Appliance Anti-Malware Controls 
- Configuring Cisco Web Security Appliance Decryption  
- Configuring Cisco Web Security Appliance Data Security Controls 
 
Cisco Cloud Web Security 
- Describing the Cisco Cloud Web Security Solutions 
- Configuring Cisco Cloud Web Security Connectors 
- Describing the Web Filtering Policy in Cisco ScanCenter 
 
Cisco Email Security Appliance 
- Describing the Cisco Email Security Solutions 
- Describing the Cisco Email Security Appliance Basic Setup Components 
- Configuring the Cisco Email Security Appliance Basic Incoming and Outgoing Mail Policies 
 
Cisco Intrusion Prevention Systems 
- Describing Cisco Solutions 
- Integrating Cisco IPS Sensor into a Network 
- Configuring Basic Cisco IPS Operations 
- Tuning Cisco IPS Sign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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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guring Custom Cisco IPS Signatures 
- Configuring Cisco IPS Anomaly Detection 
- Configuring Cisco IPS Reputation-Based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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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ion] 
교육명 CICD v1.0 (Implementing Cisco Collaboration Devices) – CCNA 대비 

교육개요  
본 과정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솔루션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내용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리, 

전화망 및 모바일 기능, UC 유지 보수를 학습하는 과정이다. 

교육목표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Solutions 의 구성 요소를 이해 할 수 있다. 

▪ Call Signaling 과 Media Stream Flows 에 대한를 이해 할 수 있다.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CUCM Express 의 관리와 사용자 관리를 할 수 있다. 

▪ Cisco Unity Connection, CUCM Internet Mail 과 Presence Service 관리와 사용자 관리를 할 수 있다.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CUCM Express 의 Telephony 기능 구현을 할 수 있다. 

▪ Cisco Unity Connection, CUCM Internet Mail 과 Presence Service 의 응용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Solutions 의 유지 보수 방안을 습득 할 수 있다. 

교육기간  ▪ 5 일(1 일 7 시간, 총 35 시간) 

선수지식  

▪ ICND(Interconnecting Cisco Networking Devices)Part 1 과 동등한 기능과 지식 

▪ 사내 전화망 및 데이터 네트워크 관리자 

▪ Cisco IOS Gateway 에 대한 기본 지식 

▪ CUCM 과 Unity Connection 에 대한 기본 지식 

교육대상 

▪ CCNA Collaboration 자격증 과정  

▪ 채널 파트너 

▪ 시스코 UC 고객사 

▪ IP Voice/Video 입문자 

교육내용 

 
Module 1: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Solution 
Lesson 1: Understanding the Components of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Solution  
Lesson 2: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Solution 
 
Module 2: Administrator and End-User Interfaces 
Lesson 1: Understanding Administrator Interfaces  
Lesson 2: Understanding End-User Interfaces 
 
Module 3: Call Flows in Cisco Call Control Platforms 
Lesson 1: Understanding Call Flows and Call Legs  

Lesson 2: Understanding the Configuration Components That Impact Call Flows in CUCM 
Lesson 3: Understanding the Configuration Components That Impact Call Flows in CUCM Express  
 
Module 4: Endpoint and End User Administration 
Lesson 1: Understanding End-User Characteristics and Configuration Requirements  
Lesson 2: Understanding End-User Implementation Options 
Lesson 3: Understanding Endpoint Characteristics and Configuration Requirements 
Lesson 4: Understanding Endpoint Implementation Options 
 
Module 5: Provide End User Support 
Lesson 1: Understanding Telephony Features 
Lesson 2: Enabling Telephony Features 
Lesson 3: Understanding Mobility Features 
Lesson 4: Enabling Mobility Features 
 
Module 6: Cisco Unity Connection and CUCM IM and Presence Service 
Lesson 1: Understanding Cisco Unity Connection 

Lesson 2: Understanding End User and Voice Mailbox Characteristics and Configuration Requirements 
Lesson 3: Understanding End User and Voice Mailbox Implementation Options 
Lesson 4: Understanding CUCM IM and Presence Service 
Lesson 5: Enabling CUCM IM and Presence Service 
 
Module 7: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Solutions Maintenance 
Lesson 1: Providing End-User Support 
Lesson 2: Understanding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Reports 
Lesson 3: Understanding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CDR Analysis and Reporting Tool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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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4: Monitoring the System with Cisco Unified Real-Time Monitoring Tool 
Lesson 5: Monitoring the Voicemail in Cisco Unity Connection 
Lesson 6: Understanding the Disaster Recove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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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CIPTV1 v1.0 (Implementing Cisco IP Telephony and Video, Part 1) – CCNP 대비 

교육개요  

▪ CUCM 10.x 의 설치 및 구축 

▪ CUCM 기반에서 MGCP, H.323, SIP Trunk 을 구현 

▪ Cluster 기반의 다이얼 플랜 구축 

▪ 미디어 리소스 및 음성 영성 회의을 구현 

▪ QoS 을 구현 

교육목표 
▪ 단일 사이트 네트워크 환경에서 Cisco Collaboration 솔루션을 구축 및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Cisco Collaboration 솔루션의 콜 라우팅 및 시그널링을 하기 위한 CUCM 10.x 을 운용 능력 배양 

교육기간  ▪ 5 일(1 일 7 시간, 총 35 시간) 

선수지식  

▪ CCNA R&S 지식 

▪ T1/E1, PSTN, VoIP 의 기본 지식 

▪ 데이터망과 음성망과의 통합 관련 기반 지식 

▪ CICD v1.0 과정 이수 

교육대상 
▪ 채널 파트너 

▪ 고객사 및 직원 

교육내용 

 
Module 1: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Introduction 
 
Module 2: Dial Plan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Single- Site On-Cluster Calling 
 
Module 3: Implementation of Single-Site Off-Cluster Calling 
 
Module 4: Media Resources 
 
Module 5: Audio and Video Conferencing 
 
Module 6: Quality of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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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CIPTV2 v1.0 (Implementing Cisco IP Telephony and Video, Part 2) – CCNP 대비 

교육개요  

▪ Multi Site 환경에서 CUCM, VCS-C 및 Cisco Expressway 를 구축 관리 능력 습득 

▪ 대규모 Dial Plan 으 기반으로 거대 기업 환경에서의 콜 라우팅, URI 콜라우팅 능력을 습득 

▪ ILS SRST, Mobility 요소, Call Admission Control 구현 능력 습득 

▪ CUCM, VCS 의 통합과 Cisco Expressway 기반의 Cisco Mobile Remote Access 구현 능력 습득 

교육목표 ▪ 많은 사이트로 이루어진 음성 및 영상 네트워크에서 Cisco Collaboration 솔루션을 구축 관리 능력 배양 

교육기간  ▪ 5 일(1 일 7 시간, 총 35 시간) 

선수지식  ▪ CIPTV2 과정 이수 

교육대상 
▪ 채널 파트너 

▪ 고객사 및 직원 

교육내용 

 
Module 1: Multisite Deployment Implementation 
 
Module 2: Centralized Call- Processing Redundancy Implementation  
 
Module 3: Bandwidth Management and CAC Implementation 
 
Module 4: Implementation of Features and Applications for Multisite Deployments 
 
Module 5: Cisco VCS and Cisco Expressway 
 
Module 6: GDPR and C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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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CTCOLLAB v1.0 (Troubleshooting Cisco IP Telephony and Video)  – CCNP 대비 

교육개요  

▪ CUCM, VSC-C Expressway 통합 음성 영상 네트워크 상에서 문제 해결 방안 

▪ CUCM, VCS 제어 및 VCS Expressway 문제 해결 

▪ 통화 설정 문제, ILS 문제, CUCM 모빌리티 문제 해결 

▪ Cisco TelePresence Management Suite 및 음성 품질 및 미디어 리소스 문제 해결 

교육목표 

▪ 다중 사이트으로 이루어진 Cisco Collaboration 솔류션의 문제 해결 능력 배양 

▪ Cisco Collaboration 솔루션 레벨에서 문제 분류, 리소스 관리 능력 배양 

▪ Cisco Collaboration 솔루션 레벨에서 도구 사용 능력 배양 

교육기간  ▪ 5 일(1 일 7 시간, 총 35 시간) 

선수지식  
▪ CCNA Collaboration 자격 이수 

▪ CIPTV1 과정 이수 

교육대상 
▪ 채널 파트너 

▪ 고객사 및 직원 

교육내용 

 
Module 1: Introduction to Troubleshooting Cisco Collaboration Solutions 

 
Module 2: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Troubleshooting 
 
Module 3: Cisco VCS Control and VCS Expressway Troubleshooting 
 
Module 4: Call Setup Issues 
 
Module 5: ILS and GDPR Issues 
 
Module 6: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Mobility Features 
 
Module 7: Cisco TelePresence Management Suite Issues 
 
Module 8: Voice Quality and Media Resources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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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CAPPS v8.0 – CCNP 대비 

교육개요  

▪ 본 과정은 Cisco Unified Presence, Cisco Unity Express 와 Cisco Unity Connection 에 대한 통합 옵션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 Cisco Unified Presence,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를 이용한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 

통합 옵션뿐만 아니라 음성 메시지 구축 시나리오, Cisco Unified Presence 특징, 문제해결 구조를 학습한다. 

교육목표 

▪ 음성 메일 통합 옵션과 요구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deployment 내에 있는 Cisco Unity Connection 을 설명할 수 있다.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Express deployment 내에 있는 Cisco Unity Express 구현할 수 있다. 

▪ VPIM 을 사용한 음성 메일 네트워킹 구현할 수 있다. 

▪ Cisco Unified Presence and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 구현할 수 있다. 

교육기간  ▪ 5 일(1 일 7 시간, 총 35 시간) 

선수지식  

▪ 통합 음성 및 데이터 네트워크에 관한 현장 지식 

▪ Cisco IOS 게이트웨이에 관한 기초 지식 

▪ Cisco Unified Communication Manager 에 관한 현장 지식 

교육대상 

▪ 대상 채널 파트너 

▪ 리셀러 

▪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내용 

 
▪ Introduction to Voice Mail  
 - Voice Mail Integration 
 - General Requirement for Voice Mail Integration 
 
▪ Cisco Unity Connection in a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Environment  
 - Integrating with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 Configuring the Cisco Unity Connection System 
 - Using Cisco Unity Connection Partition and Search Spaces 
 - Implementing Cisco Unity Connection Call Management 
 - Configuring the Cisco Unity Connection Users 
 - Monitoring and Troubleshooting Cisco Unity Connection 
 
▪ Cisco Unity Express Implementation in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Express Environment  
 - Understanding Cisco Unity Express 

 - Integrating Cisco Unity Express with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Express 
 - Configuring the Cisco Unity Express System 
 - Configuring the Cisco Unity Express Users 
 - Understanding Cisco Unity Express Auto Attendant 
 - Troubleshooting Cisco Unity Express 
 
▪ Voice Profile for Internet Mail Implementation  
 - Understanding Voice Profile for Internet Mail 
 - Implementing VPIM in Cisco Unity Connection 
 - Implementing VPIM in Cisco Unity Express 
 
▪ Cisco Unified Presence Implementation 
 - Understanding Cisco Unified Presence 
 - Understanding Cisco Unified Presence Components and Communication Flows 
 - Integrating Cisco Unified Presence 
 - Configuring Cisco Unified Presence Feature and Implementing Cisco Unified Personal Communicator 
 - Verifying and Troubleshooting Tools for Cisco Unified Presence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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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 Foundation 과정> 

 

교육명 시스템 관리 (관리자, LFS301) with certificate exam 

교육개요  
▪ 리눅스 시스템 관리자로 나아갈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 Linux Foundation Certified System Administrator(LFCS) 자격증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교육목적 

▪ 리눅스 파일 시스템 트리를 이해할 수 있다. 

▪ RAID 와 LVM 을 학습할 수 있다. 

▪ 유저 및 그룹 계정 관리를 이해할 수 있다. 

▪ 시스템 보안을 학습하고 적용할 수 있다. 

▪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알 수 있다. 

교육기간  ▪ 4 일(1 일 7 시간, 총 28 시간) + 1 일 2 시간 자격증 시험 

선수지식  
▪ 리눅스 설치와 CLI 사용 같은 기본적인 리눅스 지식 

▪ 리눅스의 일반적인 유틸리티와 텍스트 에디터에 관한 지식 

교육대상 

▪ 새롭게 리눅스 IT 직업을 얻고자 하고자 하는 분 

• 다른 플랫폼에서 리눅스 플랫폼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분 

• 리눅스 시스템 관리자와 관련된 기술을 재학습 하고자 하는 분 

교육내용 

 
* 오프라인 과정($2150, 4 일) + 자격증 시험($300, 2 시간) + 온라인 과정($299, 1 년)을 함께 제공합니다. 

* 무료로 자격증 시험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엔지니어 과정의 시험날짜로 선택 가능) 

* 다양한 리눅스 배포판에 적용 가능하도록 디자인 되어있습니다. (특정 리눅스 배포판에 종속 X) 

 
 
1. 소개 

 - 리눅스 재단 

 - 리눅스 재단 교육 

 - 실습 훈련, 솔루션과 자원 얻기 

 - 배포 내용 

 - 등록 

 - 실습 

 
2. 시스템 시작 및 종료 

 - 부팅 순서 이해 

 - 통합 부트 로더 이해 

 - GRUB 설정파일 

 - 시스템 설정파일 등 

 - init 프로세스 

 - systemd 
 - Sysvinit 시작 

 - chkconfig 와 서비스 

 - Upstart 
 - 시스템 종료/재부팅 

 - 실습 

 
3. 리눅스 파일 시스템 트리 레이아웃 

 - 데이터 구별 

 - FHS 리눅스 표준 디렉토리 트리 

 - 루트(/)디렉토리 

 - /bin 
 - /boot 
 - /dev 
 - /etc 
 - /home 
 - /lib and /lib64 
 - /media 
 - /m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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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t 
 - /proc 
 - /sys 
 - /root 

 - /sbin 
 - /srv 
 - /tmp 
 - /usr 
 - /var 
 - /run 
 - 실습 

 
4. 커널 서비스 및 설정 

 - 커널개요 

 - 커널 설정 

 - sysctl 
 - 커널 모듈 

 - 모듈 유틸리티 

 - 모듈 설정 

 - udev 및 장치 관리 

 

5. 파티션 및 디스크 포맷 

 - 일반 디스크 유형 

 - 디스크 Geometry 

 - 파티션 작업 

 - 디스크 장치 네이밍(Naming) 

 - 파티션 크기 조정 

 - 파티션 테이블 편집기 

 - 실습 

 
6. 리눅스 파일 시스템 

 - 파일 시스템 기본 

 - 가상 파일 시스템 (Virtual File System, VFS) 

 - 파일 시스템 개념 

 - 디스크 및 파일 시스템 사용 

 - 확장 속성 

 - ext4 

 - XFS 
 - btrfs 
 - 파일 시스템 생성 및 포맷 

 - 파일 시스템 점검 및 복구 

 - 파일 시스템 마운트 

 - 스왑(Swap) 

 - 파일 시스템 쿼터 

 - 실습 

 
7. RAID 와 LVM 

 - RAID 
 - RAID 레벨 

 - 소프트웨어 RAID 구성 

 - 논리 볼륨 관리 (Logical Volume Management, LVM) 

 - 볼륨 및 볼륨 그룹 

 - 논리 볼륨 작업 

 - 논리 볼륨 크기 조정 

 - LVM 스냅샷(snapshot) 

 - 실습 

 
8. 프로세스 

 - 프로그램 및 프로세스 

 - 프로세스 상태 

 - 실행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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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몬 

 - 프로세스 생성 

 - 프로세스 제한 

 - 프로세스 모니터링 

 - 신호 

 - nice 조정 

 - 라이브러리 

 - 실습 

 
9. 패키지 관리 시스템 

 - 소프트웨어 패키지 개념 

 - RPM(Red Hat Packge Manager) 
 - DPKG(Debian Package) 
 - 개정 관리 시스템 

 - 실습 

 
10. 패키지 설치 

 - 패키지 설치 

 - yum 
 - zypper 
 - APT 
 - 실습 

 
11. 사용자 및 그룹 계정 관리 

 - 사용자 계정 

 - 관리 

 - 암호  

 - 제한된 셀 및 계정 

 - 루트 계정 

 - 그룹 관리 

 - 플러그 인증 모듈(Pluggable Authentication Modules) 

 - 인증 절차 

 - PAM 구성 

 - LDAP 인증 

 - 파일 권한 및 소유권 

 - SSH 
 - 실습 

 
12. 백업 및 복구 방법 

 - 백업 기본 사항 

 - cpio 
 - tar 
 - 압축: gzip, bzip2, xz 및 백업 

 - dd 
 - rsysnc  
 - 덤프 및 복원 

 - mt 
 - 백업 프로그램 

 - 실습 

 
13. 네트워킹 

 - IP 주소 

 - 호스트 이름 

 - 네트워크 장치 

 - IP 와 ifconfig 

 - 네트워크 설정 파일 

 - 네트워크 관리자 

 - 라우팅 

 - DNS 와 호스트명 해석 

 - 네트워크 진단 

 -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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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방화벽 

 - 방화벽 

 - 인터페이스 

 - firewalld 
 - 영역(Zones) 

 - 소스관리 

 - 서비스 및 포트 관리 

 - 실습 

 
15. 로컬 시스템 보안 

 - 로컬 시스템 보안 

 - 보안 정책 만들기 

 - 보안 및 업데이트 

 - 물리적 보안 

 - 파일 시스템 보안 

 - 리눅스 보안 모듈 

 - 실습 

 
16. 기본 문제 해결 및 시스템 구조(rescue) 

 - 문제 해결 개요 

 - 확인 사항: 네트워킹 

 - 부트 프로세스 실패 

 - 파일 시스템 손상 및 복구 

 - 가상 콘솔 

 - 구조 미디어 및 문제 해결 

 - 시스템 구조 및 복구 

 -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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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고급 시스템 관리 및 네트워킹 (엔지니어, LFS311) with certificate exam 

교육개요  
▪ 고급 시스템 엔지니어로 나아갈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 Linux Foundation Certified Engineer(LFCE) 자격증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교육목적 

▪ 리눅스에서 네트워크 설정 및 구성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 기본 및 주요 네트워크 서비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 배포판 별로 네트워크 설정 및 운영 방법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다. 

▪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설정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 파일, 웹, 이메일과 네임 서버를 구축하고 설정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 파일 서버, 웹 서버, 이메일 그리고 bind 서버 구축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다. 

교육기간  ▪ 4 일(1 일 7 시간, 총 28 시간)  

선수지식  

▪ 3 개의 주요 리눅스 배포판 군(Red Hat, SUSE, Debian/Ubuntu) 및 관리, 설정, 업그레이드에 관한 지식 

▪ 리눅스 설치와 CLI 사용 같은 기본적인 리눅스 지식 

▪ 리눅스 파운데이션 관리자(LFS301) 과정 이수(권장) 및 이와 동등한 기술 및 지식 

교육대상 
▪ 리눅스 네트워크 설정과 서비스에 관한 실습 지식을 얻으려는 시스템 관리자 

▪ 리눅스 네트워크 설정과 서비스에 관한 실습 지식을 얻으려는 IT 전문가 

교육내용 

 
* 오프라인 과정($2150, 4 일) + 자격증 시험($300, 2 시간) + 온라인 과정($299, 1 년)을 함께 제공합니다. 

* 무료로 자격증 시험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엔지니어 과정의 시험날짜로 선택 가능) 

* 다양한 리눅스 배포판에 적용 가능하도록 디자인 되어있습니다. (특정 리눅스 배포판에 종속 X) 

 
 
1. 소개 

 - 리눅스 재단 

 - 리눅스 재단 교육 

- 배포판 세부내용 

- 과정 솔루션과 자원 얻기 

 
2. 리눅스 네트워킹 개념 및 검토 

- OSI 모델 소개 및 상위 계층 

 - OSI 모델 전송 계층 

 - OSI 모델 네트워크 계층 

 - OSI 모델 하위 계층 

 - 네트워크 토폴로지 

 - 도메인 네임 시스템(Domain Name System, DNS) 

 - 시스템 서비스 

 - 시스템 서비스 관리하기 

 
3. 네트워크 설정 

 - 런타임 네트워크 구성 

 - 부트타임 네트워크 구성 

 - OpenVPN 소개 

 
4. 네트워크 문제해결과 모니터링 

 - 네트워크 문제해결 

 - 클라이언트 측 문제해결 

 - 서버 측 문제해결 

 - 네트워크 모니터링 

 
5. 원격 접속 

 - 원격 접속 역사 

 - 암호론 소개 

 - 원격 접속 보안 

 - 원격 그래픽 

 
6. 도메인 네임 서비스(Domain Name Service) 

 - DNS 개요 



 

- 91 - 

 

 - BIND (named) 서버 

 - BIND Zone 설정 

 
7. HTTP 서버 

 - Apache 
 - Apache 설정 

 - Apache 가상 호스트 

 - Apache 보안 

 
8. 향상된 HTTP 서버 

 - Mod Rewrite 
 - Mod Alias 
 - Mod Status 
 - Mod Include 
 - Mod Perl 
 - 성능 고려사항 

 
9. Email 서버 

 - Email 개요 

 - Postfix 
 - Dovecot 

 
10. 파일 공유 

 - FTP 
 - vsftpd 
 - rsync 
- SSH 기반 프로토콜 

- 다른 프로토콜 

 
11. 고급 네트워킹 

 - 라우팅 

 - VLANs 
 - DHCP 
 - NTP 
 
12. HTTP 캐싱 

 - 개요 

 - Squid 설정 

 
13.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 NFS 
 - SMB/CIFS 
 - 다른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14. 네트워크 보안 소개 

 - 보안 개념 

 - 보안 사례 

 - 보안 도구 

 
15. 방화벽 

 - TCP Wrappers 
 - Netfilter 개념 

 - Iptable 명령어 

 - IPtable 관리하기 

 - 고급 방화벽 

 
16. 가상화 개요 

 - 가상화 역사 

 - libvirt 
 - Docker 예시 

 
17. 고가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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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DRDB 
 
18. 시스템 로고 

 - 개요 

 
19. 패키지 관리 

 - 자원으로 설치하기 

 - 패키지 관리 

 - 패키지 시스템 이익 

 - 주 패키지 관리 시스템 

 - 리눅스 배포판의 역할 

 - RPM Spec File 선택 

 - RPM Spec File 예시 

 - 데비안 패키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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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오픈스택 관리 핵심 (LFS452) 

교육개요  ▪ 오픈스택 서비스를 설치하는 방법과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다. 

교육목적 

▪ 오픈스택 서비스의 구조와 운영에 대해서 알 수 있다. 

▪ 오픈스택 인프라 서비스를 설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주요 오픈스택 서비스들에 대해서 학습할 있다. 

▪ 오픈스택에서 사용하는 스토리지를 설정 및 운영할 수 있다. 

교육기간  ▪ 4 일(1 일 7 시간, 총 28 시간) 

선수지식  

▪ 리눅스 시스템 관리자 수준의 지식 

▪ 리눅스 네트워크 설정 및 트러블 슈팅(문제해결) 지식 

▪ 기본적인 리눅스 디스크 관리 지식 

교육대상 ▪ 오픈스택 기반의 클라우드(Cloud) 환경을 운영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시스템 관리자 

교육내용 

 
* 오프라인 과정($2350, 4 일) + 온라인 과정($399, 1 년)을 함께 제공합니다. 

* 다양한 리눅스 배포판에 적용 가능하도록 디자인 되어있습니다. (특정 리눅스 배포판에 종속 X) 

* Certified OpenStack Administrator(COA) 시험응시 가능. 별도 문의 요망. 

 
 
1. 소개 

 - 리눅스 재단 

 - 리눅스 재단 교육 

 
2. 클라우드 기본 

 - 클라우드 

 - 기존의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 

 - 가상화 

 - 클라우드 아키텍처 

 - 오픈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본 방침 

 
3. OpenStack Compute 와 게스트 가상 머신 관리 

 - OpenStack Dashboard 사용하기 

 - Python-novaclient Command Line 인터페이스 사용하기 

 
4. OpenStack 클라우드의 구성요소 - Part 1 

 - OpenStack 구성요소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 

 - OpenStack Compute: Nova 
 - Hypervisor Backend 개요 

 - OpenStack 이미지 서비스: Glance 

 - OpenStack 인증: Keystone 

 - OpenStack 블록 스토리지: Cinder 

 - OpenStack 대쉬보드: Horizon 

 
5. OpenStack 클라우드의 구성요소 - Part 2 

 - OpenStack 객체 스토리지: Swift 

 - OpenStack 네트워킹: Neutron 

 - OpenStack 모니터링: Ceilometer 

 - OpenStack 오케스트레이션: Heat 

 - OpenStack DBaaS: Trove 
 - Oslo 프레임워크 

 
6. 참조 아키텍처 

 - 노드 역활 

 - 모범 사례 

 - 확장성 

 
7. 선수 서비스 구축 

 - 시간 관리: 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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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 AMQP 서버: RabbitMQ 

 
8. 서비스 구축 개요 

 - 서비스 구축 

 - Glance 이미지 서비스 구축 

 - Neutron 을 이용한 네트워킹 구축 

 
9. Neutron 을 이용한 고급 SDN - Part 1 

 - SDN 소개 

 - 2 계층 네트워킹 입문서 

 - OpenFlow 소개 

 - Open vSwitch 소개 

 - L3 와 DHCP 입문서 

 - 리눅스 네트워크 Namespace 소개 

 - Neutron 패킷 흐름 이해 

 - OpenStack 라우팅 모델 

 - Neutron CLI 옵션 

 
10. Neutron 과 고급 SDN - Part 2 

 - Neutron Backend 대안 

 - The Neutron ML2 프레임워크 

 
11. Ceph 를 이용한 분산 클라우드 스토리지 

 - Ceph 소개 

 - RADOS 블록 장치 

 - RADOS 게이트웨이 

 - 3-node Ceph 클러스터 배포 

 - Glance 이미지 스토리지를 위한 Ceph RBD 사용하기 

 - Cinder 블록 스토리지를 위한 Ceph RBD 사용하기 

 - Swift-Compatible 객체 접속을 위한 radosgw 

 
12. Swift 를 이용한 오픈스택 객체 스토리지 

 - 오픈스택 객체 스토리지: Swift 

 - 3-node Swift 클러스터 배포 

 - Swift 와 상호작용 

 
13. 클라우드의 고가용성(High Availability) 

 - 고가용성 소개 

 - Pacemaker 고가용성 스택(stack) 소개 

 - Pacemaker 의 자원 관리 

 - 고가용성 오픈스택 참조 아키텍처 

 - OpenStack VM 고가용성 

 
14. 오픈스택과 클라우드 보안 

 - Keystone 인증 모델 

 - 네트워크 보안 

 - 하이퍼바이저 보안 

 
15. 모니터링 및 미터링(Metering) 

 - 클라우드 모니터링을 위한 구축 고려사항 

 - 오픈스택 Ceilometer 

 - Metering 

 - Billing 
 
16. 클라우드 자동화 

 - 클라우드 구축 

 - 클라우드 구성 관리 

 - Puppet 
 - Chef 
 - 완전한 구축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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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zor 
 - Crowbar 
 - MaaS 
 - Juju 

 - Heat 
 
17. 결론 

 - 기본 

 - 구성요소 

 - 참조 아키텍처 

 - 고가용성 

 - 기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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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force 과정> 

 

교육명 Administration Essentials, Admin 201 : Salesforce 

교육개요  
▪ 신규 어드민을 위한 포괄적이고 실제적인 Administration Essentials 는 Salesforce 를 성공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핵심 교육이다. 본 교육은 세일즈포스를 새로 배치하거나 기존 하던 것을 인수인계 할 때 추천되는 과정이다. 

교육목적 

Administration Essentials 는 다음의 신규 어드민을 위해 개발된 과정이다. 

▪ 조직의 세일즈 포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구성하며 유지관리 담당하는 신규 시스템 어드민  

▪ 파워사용자, 세일즈 괸리자 IT 매니저를 포함하는 세일즈 포스에 대한 깊은 지식이 필요한 다른 그룹들 

교육기간  ▪ 5 일(1 일 7 시간, 총 35 시간)  

선수지식  

▪ Page layout, fields, tabs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등을 포함하는 귀하의 어플리케이션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다.  

▪ 안전한 세일즈포스 환경을 만들수 있다.  

▪ 오점 없는 데이터를 유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 고품질의 보고서와 데쉬보드를 생성할 수 있다.  

▪ 업무흐름 자동화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대상 

기본적인 세일즈 포스 개념에 대한 이해와 help.salesfoce.com 에서 아래 online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 

▪ Getting Started : Navigating Salesforce  

▪ Getting Started: Using the Sales Cloud 

교육내용 

 
앱 둘러보기 

데이터 모델과 네비게이션 이해 

도움말 & 훈련 찾기 

 
사용자를 위해 조직 준비시키기 

회사 프로필 구성하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정하기 

활동(activities)과 캘린더 구성하기 

찾기 세팅 설정하기 

채터(chatter) 그룹 구성하기 

세일즈포스 1 로 모바일 접속하기 

 
사용자 구성 및 관리하기 

사용자 프로필 관리하기 

사용자 생성 및 관리 

Salesforce A 기능 이해  

채터 자유 사용자와 초대(invites) 

로그인 문제 해결하기 

  
보안과 데이터 접속 

로그인 제한하기 

객체 접속 결정하기 

레코드 접속 구성하기 

역할 위계로 레코드 엑세스 관리  

예외 레코드 접속 관리  

이벤트 접속 조절하기 

필드(fields) 수준 보안 관리하기 

 
맞춤화: 필드 

표준 필드 관리하기(administering) 

새로운 맞춤 필드 만들기 

선택 필드: 피크리스트(picklists) 만들기 

선택 필드: 룩업(lookups) 만들기 

포뮬러 필드 만들기 

페이지 레이아웃 연구하기(working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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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드 종류와 비지니스 절차 연구하기 

데이터 품질 유지하기 

활동 맞춤화하기 

 

데이터 관리하기 

불러오기 마법사(import wizards) 활용하여 새로운 레코드 불러오기 

데이터 로더(loader) 로 기존 레코드 업데이트  

데이터 닷 컴(data.com)에 레코드 업데이트 

사용자간 대량 레코드 이동  

데이터 백업하기 

대량 삭제와 휴지통  

 
리포트와 대쉬보드(dashboards) 

리포트를 운영하고 수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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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세일즈포스 ADM201+DEV (어드민+ 개발자 패키지 과정) 

교육개요  
 

교육목적 
 

교육기간  ▪ 5 일(1 일 7 시간, 총 35 시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교육내용 

 
Day 1 (ADM 201)  
Security 
Data Management 
Data Loader 
Import Wizard 
Setting up and Managing Users 
Automation 
Customization: Fields 
*Service Cloud Overview (ADM261) ***30 mins***  
 
Day 2 (DEV 450)  
Triggers 
Trigger and Save Order of Execution Testing Essentials 
Testing Strategies  
 
Day 3 (DEV 450)  
Visualforce Pages  
 
Day 4 (DEV 450)  
Controllers 
Testing Controllers  
 
Day 5 (DEV 502)  
SOAP API Overview REST API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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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Source 과정> 

 

교육명 Cen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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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7 시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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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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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va (instance 와 CEPH 사용) 

 - Nova 관리 명령어 활용 (Compute 에서 동작하는 Instance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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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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7 시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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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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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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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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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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bun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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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7 시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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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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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va (instance 와 CEPH 사용) 

 - Nova 관리 명령어 활용 (Compute 에서 동작하는 Instance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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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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7 시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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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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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복잡한 구성방법 관리 

- 조건문 알아보기 

- 변수 설정하기 

- include 문 사용하기 

- handlers 사용하기 

- roles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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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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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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6 Forum 국제 전문 자격증 과정  

 

교육명 IPv6 Forum Certified Engineer - Silver 

교육개요  
▪ 본 과정은 일반적인 IPv6 프로토콜 개념과, 프로토콜, IPv6 전환 메카니즘에 대해 다룬다. 

▪ 해당 과정을 통해 IPv6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다. 

교육목표 

▪ IPv6 프로토콜에 대한 기본 이해를 할 수 있다. 

▪ 실습을 통해 네트워크 설계자나 엔지니어가 IPv6 망을 구현, 설정, 전환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교육기간  ▪ 3 일(1 일 7 시간, 총 21 시간) + (1 일 시험별도) 

선수지식  

▪ 일반적인 네트워킹 개념에 대한 지식이 필요 

▪ IPv6 와 비교할 수 있도록 IPv4 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IPv6 에 대한 경험은 꼭 필요치는 않음 

▪ CCNA 수준의 지식 

교육대상 
▪ 네트워크 관련업계 종사자 

▪ IPv6 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일반 IT 전문가 

교육내용 

The Internet Protocol (IP) Version 6 
- IPv4 Limitations and Workarounds 
- IPv6 Improvements and Features 
 
IPv6 Addressing Architecture 
- IPv6 Packet Header 
- IPv6 Extension Headers 
- IPv6 Addresses and Prefixes 
- IPv6 Address Types and Scopes 
- IPv6 Subnetting 
 
IPv6 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 (ICMPv6) & Neighbor Discovery Protocol 
- How ICMPv4 Works 
- ICMPv6 Introduction 
- ICMPv6 Message Types 
- The Neighbor Discovery Protocol 
 
Host Support for IPv6 
- IPv6 Support on Operating Systems 
- IPv6 on the Windows Platform 
- IPv6 on the Linux Platform 
- IPv6 on Mac OS X 
- IPv6 Source and Destination Address Selection 
 
IPv6 Transition Mechanisms 
- Introduction to Transition Mechanisms 
- Dual Stacking 
- Tunneling Mechanisms 
* 6in4 / * 4in6 / * 6to4 / * ISATAP / * Teredo / * 6RD / * DS-Lite 
- Transition Mechanisms 
* NAT64 / * LISP 
 
Introduction to IPv6 Routing 
- Introduction to IPv6 Routing 
- Static IPv6 Routing 
- RIPng / • OSPFv3 / • IS-IS 
 
Hands-on Lab 
- IPv6 Subnetting Exercise 
- IPv6 Host Configuration 
- IPv6 Tunnel Configuration 
- IPv6 IGP Routing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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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IPv6 Forum Certified Engineer - Gold 

교육개요  
▪ 본 과정은 고급 IPv6 라우팅, 서비스 등과 같은 추가적인 토픽을 다루는 고급 IPv6 모듈이다. 

▪ 실제적인 IPv6 전환을 구현해야 하는 엔지니어에게 적합하다. 

교육목표 

▪ IPv6 를 지원하는 새로운 네트워킹 소프트웨어와 장치를 구현할 수 있다. 

▪ IPv6 주소들을 관리하는 자동 설정 구현할 수 있다. 

▪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터널링과 같은 다양한 IPv6 전환 툴을 설정할 수 있다. 

교육기간  ▪ 3 일(1 일 7 시간, 총 21 시간) + (1 일 시험별도) 

선수지식  
▪ 일반 네트워킹 개념에 대한 지식 

▪ IPv6 Forum Certified Engineer(Silver) 수강 

교육대상 
▪ 네트워크 관련업계 종사자 

▪ 실제적인 IPv6 전환을 구현해야 하는 엔지니어 

교육내용 

 
DAY 1 
- IPv6 Revisited  
- Address Configuration Using DHCPv6  

 
DAY 2 
- DNSv6 Services  
- IPv6 Applications and Services  
- Advanced IPv6 Routing  
- IPv6 Security  
 
DAY 3 
- Mobility Services in IPv6  
- IPv6 Deployment Scenarios  
- Hands-on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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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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7 시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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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내용 

 
DAY 1 
- IPv6 Refresher and Security Fundamentals  
- IPv6 Security Introduction  

- Lab 1: IPv6 Security Lab Setup  
 
DAY 2 
- Securing the IPv6 Layer 2 and 3 Infrastructure  
- IPv6 Routing Infrastructure Security Considerations  
- Lab 2: IPv6 Threats and Mitigation Techniques  
 
DAY 3 
- IPv6 Transition Mechanisms and Security Considerations  
- IPv6 Best Practices  
- Lab 3: IPv6 Security Mitigation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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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IPv6 Forum Certified Fundamental 

교육개요  
▪ IPv6 Fundamental Course 는 IPv6 기술에 대한 개념과 IPv6 프로토콜을 적용할 때 기능, 전환 메커니즘, 영향, 

고려사항들과 같은 필수 정보들을 제공한다. 

교육목표 
▪ 수강자들은 IPv6 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현실 상황 속에서 어떻게 관련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다. 

교육기간  ▪ 1 일(1 일 7 시간, 총 7 시간) 

선수지식  ▪ TCP/IP 의 기본 개념에 익숙 

교육대상 ▪ 프로젝트 매니저, 네트워크 설계자, 기획자 등과 같이 TCP/IP 의 기본 개념에 익숙한 분 

교육내용 

 
Introduction to IPv6 
- The Need for a New Network Protocol 
- IPv4 Workarounds 
- IPv6 Features 
- IPv6 Address Allocation 
- Understanding IPv6 
- IPv6 Address Representation 
- IPv6 Addresses 
- IPv6 Header Changes and Improvisations 
- IPv6 Address Configuration 
 
ICMPv6 and the Neighbour Discovery Protocol 
- Purposes of ICMPv6 Messages 
- Functions of the Neighbor Discovery Protocol 
 
IPv6 Transition Mechanisms 
- Dual Stack 
- Tunneling 
- Protocol Translation 
 
Understanding IPv6 Routing 
- Basic Routing Principles 
- RIPng for IPv6 
- OSPFv3 for IP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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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IPv6 Forum Certified System Administrator - Gold 

교육개요  

▪ 본 과정은 IPv6 프로토콜 설정 및 IPv6 서비스인 DNS, 웹, E-메일 및 NMS 서비스를 구현하고 유지 보수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 학습자들의 이론적인 지식을 강화하기 위한 많은 Hand on 실습 역시 제공한다. 

교육목표 
▪ IoT 와 같이 한 단계 더 진화하는 IP 망을 위해 IPv6 네트워크 인프라뿐만 아니라 실제 네트워크 상에서 

실행되는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주요 핵심 능력을 학습할 수 있다. 

교육기간  ▪ 3일(1일 7시간, 총 21시간) + (1일 시험별도) 

선수지식  
▪ 일반적인 네트워킹 개념에 대한 지식 필수 

▪ IPv6 Forum Certified Engineer(Silver) 필요 

교육대상 

▪ 시스템 관리자 

▪ 프로젝트 매니저 

▪ IT 매니저 

▪ 네트워크 엔지니어 

▪ IPv6 플래너 

교육내용 

 

DAY 1 
- Course Introduction  
- IPv6 Foundations  
- IPv6 Transition Mechanisms  
- Planning & Deploying of IPv6 Client OS  
 
DAY 2 
- Domain Name System (DNS)  
- World Wide Web  
 
DAY 3 
- Internet Mail  
- IPv6 Network Management  
 
DAY 4 
- IPv6 Enterpris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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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IPv6 Forum Certified Programming - Gold 

교육개요  
▪ 본 과정은 응용 프로그램 개발, 장비의 이동성을 위한 IPv6 관련 기술들을 제공한다. 

▪ IPv6 의 API, Winsock 을 리눅스 소켓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학습한다. 

교육목표 

▪ IPv6 지원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점을 이해할 수 있다. 

▪ IPv6 소켓 프로그래밍을 수행할 수 있다. 

▪ IPv6를 호환용 클라이언트와 서버 응용 프로그램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다. 

▪ IPv6를 포팅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 IPv6 주소 분석 및 매핑할 수 있다. 

교육기간  ▪ 3일(1일 7시간, 총 21시간) + (1일 시험별도) 

선수지식  

▪ 일반적인 네트워킹 개념에 대한 지식 필수 

▪ Certified IPv6 Network Engineer(CNE6) 레벨1 또는 유사 자격 필수 

▪ 또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경험, 일부 프로그래밍 경험 

교육대상 ▪ 선수지식에 일치하는 분 

교육내용 

 
<Module 1> Introduction to IPv6 

 
<Module 2> Initiate of IPv6 Programming 
 
<Module 3> Socket Programming 
 
<Module 4> IPv6/IPv4 Programming 
 
<Module 5> Protocol Independent Socket Programming 
 
<Module 6> Multicasting 
 
<Module 7> Raw Socket Programming 
 
<Module 8> Winsock Programming 
 
<Module 9> IPv6 Security 
 
<Module 10> Portability and Porting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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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햇 과정> 
 

교육명 RH124 Red Hat System Administration I 

교육개요  

▪ Red Hat System Administration I 은 주요 명령줄 개념과 기타 엔터프라이즈급 툴을 소개하여 Linux 시스템 

관리자가 되려는 수강생이 기초를 다질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후속 과정인 Red Hat System 

Administration II(RH134)에서 더욱 발전합니다. 

교육기간  ▪ 5 일(1 일 7 시간, 총 35 시간) 

선수지식  
▪ 이 과정을 위한 공식적인 선수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운영 체제를 관리해본 경험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대상 
▪ 설치, 네트워크 연결 설정, 물리적 스토리지 관리 및 기본 보안 관리 등 필수적인 Linux 관리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분야의 IT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간단내용 

 

명령줄 액세스 

▪ Linux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shell 을 사용하여 간단한 명령 실행 

 
명령줄에서 파일 관리 

▪ bash shell 프롬프트에서 파일을 복사, 이동, 작성, 삭제 및 정리 

 
Red Hat Enterprise Linux 내에서 지원 받기 

▪ 온라인 도움말 시스템 및 Red Hat 지원 유틸리티를 이용한 문제 해결 

 
텍스트 파일 생성, 보기 및 편집 

▪ 명령 출력 또는 편집기에서 텍스트 파일 생성, 보기 및 편집 

 
로컬 Linux 사용자 및 그룹 관리 

▪ 로컬 Linux 사용자 및 그룹을 관리하고 로컬 암호 정책 관리 

 
Linux 파일 시스템 권한을 통해 파일 액세스 제어 

▪ 파일에 대해 Linux 파일 시스템 권한을 설정하고 상이한 권한 설정에 따른 보안 영향 해석 

 
Linux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관리 

▪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얻으면서 시스템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 제어 

 
서비스 및 데몬 제어 

▪ systemd 를 이용해 네트워크 서비스 및 시스템 데몬 제어 및 모니터링 

 
OpenSSH 서비스를 구성 및 보호 

▪ OpenSSH 를 사용해 원격 시스템의 명령줄에 안전하게 액세스할 뿐만 아니라 이 명령줄에 대한 보안 액세스 

권한 제공 

 
로그 분석 및 저장 

▪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관련 시스템 로그 파일을 찾고 정확하게 해석 

 
Red Hat Enterprise Linux 네트워킹 관리 

▪ Red Hat Enterprise Linux 시스템에서 기본 IPv4 네트워킹 구성 

 
시스템 간 파일 보관 및 복사 

▪ 파일을 보관하고 한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파일 복사 

 
소프트웨어 패키지 설치 및 업데이트 

▪ Red Hat 및 yum 패키지 repository 에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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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RH135 Red Hat System Administration II (시험포함) 

교육개요  

▪ Red Hat System Administration II(RH135)에서는 Linux 관리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작업들을 

중점적으로 학습합니다.  

▪ 이 과정은 파일 시스템과 파티셔닝, 논리 볼륨, SELinux, 방화벽 관리, 문제 해결 등 엔터프라이즈 Linux 

관리를 깊이 있게 다룹니다. Red Hat System Administration I 및 Red Hat System Administration II 를 모두 

수강하면 이 버전의 교육 과정에 포함된 Red Hat Certified System Administrator Exam(EX200)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  ▪ 4 일(1 일 7 시간, 총 28 시간) + 1 일(시험) 

선수지식  ▪ Red Hat System Administration I(RH124) 

교육대상 

▪ 이 과정은 Red Hat System Administration I(RH124)을 이수한 수강생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RH134 를 커리큘럼의 시작 단계에서 수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Red Hat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수강생 중 Linux 를 처음 접하는 경우 System Administration I 을 수강하고 엔터프라이즈 Linux 

관리 경험이 있는 경우는 RHCSA Rapid Track Course(RH200)를 수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내용 

Kickstart 로 설치 자동화 

▪ Kickstart 를 사용하여 Red Hat Enterprise Linux 시스템 자동 설치 

 

grep 으로 정규 표현식 사용 

▪ 정규 표현식을 작성할 때 grep 을 함께 사용하면 텍스트 파일 내에 있는 컨텐츠를 신속 분리 및 탐색 

 

vim 으로 텍스트 파일 생성 및 편집 

▪ 텍스트 파일을 열고, 편집하고, 저장할 수 있는 vim 텍스트 편집기 소개 

 

향후 Linux 작업 예약 

▪ 향후 자동으로 실행되는 작업 예약 

 

Linux 프로세스 우선 순위 관리 

▪ Linux 프로세스를 실행할 상대적 우선 순위에 영향 

 

ACL(액세스 제어 목록)로 파일 액세스 제어 

▪ POSIX ACL 을 사용해 파일 보안 관리 

 

SELinux 보안 관리 

▪ 네트워크 서비스 손상 시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의 SELinux(Security Enhanced Linux) 동작 관리 

 

네트워크 정의 사용자 및 그룹 연결 

▪ 중앙 ID 관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성 

 

디스크, 파티션 및 파일 시스템을 Linux 시스템에 추가 

▪ 단순한 파티션 및 파일 시스템 관리 

 

LVM(논리 볼륨 관리) 스토리지 관리 

▪ 명령줄에서 논리 볼륨 관리 

 

NFS(네트워크 파일 시스템)를 사용해 네트워크로 연결된 스토리지에 액세스 

▪ (보안) NFS 공유에 액세스 

 

SMB 를 사용해 네트워크 스토리지에 액세스 

▪ autofs 및 명령줄을 사용하여 SMB 파일 시스템 마운트 및 분리. 

 

Red Hat Enterprise Linux 부팅 프로세스 제어 및 문제 해결 

 

방화벽을 통해 네트워크 통신 제한 

▪ 기본 방화벽 구성 

 

종합 복습 

습득한 지식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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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RH200 RHCSA Rapid Track Course (시험포함) 

교육개요  

▪ 본 과정은 명령줄 기반 Linux 시스템 관리에 대한 수강생들의 기존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수강생들은 

shell 을 이용해 공통 명령을 실행하고 공통 명령 옵션으로 작업을 수행하며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 man 

pages 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식이 부족한 수강생들은 Red Hat System Administration 

I(RH124) 및 II(RH134)를 꼭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과정을 이수한 수강생들은 RHCSA(Red Hat Certified System Administrator) 시험에 응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버전의 과정에는 시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간  ▪ 4 일(1 일 7 시간, 총 28 시간) + 1 일(시험) 

선수지식  

이 과정을 수강하는 수강생들은 가능한 한 관련 문서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기본적인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 Linux(교육 과정 중 일부는 복습으로 진행할 수 있음) 

▪ 작업 제어(&, fg, bg, jobs), shell 확장(command, tilde, globbing, brace, protection from expansion), I/O 

리디렉션 및 파이프를 포함한 bash shell 

▪ IPv4 네트워킹 주소 지정 및 라우팅 개념, TCP/UDP 및 포트 

▪ GNOME 3 인터페이스의 탐색 

▪ vim 또는 그 외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명령줄에서 텍스트 파일 편집 

▪ Man pages 및 정보 노드에서 정보 찾기  

▪ 파일 권한의 개념 

▪ Red Hat Enterprise Linux 수동 설치 

▪ 사용자별 'at' 및 'cron' jobs 

▪ 'tar', 'zip' 등의 아카이브 유틸리티 및 압축 유틸리티 사용 

▪ 절대 경로 및 상대 경로 

▪ 'find' 및 'locate' 명령을 이용해 파일 찾기 

교육대상 ▪ 이 수업을 수강하는 수강생들은 1~3 년의 정규 Linux 관리 경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간단내용 

 

명령줄 액세스  

▪ Linux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shell 을 사용해 간단한 명령 실행 

 

명령줄에서 파일 관리하기  

▪ bash shell 프롬프트에서 파일 작업 수행  

 

로컬 Linux 사용자 및 그룹 관리  

▪ Linux 사용자 및 그룹을 관리하고 로컬 암호 정책 관리  

 

Linux 파일 시스템 권한을 통해 파일 액세스 제어  

▪ 파일에 대해 액세스 권한을 설정하고 상이한 권한 설정에 따른 보안 영향 해석  

 

SELinux 보안 관리  

▪ 파일 액세스를 관리할 수 있으며, SELinux 보안 영향을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  

 

Linux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관리  

▪ 시스템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모니터링 및 제어  

 

소프트웨어 패키지 설치 및 업데이트  

▪ Red Hat 및 yum 패키지 repository 에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다운로드한 후에 설치, 업데이트 및 관리  

 

서비스 및 데몬 제어  

▪ systemd 를 이용해 네트워크 서비스 및 시스템 데몬 제어 및 모니터링  

 

Red Hat Enterprise Linux 네트워킹 관리  

▪ Red Hat Enterprise Linux 시스템에서 기본 IPv4 네트워킹 구성  

 

로그 분석 및 저장  

▪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관련 시스템 로그 파일을 찾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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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및 파일 시스템 관리 

▪ 디스크 파티션, logical volumes, 파일 시스템 및 스왑 공간 생성 및 사용  

 

시스템 작업 예약  

▪ cron 및 systemd 타이머 장치를 이용해 반복적인 시스템 작업 예약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마운트  

▪ 네트워크 파일 서버에서 NFS(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내보내기 및 SMB(서버 메시지 블록) 공유 마운트  

 

firewalld 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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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RH255 Red Hat System Administration III (시험포함) 

교육개요  

▪ 이 과정은 캐싱 DNS(Domain Name Service), MariaDB, Apache HTTPD, Postfix SMTP nullclients, 

NFS(Network File System) 및 SMB(Server Message Block)와 네트워크 파일 공유, iSCSI initiators 및 대상, 

고급 네트워킹 및 firewalld 구성 그리고 시스템 자동화, 구성 및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Bash shell scripting 

사용을 각각 실행하는 네트워크 서버를 구축 및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RHCSA 자격증을 이미 

취득한 수강생들은 강의 및 세부적인 실습을 통해 RHCE(Red Hat Certified Engineer) Exam(EX300)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역량을 습득하게 됩니다. 

 

▪ 이 과정에서는 모든 RHCSA 과제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RHCSA 기술을 복습해야 하는 수강생들은 RHCSA 

Rapid Track Course(RH199)를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이 버전에는 RHCSA/RHCE 시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간  ▪ 4 일(1 일 7 시간, 총 28 시간) + 1 일(시험) 

선수지식  

▪ RHCSA 자격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험 보유 

▪ RHCSA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수강 희망자의 경우, 온라인 기술 평가를 통과함으로써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Red Hat System Administration III 은 스크립팅을 통해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자동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물론, 네트워크 서비스를 배포 및 보호하는 방법과 RHEL(Red Hat Enterprise Linux)의 여타 주요 보안 기능을 

관리하는 방법도 습득하려는 숙련된 Linux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수강하는 

수강생들은 RHCSA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혹은 그와 동등한 수준의 기술을 갖추어야 합니다. 

간단내용 

서비스 및 데몬 제어 

▪ systemctl 을 이용해 서비스 및 부팅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방법 복습 

 

IPv6 네트워킹 관리 

▪ Red Hat Enterprise Linux 시스템에서 기본 IPv6 네트워킹을 구성하고 문제해결 

 

링크 집계 및 bridging 구성 

▪ Bonding, Teaming 및 로컬 소프트웨어 브리지를 포함한 고급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기능을 구성 및 문제해결 

 

네트워크 포트 보안 제어 

▪ 고급 SELinux 및 firewalld 필터링 기술을 이용해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 및 거부 

 

서버용 DNS 관리 

▪ 시스템에 맞는 DNS 레코드를 설정 및 확인하고 보안상 안전한 DNS 캐싱 구성 

 

이메일 전송 구성 

▪ 시스템에서 전송된 모든 이메일을 SMTP 게이트웨이로 중계해 중앙에서 이메일 전송 

 

블록 기반 스토리지 제공 

▪ 네트워크화된 iSCSI 블록 장치를 원격 디스크로 제공 및 사용 

 

파일 기반 스토리지 제공 

▪ NFS 내보내기 및 SMB 파일 공유를 특정 시스템 및 사용자에게 제공 

 

MariaDB 데이터베이스 구성 

▪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들이 사용할 MariaDB SQL 데이터베이스 제공 

 

Apache HTTPD 웹 서비스 제공 

▪ TLS(Transport Layer Security)-지원 웹 사이트 및 가상 호스트를 제공하도록 Apache HTTPD 를 구성 

 

Bash 스크립트 쓰기 

▪ Bash 를 사용해 간단한 shell 스크립트 작성 

 

Bash 조건문 및 제어 구조 

▪ Bash 조건문 및 그 외 제어 구조를 사용해 더욱 정교한 shell commands 및 스크립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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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ll 환경 구성 

▪ Bash 시작을 사용자 정의하고 환경 변수, Bash aliases 및 Bash functions 를 사용 

 

종합 복습 

▪ Red Hat System Administration III 에서 습득한 지식 및 기술을 ▪ 블록 기반 스토리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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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RH300 RHCE Certification Lab (시험포함) 

교육개요  

▪ 4 일간의 과정 동안 수강생들은 Red Hat Certified System Administrator (RHCSA) Rapid Track 

Course(RH199) 및 Red Hat System Administration III(RH254)의 전체 랩 세트를 각자의 학습 속도에 맞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 RHCE Certification Lab 과정에는 systemd, firewalld, IPv6 등의 핵심 기술을 복습할 수 있도록 강의 수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의 강의실 및 가상 강의실 버전의 경우 해당 주 동안 강사가 수강생들의 랩 

실습을 지원합니다. 

 

▪ 참고 : 이 과정 버전에는 과정 마지막 날의 RHCSA(EX200) 및 RHCE(EX300) 시험이 포함됩니다. 

교육기간  ▪ 4 일(1 일 7 시간, 총 28 시간) + 1 일(시험) 

선수지식  

▪ 수강생은 이미 Red Hat System Administration I, II, III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과정을 이수한 상태여야 합니다. 

▪ 이 과정에 등록하기 전에 온라인 기술 평가를 받아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 대부분의 수강생의 경우 UNIX 관리 경험이 많다고 해서 이 과정 수강에 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대상 

▪ Red Hat Enterprise Linux 7 자격증 갱신을 원하는 Red Hat Enterprise Linux 6 이하 버전에 대한 RHCE 

▪ RHCE 시험에 응시했으나 합격하지 못해 재응시를 원하는 수강생 

▪ RHCE Track Course(Red Hat System Administration I, II, III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과정)를 이수하고 RHCE 

시험 전에 실무 연습을 더 하고자 하는 수강생 

간단내용 

 

로컬 및 원격 로그인 

▪ 시스템 액세스 및 Red Hat 지원 팀과의 협력을 위한 방법을 검토합니다. 

 

파일 시스템 탐색 

▪ Bash shell 프롬프트에서 작업을 하면서 파일을 복사, 이동, 작성, 삭제 및 정리합니다. 

 

사용자 및 그룹 

▪ Linux 사용자 및 그룹을 관리하고 로컬 암호 정책을 관리합니다. 

 

파일 권한 

▪ 권한 및 ACL(액세스 제어 목록)을 사용하여 파일 및 디렉터리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합니다. 

 

SELinux 권한 

▪ 네트워크 서비스 손상 시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의 SELinux 동작을 관리합니다. 

 

프로세스 관리 

▪ Red Hat Enterprise Linux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평가 및 제어합니다. 

 

소프트웨어 패키지 업데이트 

▪ Red Hat 및 yum 패키지 리포지토리에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다운로드한 후에 설치, 업데이트 및 

관리합니다. 

 

파일 시스템 생성 및 마운트 

▪ 명령줄에서 디스크, 파티션, 파일 시스템을 생성 및 관리합니다. 

 

서비스 관리 및 부팅 문제 해결 

▪ 시스템 데몬을 제어 및 모니터링하며 Red Hat Enterprise Linux 부팅 프로세스를 제어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네트워크 구성 

▪ Red Hat Enterprise Linux 시스템에서 기본 IPv4 네트워킹을 구성합니다. 

 

시스템 로깅 및 NTP 

▪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관련 시스템 로그 파일을 찾고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논리적 볼륨 관리 

▪ 명령줄에서 logical volumes 를 생성 및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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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프로세스 

▪ 향후 자동으로 실행되는 작업을 예약합니다.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마운트 

▪ autofs 및 명령줄을 사용하여 NFS 및 SMB 를 통해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마운트 및 분리합니다. 

 

방화벽 구성 

▪ 기본 방화벽을 구성합니다. 

 

가상화와 Kickstart 

▪ KVM(커널 기반 가상 시스템) 및 libvirt 를 이용해 가상 시스템에서 Red Hat Enterprise Linux 설치를 

자동화합니다. 

 

IPv6 네트워킹 관리 

▪ Red Hat Enterprise Linux 시스템에서 기본 IPv6 네트워킹을 구성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링크 집계 및 브리징 구성 

▪ 본딩, 팀구성 및 로컬 소프트웨어 브리지를 포함한 고급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기능을 구성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네트워크 포트 보안 제어 

▪ 고급 SELinux 및 firewalld 필터링 기술을 이용해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 및 거부합니다. 

 

서버용 DNS 관리 

▪ 시스템에 맞는 DNS 레코드를 설정 및 확인하고 안전한 DNS 캐싱을 구성합니다. 

 

이메일 전송 구성 

▪ 시스템에서 전송된 모든 이메일을 SMTP 게이트웨이로 중계해 중앙에서 이메일을 전송합니다. 

 

블록 기반 스토리지 제공 

▪ 네트워크화된 iSCSI 블록 장치를 원격 디스크로 제공 및 사용합니다. 

 

파일 기반 스토리지 제공 

▪ NFS 내보내기 및 SMB 파일 공유를 특정 시스템 및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MariaDB 데이터베이스 구성 

▪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들이 사용할 MariaDB SQL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합니다. 

 

Apache HTTPD 웹 서비스 제공 

▪ TLS(Transport Layer Security)-지원 웹 사이트 및 가상 호스트를 제공하도록 Apache HTTPD 를 구성합니다. 

 

Bash 스크립트 쓰기 

▪ Bash 를 사용해 간단한 셸 스크립트를 씁니다. 

 

Bash 조건문 및 제어 구조 

▪ Bash 조건문 및 그 외 제어 구조를 사용해 더욱 정교한 셸 명령 및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셸 환경 구성 

▪ Bash 시작을 사용자 정의하고 환경 변수, Bash 별칭 및 Bash 함수를 사용합니다. 

 

 

 

 



 

- 119 - 

 

 

교육명 RH319 Red Hat Enterprise Virtualization (시험포함) 

교육개요  

▪ 수강생은 Red Hat Virtualization Manager 를 사용하는 Red Hat Virtualization Hypervisor 전용 노드 또는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에 호스팅되는 Linux 가상 머신을 효과적으로 생성, 배포, 관리 및 

마이그레이션하기 위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합니다. 이 교육 과정은 실습 랩과 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탐구를 

포함하고 있어서, 가상화 배포 전략을 계획하거나 이행하는 데 훌륭한 첫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교육 과정은 응시자가 Red Hat Virtualization Administrator Exam(EX318)을 준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며, 

시험을 통과하면 Red Hat Certified Virtualization Administrator(RHCVA)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교육기간  ▪ 4 일(1 일 7 시간, 총 28 시간) + 1 일(시험) 

선수지식  
▪ RHCSA(Red Hat Certified System Administrator)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이에 상응하는 Linux 경력을 갖춘 IT 

전문가 

교육대상 

▪ 엔터프라이즈 서버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Red Hat Virtualization 을 사용하여 다수의 서버 또는 가상 

머신을 관리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데 관심이 있는 숙련된 Linux 시스템 관리자 

▪ RHCVA(Red Hat Certified Virtualization Administrator)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는 IT 전문가 

간단내용 

 

Red Hat Enterprise Virtualization 개요 

▪ 일반적인 가상화, KVM 개념 및 Red Hat® Enterprise Virtualization 플랫폼 이해 

 

Red Hat Enterprise Virtualization Manager 

▪ Red Hat Enterprise Virtualization Manager 를 설치, 테스트 및 제거하고 문제해결 

 

Red Hat Enterprise Virtualization Hypervisor 

▪ Red Hat Enterprise Virtualization Hypervisor 를 설치, 구성, 업그레이드하고 문제해결 

 

Red Hat Enterprise Virtualization 환경 구성 

▪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스토리지 도메인 및 논리적 네트워크 생성 및 구성 

 

Red Hat Enterprise Virtualization for Servers 

▪ 가상 서버와 이미지를 설치하고, 기본적인 관리 작업을 수행하고, 문제해결 

 

Red Hat Enterprise Virtualization for Desktops 

▪ 가상 데스크탑을 설치하고 반가상화 드라이버 구성 

 

가상 시스템 템플릿 

▪ 템플릿 이미지를 사용하여 Microsoft Windows 및 Red Hat Enterprise Linux 가상 시스템을 생성 

 

풀 및 사용자 

▪ 풀을 사용하고 다단계 관리자 역할을 통해 사용자 포털 배포 

 

모니터링 및 리포트 

▪ Red Hat Enterprise Virtualization 을 모니터링하고 맞춤 설정 리포트 작성 

 

고급 Red Hat Enterprise Virtualization 

▪ Red Hat Enterprise Virtualization 를 CLI 및 API 인터페이스를 통해 백업 및 복원 

 

Red Hat Enterprise Linux 호스트 

▪ Red Hat Network 를 통해 가상 시스템 관리 

 

마이그레이션 및 고가용성 

▪ 가상 시스템 마이그레이션 및 고가용성 확인 

 

종합 복습 

▪ 전체 과정에서 학습한 성능 개요 적용 

 



 

- 120 - 

 

교육명 RH443 Red Hat Enterprise Performance Tuning (시험포함) 

교육개요  

▪ 수석 Linux 시스템 관리자에게 Red Hat Enterprise Linux 의 Performance Tuning 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 시스템 아키텍처, Performance Tuning 테스트 방법, 오픈 소스 벤치마킹, 시스템 및 네트워킹 성능 분석 

방법, 구성 tuning 을 다루게 됩니다. 

▪ 관련 certificate of expertise 시험(EX442)을 준비하는 교육생을 위한 유용한 과정입니다. 

교육기간  ▪ 4 일(1 일 7 시간, 총 28 시간) + 1 일(시험) 

선수지식  

▪ Red Hat Certified Engineer(RHCE) 자격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험 보유 (필수) 

▪ 해당 RHCE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온라인 직무 능력 평가를 통해 적합한 직무 능력을 

보유하고있다는 것을 증명 

교육대상 

▪ 성능 튜닝을 통해 리소스 활용을 극대화해야 하는 고급 Linux 시스템 관리자 

▪ Red Hat Certificates of Expertise 또는 Red Hat Certified Architect(RHCA) 자격증 획득에 관심 있는 Red Hat 

Certified Engineer(RHCE)보유자 

간단내용 

 

성능 튜닝의 기초 

▪ 성능 튜닝 및 분석에 대한 기본 원리 이해 

 

데이터 수집, 그래프 작성 및 해석 

▪ 기본 분석 툴 사용 및 데이터 평가를 통해 숙련도 축적 

 

일반 튜닝 

▪ 시스템을 튜닝하는 데 사용하는 기본 튜닝 이론 및 메커니즘 학습 

 

리소스 사용량 제한 

 

하드웨어 프로파일링 

▪ 하드웨어를 이해하고 분석 

 

소프트웨어 프로파일링 

▪ 애플리케이션의 CPU 및 메모리 성능 분석 

 

작은 파일 튜닝 

▪ 작은 파일의 빈번한 읽기 및 쓰기를 수반하는 워크로드를 위해 서버 튜닝 

 

대용량 메모리 워크로드 튜닝 

▪ 메모리 관리 및 튜닝 이해 

 

CPU 사용량이 많은 워크로드를 튜닝 

▪ CPU 바인딩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튜닝 이해 

 

파일 서버 튜닝 

▪ 파일 서버 애플리케이션의 맥락에서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튜닝 이해 

 

데이터베이스 서버 튜닝 

▪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을 예제로 사용하여 메모리 및 네트워크 성능 튜닝 

 

전력 사용량 튜닝 

▪ 염두에 둔 전력 소비량으로 시스템 튜닝 

 

가상화 튜닝 

▪ 효율적인 가상화를 위한 '호스트' 및 '게스트' 튜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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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RH437 Red Hat Enterprise Clustering and Storage Management (시험포함) 

교육개요  

▪ 고급 Linux® 시스템 관리자를 위한 이 4 일 교육 과정에서는 랩 기반 활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를 통해 

미션 크리티컬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고가용성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 스토리지와 서버 클러스터를 

배포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 이 과정은 또한 Red Hat Certificate of Expertise in High Availability Clustering 시험(EX436)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교육 과정은 시험이 포함된 버전입니다. 

교육기간  ▪ 4 일(1 일 7 시간, 총 28 시간) + 1 일(시험) 

선수지식  
▪ RH436 을 치르지 않고 RHCE® 자격증 없이 이 과정을 수강하려는 경우 온라인 기술 평가를 통과하여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대상 

▪ 고가용성 클러스터링 서비스를 통해 복구 능력을 극대화하고 내결함성 공유 스토리지 기술 사용을 담당하는 

고급 Linux 시스템 관리자 

▪ Red Hat Certificates of Expertise, Red Hat Certified Datacenter Specialist(RHCDS), Red Hat Certified 

Architect(RHCA) 취득에 관심 있는 Red Hat Certified Engineer(RHCE) 보유자 

간단내용 

클러스터 및 스토리지  

▪ 스토리지 및 클러스터 기술 개요 제공 

 

ISCSI 구성 

▪ iSCSI 를 설정하고 관리 

 

UDEV 

▪ 기본 조작법과 UDEV 룰 작성에 대해 알아보기 

 

다중 경로 

▪ SAN 장치로의 다중 경로를 하나의 내결함성 가상 장치 결합 

 

Red Hat 고가용성 개요 

▪ Red Hat High Availability Add-On 의 아키텍처 및 구성 기술에 대해 살펴봄 

 

쿼럼 

▪ 쿼럼 및 쿼럼 계산에 대해 설명 

 

펜싱 

▪ 펜싱 및 펜싱 구성에 대해 설명 

 

리소스 및 리소스 그룹 

▪ 리소스 그룹 관리자(rgmanager)와 리소스 및 리소스 그룹 구성에 대해 설명 

 

고급 리소스 관리 

▪ 리소스 종속성 및 복잡한 리소스에 대해 설명 

 

Two-node 클러스터 문제 

▪ Two-node 클러스터의 사용과 제한 사항에 대해 설명 

 

LVM 관리 

▪ LVM 명령 및 클러스터 LVM(CLVM) 검토 

 

GFS(Global File System) 2 

▪ GFS2 파일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작성, 유지 관리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도구 사용 

 

XFS 

▪ XFS 파일 시스템의 기능과 작성, 유지 관리 및 문제점 해결에 필요한 도구 살핌 

 

Red Hat Storage 

▪ 스케일 아웃 스토리지 솔루션을 만들고 유지 관리하기 위해 Gluster 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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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복습 

▪ 고가용성 서비스 및 스토리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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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RH237 Red Hat Gluster Storage Administration(시험포함) 

교육개요  

▪ 수강생은 Red Hat Gluster Storage 서버 클러스터를 설치, 설정 및 유지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이 교육 과정에서는 CTDB(Clustered Trivial DataBase), 통합 파일, 오브젝트 스토리지 및 Geo-

replication 을 사용하는 고가용성 CIFS(Common Internet File System) 및 NFS(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수강생들은 Red Hat Storage, 스냅샷, Geo-replication 을 위한 Hadoop 

플러그인에 관해서 배우게 됩니다. 

교육기간  ▪ 3 일(1 일 7 시간, 총 21 시간) + 1 일(시험) 

선수지식  ▪ Red Hat Certified System Administrator(RHCSA) 자격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식 필요 

교육대상 
▪ Red Hat Gluster Storage 를 사용한 대규모 스토리지 클러스터의 유지관리에 관심이 있거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Linux 시스템 관리자 및 스토리지 관리자 

간단내용 

Red Hat 스토리지 소개 

▪ Red Hat Storage 서버의 기능 및 용어에 대해 알아봅니다. 

 

Red Hat Gluster Storage 설치 

▪ Red Hat Gluster Storage 를 설치합니다. 

 

Red Hat Gluster Storage 설정 

▪ Red Hat Gluster Storage 볼륨을 구축하고 설정합니다. 

볼륨 생성 

▪ 다양한 볼륨 유형을 생성합니다. 

 

클라이언트 설정 

▪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Red Hat GLuster 스토리지 볼륨의 데이터에 액세스합니다. 

 

ACL 및 쿼터 설정 

▪ POSIX ACL 및 쿼터를 구현합니다. 

 

볼륨 확장 

▪ 온라인으로 스토리지 볼륨을 확장합니다. 

 

IP 페일오버 설정 

▪ IP 페일오버를 설정합니다. 

 

Georeplication 설정 

▪ 재해 복구용 Georeplication 을 설정합니다. 

 

문제 해결 

▪ 기본 문제 해결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스냅샷 관리 

▪ 볼륨 스냅샷을 관리합니다. 

 

Red Hat Gluster Storage 콘솔 설치 

▪ Red Hat Gluster Storage 콘솔을 설치합니다. 

 

계층화 관리 

▪ 볼륨의 스토리지 계층화를 관리합니다. 

 

Red Hat Gluster Storage 모니터링 

▪ Red Hat Gluster Storage 성능을 모니터링합니다. 

 

네트워크 암호화 설정 

▪ Red Hat Gluster Storage 의 네트워크 암호화를 설정합니다. 

 

종합 복습 

▪ Red Hat Gluster Storage Administration 에서 습득한 지식 및 기술을 실습하고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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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CEPH125 Red Hat Ceph Storage Architecture and Administration 

교육개요  

▪ Red Hat Ceph Storage Architecture and Administration(CEPH125) 과정에서는 Red Hat Ceph Storage 

아키텍처에 대한 심층적인 개요를 알려주고 Ceph Storage Cluster(RADOS), Ceph Object 

Gateway(RADOSGW), Ceph Block Device(RBD)를 비롯한 Red Hat Ceph Storage 배포와 관련된 지침을 

제공합니다.  

▪ 이 교육 과정에서는 또한 Keystone 통합을 통한 OpenStack Swift 의 대안으로 RADOSGW 로 Ceph 

스토리지를 설정하는 방법뿐 아니라 일반적인 문제 해결 및 튜닝 기술, Red Hat OpenStack Platform 을 

이용한 Ceph 와 OpenStack Glance 및 Cinder 통합을 비롯한 Ceph Storage 클러스터의 일상적인 운영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교육기간  ▪ 5 일(1 일 7 시간, 총 35 시간)  

선수지식  

▪ Linux 서버 관리 및 Linux 명령줄에 대한 지식 

▪ 기본적인 스토리지 지식 

▪ RHCSA(Red Hat Certified System Administrator) 자격증 또는 Red Hat Enterprise Linux 에 관련하여 

상응하는 경력 보유 

교육대상 
▪ 이 교육 과정은 Red Hat OpenStack Platform 환경 내부와 외부에서 Red Hat Ceph Storage 를 배포 및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려는 스토리지 관리자, 클라우드 운영자, 클라우드 개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간단내용 

 

스토리지 소개 

▪ 스토리지를 소개합니다. 

 

Ceph 및 Red Hat Ceph Storage 소개 

▪ Ceph Storage, Red Hat Ceph Storage 및 관련 Ceph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Red Hat Ceph Storage 배포 

▪ Red Hat Ceph Storage 를 배포합니다. 

 

Red Hat Ceph Storage 설정 

▪ 풀, 이레이저 코딩 풀을 사용한 작업, 클러스터 확장 및 기본적인 관련성을 소개하고 실습합니다. 

 

RBD 를 통한 블록 스토리지 

▪ 블록 스토리지를 소개하고 RBD 를 통해 블록 스토리지를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RADOSGW 를 통한 오브젝트 스토리지 

▪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소개하고 RADOSGW 를 통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실행합니다. 

 

CephFS 를 통한 파일 저장 

▪ 파일 스토리지를 소개하고 CephFS 를 통해 파일 스토리지를 실행합니다. 

 

CRUSH 설정 

▪ CRUSH 설정을 소개하고 CRUSH 맵을 사용합니다. 

 

클러스터 맵 업데이트 

▪ 클러스터 맵 업데이트를 소개합니다. 

 

Ceph 운영 

▪ Ceph 운영 및 유지관리를 소개합니다. 

 

Linux 서버 튜닝 

▪ Red Hat Enterprise Linux 서버 튜닝을 소개합니다. 

 

Ceph 성능 튜닝 

▪ Ceph 성능 튜닝을 소개하고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분석 및 임팩트별 매개 변수를 실행합니다. 

 

클라이언트 문제 해결 

▪ Ceph 클라이언트 문제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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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Stack 과 Ceph 통합 소개 

▪ OpenStack 과 Ceph 의 통합을 소개하고 설명합니다. 

 

Ceph 와 Glance 통합 

▪ 이미지용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Glance 와 통합합니다. 

 

Ceph 와 Cinder 통합 

▪ VM(가상 머신)용 블록 스토리지를 Cinder 와 통합합니다. 

 

Swift 를 Ceph 및 RADOSGW 로 대체 

▪ Swift 를 Ceph 및 RADOSGW 로 대체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알아봅니다. 

 

CephFS 와 Manila 통합 

▪ CephFS 와 Manila 통합 방법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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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CL110 Red Hat OpenStack Administration I 

교육개요  

▪ 이 교육 과정에서는 기술검증(POC, proof-of-concept)을 설치하고 Red Hat OpenStack Platform 을 구성, 

사용 및 유지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교육 과정은 Horizon 대시보드와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한 OpenStack 관리, 인스턴스 관리 및 수강생의 기술검증 수행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 이 교육 과정은 수강생이 Red Hat Certified System Administrator in Red Hat OpenStack Exam(EX210)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며 다음과 같은 역량을 다룹니다. 

- PackStack 을 사용하여 Red Hat OpenStack Platform 설치 및 설정 

- 사용자, 프로젝트, 플레이버, 역할, 이미지, 네트워킹 및 블록 스토리지 관리 

- 할당량(quota) 설정 

- 인스턴스화할 때 이미지 구성 

교육기간  ▪ 5 일(1 일 7 시간, 총 35 시간)  

선수지식  
▪ RHCSA®(Red Hat Certified System Administrator) in Red Hat Enterprise Linux® 자격증 취득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 보유 

교육대상 
▪ 프라이빗 클라우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Linux 시스템 관리자 및 클라우드 

관리자 

간단내용 

 

교육 과정 소개 

▪ 교육 과정을 소개하고 검토합니다. 

 

인스턴스 시작 

▪ 인스턴스를 시작하고 OpenStack 아키텍처 및 사용 사례를 설명합니다. 

 

인력 및 리소스 구성 

▪ 프로젝트, 사용자, 역할 및 할당량을 관리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설명 

▪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술 및 프로세스 변경 사항을 설명합니다. 

 

Linux 네트워크 관리 

▪ Linux 네트워크 및 브리지를 관리합니다. 

 

내부 인스턴스 준비 및 배포 

▪ 내부 인스턴스 시작을 준비하기 위해 이미지, 플레이버 및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내부 인스턴스를 

시작 및 확인합니다. 

 

블록 스토리지 관리 

▪ 일회성 및 퍼시스턴트 블록 스토리지를 관리합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관리 

▪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관리합니다. 

 

외부 인스턴스 준비 및 배포 

▪ 외부 인스턴스를 준비하기 위해 외부 네트워크 및 보안을 관리하고 외부 인스턴스를 시작 및 확인합니다. 

 

인스턴스 커스터마이징 

▪ Cloud-init 로 인스턴스를 커스터마이징합니다. 

 

확장 가능한 스택 배포 

▪ 스택을 배포하고 자동 확장을 설정합니다. 

 

OpenStack 설치 

▪ Packstack 을 사용하여 OpenStack 기술검증을 설치합니다. 

 

Red Hat OpenStack Administration I 종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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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CL211 Red Hat OpenStack Administration II(시험포함) 

교육개요  

▪ 시스템 관리자에게 Red Hat Enterprise Linux OpenStack Platform 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구현하는 방법(설치, 구성 및 유지 관리 포함)을 알려드립니다.  

▪ Red Hat OpenStack 시험(EX210)에서 Red Hat Certified System Administrator 를 준비하는 교육생을 위한 

과정입니다. 

교육기간  ▪ 4 일(1 일 7 시간, 총 28 시간) + 1 일(시험)  

선수지식  ▪ RHCSA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이에 상응하는 지식과 경험 필요 

교육대상 

▪ 프라이빗 클라우드 관리 업무를 담당자 

▪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Linux 시스템 관리자 및 클라우드 관리자 

▪ RHCSA(Red Hat Certified System Administrator) 자격증 취득자 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지식 필요 

간단내용 

 

Red Hat Enterprise Linux OpenStack Platform 아키텍처 

▪ Red Hat Enterprise Linux OpenStack Platform 의 기능 및 용어 이해 

 

Red Hat Enterprise Linux OpenStack Platform 설치 

▪ Packstack(팩스택)을 사용하여 Red Hat Enterprise Linux OpenStack Platform 배포 

▪ Horizon 웹 인터페이스로 인스턴스 작성 

 

RabbitMQ 메시지 브로커 

▪ RabbitMQ 메시지 브로커 서비스 설치 및 확인 

▪ RabbitMQ 메시지 브로커 문제 해결 

 

Keystone identity 서비스 

▪ Keystone 인증 서비스를 설치, 구성, 사용 

 

Swift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 

▪ Swift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 설치, 구성, 사용 

 

Glance 이미지 서비스 

▪ Glance 이미지 서비스 설치 및 사용 

 

Cinder 블록 스토리지 서비스 

▪ Cinder 블록 스토리지 서비스 설치 

▪ Cinder 볼륨 관리 

 

네트워킹 서비스 

▪ Red Hat Enterprise Linux OpenStack Platform 네트워킹 서비스 설치, 구성 및 관리 

 

Nova 컴퓨팅 및 컨트롤러 서비스 

▪ Nova 컴퓨팅 및 컨트롤러 서비스 설치 및 문제 해결 

▪ 명령줄에서 인스턴스 배포 

 

추가 컴퓨팅 노드 구현 

▪ Nova 컴퓨팅 노드의 추가 및 제거에 대해 확인 

▪ 인스턴스를 실행하여 새로운 컴퓨터 노드를 확인 

 

Heat 조율 서비스 

▪ Heat 조율 서비스 설치 및 문제 해결 

▪ 사전 구성된 템플릿을 사용하여 스택 시작 

 

Ceilometer 미터링 서비스 

▪ Ceilometer 미터링 서비스 설치하고 관리 

 

OpenStack 개발 커뮤니티의 미래 

▪ OpenStack 의 미래 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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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복습 

▪ Red Hat Enterprise Linux OpenStack Platform 의 설치 및 관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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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DO180 Introduction to Containers, Kubernetes, and Red Hat OpenShift 

교육개요  

▪ 이 강의를 수강하는 수강생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컨테이너화한 다음 Docker, 

Kubernetes, Red Hat OpenShift 를 사용하여 배포하고 컨테이너화된 버전을 테스트하며 배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기간  ▪ 2 일(1 일 7 시간, 총 14 시간)  

선수지식  

▪ Linux 터미널 세션을 사용할 수 있고 운영 체제 명령을 발행할 수 있어야 함 

▪ RHCSA(Red Hat Certified System Administrator) 자격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험 보유 

▪ 웹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및 그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경험 보유 

교육대상 

▪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하려 하는 개발자 

▪ 컨테이너 기술과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처음 접하는 관리자 

▪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서 컨테이너 기술을 사용하려 하는 아키텍트 

간단내용 

 

교육 과정 소개 

▪ 교육 과정을 소개하고 검토합니다. 

 

컨테이너 기술 시작하기 

▪ Red Hat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를 통해 오케스트레이션되는 컨테이너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컨테이너화된 서비스 생성 

▪ 컨테이너 기술을 사용하여 서버를 프로비저닝합니다. 

 

컨테이너 관리 

▪ 사전 구축된 컨테이너 이미지를 조작하여 컨테이너화된 서비스를 생성하고 관리합니다. 

 

컨테이너 이미지 관리 

▪ 생성에서 삭제까지 컨테이너 이미지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합니다. 

 

커스텀 컨테이너 이미지 생성 

▪ Dockerfile 을 설계하고 코딩하여 커스텀 컨테이너 이미지를 구축합니다. 

 

Red Hat OpenShift 에서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 배포 

▪ Red Hat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에서 단일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합니다. 

 

멀티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 배포 

▪ 멀티플 컨테이너 이미지를 사용하여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합니다.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문제 해결 

▪ 컨테이너화되어 Red Hat OpenShift 에 배포된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합니다. 

 

컨테이너, Kubernetes, Red Hat OpenShift 소개의 포괄적 검토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한 다음 Docker 를 사용하여 테스트하고 Red Hat OpenShift 클러스터에 

배포하는 방법을 시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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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DO280 OpenShift Enterprise Administration 

교육개요  

▪ OpenShift Enterprise Administration(DO280)으로 시스템 관리자는 Red Hat®의 OpenShift Enterprise 

인스턴스의 설치, 구성 및 관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Red Hat 의 PaaS(서비스로서의 플랫폼) 제품인 

OpenShift Enterprise 는 컨테이너 기술을 이용하여 모든 유형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미리 정의된 배포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출시 시간 단축 및 지속적인 제공과 같은 DevOps 철학을 지원하는 환경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  ▪ 3 일(1 일 7 시간, 총 21 시간)  

선수지식  

▪ OpenShift 에서 사용된 아키텍처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Managing Containers with Red Hat 

Enterprise Linux Atomic Host (RH270) 이수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험 보유 

▪ Red Hat Enterprise Linux Administration I, II(RH124 및 RH134) 또는 이에 상응하는 Red Hat Enterprise 

Linux® 시스템 관리 경험 보유 

▪ Red Hat Certified System Administrator 자격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Red Hat Enterprise Linux 시스템 관리 

경험 보유 

▪ Red Hat Certified Engineer 자격증 보유 

교육대상 
▪ 이 과정은 OpenShift Enterprise 인스턴스 생성, 애플리케이션 배포, 프로세스 사용자 정의 생성, 인스턴스 

및 프로젝트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시스템 관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간단내용 

 

Red Hat OpenShift Enterprise 소개 

▪ OpenShift Enterprise 의 기능 및 아키텍처를 검토합니다. 

 

OpenShift Enterprise 설치 

▪ OpenShift Enterprise 를 설치하고 마스터 및 노드를 구성합니다. 

 

명령 실행 

▪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명령을 실행합니다. 

 

애플리케이션 구축 

▪ OpenShift Enterprise 인스턴스에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구축하고, 배포합니다. 

 

영구적 스토리지 

▪ 영구적 스토리지를 프로비저닝하고 내부 레지스트리에 사용합니다. 

 

S2I(Source-to-Image)로 애플리케이션 구축 

▪ S2I 및 템플릿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구축합니다. 

 

시스템 관리 

▪ OpenShift Enterprise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합니다. 

 

OpenShift Enterprise 사용자 정의 

▪ OpenShift Enterprise 에서 사용되는 리소스 및 프로세스를 사용자 정의합니다. 

 

종합 복습 

이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 및 기술을 실습하고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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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DO285 Containers, Kubernetes, and Red Hat OpenShift Administration I 

교육개요  

▪ This course helps you build core knowledge and skills in managing containers through hands-on 

experience with Docker, Kubernetes, and the Red Hat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is a containerized application platform that allows enterprises to manage container deployments and 

scale their applications using Kubernetes.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provides predefined application 

environments and builds upon Kubernetes to provide support for DevOps principles such as reduced time to 

market, infrastructure as code, continuous integration (CI), and continuous delivery (CD). Red Hat OpenShift 

Administration I (DO285) is a hands-on, lab-based course that teaches system administrators how to install, 

configure, and manage OpenShift clusters. 

교육기간  ▪ 5 일(1 일 7 시간, 총 35 시간)  

선수지식  

▪ Ability to use a Linux® terminal session and issue operating system commands 

▪ RHCSA® certification or equivalent knowledge 

▪ Experience with web application architectures and their corresponding technologies 

교육대상 

▪ Developers who wish to containerize software applications 

▪ Administrators who are new to container technology and container orchestration 

▪ Architects who are considering using container technologies in software architectures 

▪ System administrators 

▪ System architects 

▪ Architects and developers who want to install and configure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간단내용 

 

Getting started with container technology 

 

Creating containerized services 

 

Managing containers 

 

Managing container images 

 

Creating custom container images 

 

Deploying containerized applications on OpenShift 

 

Troubleshooting containerized applications 

 

Comprehensive review of Introduction to Container, Kubernetes, and Red Hat OpenShift 

 

Introducing Red Hat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Installing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Describing and exploring OpenShift networking concepts 

 

Executing commands 

 

Controlling access to OpenShift resources 

 

Allocating persistent storage 

 

Managing application deployments 

 

Installing and configuring the metrics subsystem 

 

Comprehensive review of Red Hat OpenShift Administration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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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DO290 OpenShift Enterprise Development 

교육개요  

▪ 핸드온 랩을 통해 수강생은 기존 Java™ EE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자 사례를 구현하고 OpenShift 

Enterprise 인스턴스에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합니다. 수강생은 OpenShift Enterprise 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생성, 업데이트, 관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교육기간  ▪ 3 일(1 일 7 시간, 총 21 시간)  

선수지식  

▪ Java EE 프로그래밍 기술이 권장됩니다. HTML 페이지에서 항목의 색상 변경 등과 같이 간단한 프로그래밍 

태스크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HTML 기술 

보유가 권장됩니다. 

▪ OpenShift Enterprise 에 의해 지원되는 환경(Python, Ruby 또는 Java EE) 중 하나의 개발자 경험이 

권장됩니다. 

▪ Introduction to Containers, Kubernetes, and Red Hat OpenShift(DO180) 교육 과정 이수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험 보유 

교육대상 

▪ 이 교육 과정은 자동화된 유닛/수용 테스트가 포함된 OpenShift Enterprise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지속적인 

통합을 사용하여 OpenShift Enterprise 인스턴스에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작업에 관심이 있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Java EE 개발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간단내용 

 

교육 과정 소개 

▪ 교육 과정을 소개하고 검토합니다. 

 

개발 환경 검토 

▪ 이 교육 과정에서 활용할 개발자 툴, 애자일 방식, 배포 환경을 설명합니다. 

 

Bookstore 애플리케이션 검토 

▪ 교육 과정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기능, 프로젝트 레이아웃을 숙지합니다. 

 

OpenShift Enterprise 소개 

▪ OpenShift Enterprise 의 기능 및 아키텍처를 설명합니다. 

 

OpenShift Enterprise 에서 애플리케이션 배포 

▪ OpenShift Enterprise 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정의, 구축, 배포합니다. 

 

지속적인 통합 구현 

▪ Jenkins 로 지속적인 통합을 구축합니다. 

 

OpenShift Enterprise 애플리케이션 관리 

▪ OpenShift Enterprise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제어하고 유지관리합니다. 

 

복합적 배포 만들기 

▪ 클러스터링, 로드 밸런싱, 커스터마이징된 노드 스케줄링을 활용하는 배포를 만듭니다. 

 

애플리케이션 문제 해결 

▪ 디버그 및 로그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성능 또는 배포 관련 문제를 해결합니다. 

 

OpenShift Enterprise 커스터마이징 

▪ 커스텀 소스 이미지 컨테이너, 템플릿, 빌더를 만듭니다. 

 

교육 과정 검토 

▪ 이 교육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을 실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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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JB248 Red Hat JBoss Enterprise Application Administration I 

교육개요  

▪ 본 과정은 이수자에게 RHCJA(Red Hat Certified JBoss Administration) Exam 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식을 제공합니다. 

 

* JB249 과정은 더이상 운영치 않으며, Red Hat Certified JBoss 

 Administrator(EX248) 시험 과정도 잠정적으로 정규 시험을 운영치 않습니다. 

교육기간  ▪ 5 일(1 일 7 시간, 총 35 시간)  

선수지식  

▪ Microsoft Windows, UNIX 또는 Linux 운영 체제에서 시스템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경험 보유 

▪ 하드웨어 및 네트워킹에 대한 이해 

▪ Java, 스크립팅 또는 JBoss Developer Studio 에 대한 사전 지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육대상 
▪ Red Hat JBoss 관련 경험이 없는 시스템 관리자 또는 Red Hat JBoss Enterprise Application Platform 6 관련 

경험이 있는 시스템 관리자 

간단내용 

 

JBoss Enterprise Application Platform 개요 

▪ JBoss Enterprise Application Platform(JBoss EAP) 7 의 개념과 용어를 학습합니다. 

▪ JBoss Enterprise Application Platform 인스턴스를 설치하여 실행합니다. 

▪ 확장 기능, 프로필 및 하위 시스템에 대해 알아봅니다. 

 

독립 실행형 모드에서 JBoss Enterprise Application Platform 설정 

▪ 독립 실행형 모드에서 JBoss EAP 를 실행하고 설정합니다. 

▪ 인터페이스 및 소켓 바인딩 그룹을 설정합니다. 

 

스크립트로 애플리케이션 설정 및 배포 

▪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JBoss EAP 를 설정합니다. 

▪ 독립 실행형 모드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합니다. 

 

JBoss Enterprise Application Platform 을 관리형 도메인으로 설정 

▪ JBoss EAP 를 관리형 도메인으로 실행합니다. 

▪ 도메인 컨트롤러를 할당합니다. 

▪ 호스트 컨트롤러 및 도메인 컨트롤러를 설정합니다. 

 

관리형 도메인 모드에서 서버 설정 

▪ 도메인 서버 아키텍처를 관리합니다. 

▪ 서버 및 서버 그룹을 설정합니다. 

 

데이터소스 설정 

▪ 데이터소스 하위 시스템을 살펴보고 JDBC 드라이버, 데이터소스, XA 데이터소스를 설정합니다. 

 

로깅 하위 시스템 설정 

▪ 로거 및 로깅 핸들러를 설정합니다. 

 

메시징 하위 시스템 설정 

▪ 메시징 하위 시스템을 살펴봅니다. 

▪ 메시징 리소스, 저널 및 기타 설정을 설정합니다. 

 

JBoss Enterprise Application Platform 보안 유지 

▪ 데이터베이스 보안 영역, LDAP 보안 영역 및 암호 저장소(vault)를 설정합니다. 

▪ JMS 대상의 보안을 유지합니다. 

 

JVM(Java Virtual Machine) 설정 

▪ 독립 실행형 모드 및 관리형 도메인 모드에서 JVM 을 설정합니다. 

 

웹 하위 시스템 설정 

▪ 웹 하위 시스템 기능을 살펴보고 설정합니다. 

 

클러스터형 애플리케이션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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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러스터형 애플리케이션을 살펴봅니다. 

▪ 클러스터형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하위 시스템과 부하 분산을 설정합니다. 

▪ HA Singleton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합니다. 

 

배치 하위 시스템 설정 

▪ 배치 작업 및 배치 하위 시스템을 살펴보고 구성합니다. 

 

JBoss Enterprise Application Platform 7 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 알아봅니다. 

▪ JBoss EAP 7 의 새로운 기능을 살펴봅니다. 

▪ JBoss EAP 6 애플리케이션을 JBoss EAP 7 으로 마이그레이션합니다. 

 

Red Hat JBoss Application Administration I 종합 복습 

▪ Red Hat JBoss Application Administration I 의 태스크를 복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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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JB226 Red Hat JBoss Enterprise Application Development I with Exam(시험포함) 

교육개요  

▪ Java EE 호환 애플리케이션 개발, 테스트 및 유지 관리 

▪ 완전한 엔터프라이즈 Java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 완전한 다계층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구축 

교육기간  ▪ 4 일(1 일 7 시간, 총 28 시간) + 1 일(시험)  

선수지식  

▪ Java 프로그래밍 언어(Java SE 5 또는 6)에 능숙(특히 주석 및 오브젝트 지향 설계) 

▪ HTML 및 XML 문서를 읽을 수 있는 능력 

▪ Eclipse 와 같은 IDE(통합 개발 환경)에 대한 기본적 경험 

▪ Ajax(Asynchronous JavaScript + XML) 및 RDBMS(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권장되나, 필수 요구 사항은 아님 

교육대상 

▪ Java 프로그래밍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엔터프라이즈 Java 개발 영역에 진입하기를 원하는 수강생 

▪ 경험이 많은 엔터프라이즈 Java 개발자이나 처음으로 JBoss 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경우 

▪ 경험이 풍부한 엔터프라이즈 Java 개발자로서, Java EE 6 와 최신 Red Hat JBoss Enterprise Application 

Platform 및 Red Hat JBoss Developer Studio 버전을 이용해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기를 원하는 경우 

▪ RHCJD(Red Hat Certified JBoss Developer) Exam(EX225) 준비를 위해 과정을 수강하려는 수강생 

간단내용 

 

Red Hat JBoss Enterprise Application Platform 6 를 위한 개발자 관리 작업 

▪ 새로운 Red Hat® JBoss® Enterprise Application Platform 6 관리 인터페이스 및 배포 모델을 활용합니다. 

 

Red Hat JBoss Developer Studio 소개 

▪ 서버의 제어 및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Red Hat JBoss Developer Studio 도구를 활용합니다. 

 

컨텍스트 및 종속성 삽입 

▪ CDI 지원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합니다. 

 

테스트 

▪ JUnit 및 Arquillian 을 이용해 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합니다. 

 

세션 빈 

▪ EJB 를 이용해 비즈니스 논리를 구현합니다. 

 

웹 서비스 

▪ RESTEasy 및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를 이용한 JAX-WS 지원을 위해 JBoss Enterprise 

Application Platform 구현을 활용하여 웹 서비스를 구축합니다. 

 

메시징 

▪ HornetQ 를 이용해 엔터프라이즈 구성 요소에 비동기식 메시징을 추가하고 MDB(Message-Driven Bean)를 

개발합니다. 

 

지속성 

▪ JPA 및 Hibernate 를 이용해 데이터 지속성을 지원합니다. 

 

웹 기반 UI 

▪ JSF 2 및 RichFaces 를 이용해 다기능 웹 UI 를 개발합니다. 

 

보안 

▪ JBoss Enterprise Application Platform 6 및 애플리케이션 보안 기능을 이용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을 

구현합니다. 

 

패키징 및 배포 

▪ 다양한 미들웨어 서버에 사용되는 JBoss Developer Studio 를 이용해 애플리케이션 패키지 배포 옵션에 대해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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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DO408 Automation with Ansible(시험포함) 

교육개요  

▪ 학생들은 랩 실습을 통해 Ansible 을 사용하여 관리 대상 호스트에서 시스템 관리 작업을 자동화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Ansible 플레이북을 작성하여 작업 실행을 표준화하며, 중앙 집중적으로 플레이북을 관리하고, 

Ansible Tower 의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반복되는 실행을 예약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 학생들은 또한 Ansible Vault 를 사용하여 Ansible 암호화를 관리하고, Ansible Tower 를 배포하며, 배포한 

Ansible Tower 를 통해 시스템을 관리하고, Vagrant 로 DevOps 환경에서 Ansible 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합니다. 

교육기간  ▪ 5 일(1 일 7 시간, 총 35 시간)  

선수지식  
▪ 기본적인 Red Hat Enterprise Linux 관리 기술 필수, RHCSA(Red Hat Certified System Administrator) 자격증 

취득 선호 

교육대상 
▪ 클라우드 프로비저닝, 구성 관리, 애플리케이션 배포, 인트라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 및 기타 IT 요구를 

자동화해야 하는 시스템 및 클라우드 관리자 

간단내용 

 

교육 과정 소개 

▪ 교육 과정을 소개하고 검토합니다. 

 

Ansible 소개 

▪ Ansible 용어 및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합니다. 

 

Ansible 배포 

▪ Ansible 을 설치하고 상황에 따른 명령을 실행합니다. 

 

플레이북 구현 

▪ Ansible 플레이를 작성하고 플레이북을 실행합니다. 

 

변수 및 포함 관리 

▪ 변수 범위 및 우선 순위를 설명하고 플레이의 변수 및 팩트를 관리하며 포함을 관리합니다. 

 

작업 제어 구현 

▪ Ansible 플레이북의 작업 제어, 처리기 및 태그를 관리합니다. 

 

Jinja2 템플릿 구현 

▪ Jinja2 템플릿을 구현합니다. 

 

역할 구현 

▪ 역할을 생성하고 관리합니다. 

 

복잡한 플레이북 구성 

▪ 연결 유형, 위임 및 유사성을 구성합니다. 

 

Ansible Vault 구현 

▪ Ansible Vault 를 사용하여 암호화를 관리합니다. 

 

Ansible 문제 해결 

▪ Ansible 제어 시스템 및 관리 대상 노드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Ansible Tower 구현 

▪ Ansible Tower 를 구현합니다. 

 

DevOps 환경에 Ansible 구현 

▪ Vagrant 를 사용하여 DevOps 환경에 Ansible 을 구현합니다. 

 

종합 복습 

▪ Automation with Ansible 교육 과정의 작업을 복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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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DO409 Automation with Ansible II: Ansible Tower 

교육개요  

▪ 이 교육 과정은 Ansible Tower by Red Hat 을 배포 및 사용하여 기존 Ansible 프로젝트, 플레이북, 역할을 

관리하고, Ansible Tower 설치의 기본 유지 및 관리를 수행하고, 사용자와 팀을 설정한 후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를 통해 시스템, 프로젝트, 기타 리소스를 제어하는 방법을 수강생에게 알려줍니다. 수강생은 또한 시각적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Ansible 작업을 중앙에서 시작, 제어, 모니터링하고, Ansible Tower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기존 템플릿에서 작업을 시작하고, Ansible 작업을 자동으로 스케줄링하며 

호스트 인벤토리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교육기간  ▪ 2 일(1 일 7 시간, 총 14 시간)  

선수지식  

▪ Automation with Ansible I(DO407)를 성공적으로 수료했거나 Ansible, Ansible 플레이북, 역할에 관해 이에 

상응하는 경험 보유 

▪ Red Hat Enterprise Linux 기반의 RHCSA(Red Hat Certified System Administrator)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Linux 시스템 관리 기술 보유 

교육대상 
▪ Ansible Tower by Red Hat 을 사용하여 규모에 맞게 Ansible 프로젝트와 플레이북 실행을 중앙에서 관리하려 

하는 Linux 시스템 관리자, 클라우드 관리자, 네트워크 관리자 

간단내용 

 

교육 과정 소개 

▪ 교육 과정을 소개하고 검토합니다. 

 

Ansible Tower by Red Hat 설치 및 해당 아키텍처 설명 

▪ Ansible Tower 를 설명하고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탐색 및 사용하기 위한 기본 능력을 입증합니다.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를 위해 사용자 및 팀 생성 

▪ 사용자 계정을 생성한 후 이를 팀으로 구성하여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Ansible 

Tower 에서 조직 리소스를 관리하고 이에 액세스합니다. 

 

인벤토리와 크리덴셜(Credential) 생성 및 관리 

▪ 머신 인벤토리를 생성하여 크리덴셜(Credential)을 관리 및 설정함으로써 Ansible Tower 가 해당 시스템에서 

작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Ansible Tower 를 사용하여 프로비저닝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 

▪ Ansible Tower 에서 기본 프로젝트와 작업 템플릿을 생성하여 Ansible 플레이북을 실행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관리형 시스템을 프로비저닝 및 설정합니다. 

 

고도화된 작업 워크플로우 구성 

▪ 작업 템플릿의 추가 기능을 통해 단순한 작업 시작 양식과 템플릿을 생성하여 여러 작업을 차례대로 

시작함으로써 워크플로우를 향상하고 외부 알림 시스템을 통해 작업의 성공 또는 실패를 리포트합니다. 

 

인벤토리를 동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인벤토리 멤버 비교 

▪ 중앙 집중식 정보 소스에서 인벤토리를 동적으로 생성하고 설정 편차 또는 차이에 대해 인벤토리에서 

호스트를 모니터링하는 등 고도화된 기술을 사용하여 인벤토리 작업을 수행합니다. 

 

Ansible Tower 유지보수 및 관리 

▪ Ansible Tower 에 대한 정기 유지와 관리를 수행하고 명령줄 툴과 Ansible Tower API 에 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합니다. 

 

Ansible Tower 를 사용한 시스템 프로비저닝과 관리를 포괄적으로 검토 

▪ 플레이북 및 기타 지원 파일이 포함된 Ansible 프로젝트와 기본 제공되는 사양을 이용하여 Ansible 

Tower 에서 특정 사용자와 팀, 인벤토리로 새로운 조직을 설정 및 운영함으로써 이 교육 과정에서 배운 

기술을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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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과정 

 

교육명 VMware vSphere : Install, Configure, Manage V6.5 

교육개요  

▪ VMware ESi™ 6.5 및 VMware vCenter Server®  6.5 가 포함 된 VMware vSphere®  6.5 의 설치, 구성 및 관리에 

중점을 둔 집중 실습 교육을 제공하는 이 5 일간의 과정을 통해 모든 규모의 조직에서 vSphere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다른 

VMware 기술에 대한 기반이 됩니다. 

교육목표 

▪ 인프라에서 vSphere 구성 요소와 해당 기능을 설명 

▪ ESXi 호스트 배포 

▪ vCenter Server 아키텍처 설명 

교육기간  ▪ 5 일(1 일 7 시간, 총 35 시간)  

교육대상 
▪ 시스템 관리자 

▪ 시스템 엔지니어 

교육내용 

Module 1. 과정 소개 

•   소개 및 과정 물류 

•   목표 

•   이 과정의 내용 설명 

•   VMware 인증 시스템 전체를 파악 

•   VMware 교육 학습 영역의 이점 숙지 

•   추가 자원 확인 

 

Module 2. vShere 및 Software-Defined 데이터 센터에 대한 소개 

•   물리적 데이터 센터의 토폴로지 설명 

•   vSphere 가상 인프라를 설명 

•   가상 컴퓨터의 파일 및 구성 요소 정의 

•   가상 시스템 사용의 이점 설명 

•   물리적 아키텍처와 가상 아키텍처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 

•   ESXi 의 목적 정의 

•   vCenter Server 의 목적 정의 

•   Software-Defined 데이터 센터 설명 

•   private, public, and hybrid cloud 설명 

 

Module 3. 가상 시스템 생성 

•   가상 컴퓨터, 가상 컴퓨터 하드웨어 및 가상 컴퓨터 파일 소개 

•   가상 시스템을 구성하는 파일 확인 

•   최신 가상 시스템 하드웨어 및 기능 설명 

•   가상 시스템 CPU, 메모리, 디스크 및 네트워크 리소스 사용량 설명 

•   VMware Tools ™의 중요성을 설명 

•   PCI pass-through, Direct I / O, 원격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및 NVMe 를 사용 

•   가상 컴퓨터 및 템플릿 배포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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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 시스템 디스크 형식 확인 

 

Module 4. vCenter 서버 

•   vCenter Server 아키텍처 소개 

•   vCenter Server 어플라이언스 배포 및 구성 

•   vSphere Web Client 사용 

•   vCenter Server 백업 및 복원 

•   vCenter Server 사용 권한 및 역할 검토 

•   vSphere HA 아키텍처 및 기능을 설명 

•   새로운 vSphere 인증 프록시 검사 

•   vCenter Server 인벤토리 개체 및 라이센스 관리 

•   새로운 vSphere 클라이언트 액세스 및 탐색 

 

Module 5. 가상 네트워크 구성 및 관리 

•   표준 스위치의 설명, 생성 및 관리 

•   가상 스위치 보안 및 부하 분산 정책 구성 

•   vSphere 분산 스위치와 표준 스위치의 조화와 비교 

•   가상 스위치 연결 유형 설명 

•   새로운 TCP / IP 스택 아키텍처 설명 

•   표준 스위치로 VLAN 사용 

 

Module 6. 가상 저장 장치 구성 및 관리 

•   템플릿 및 복제를 사용하여 새 가상 컴퓨터 배포 

•   가상 시스템 수정 및 관리 

•   가상 시스템을 복제 

•   가상 컴퓨터 하드웨어를 버전 12 로 업그레이드 

•   vCenter Server 인벤토리 및 데이터 저장소에서 가상 시스템을 제거 

•   사용자 지정 사양 파일을 사용하여 새 가상 컴퓨터를 사용자 지정 

•   vSphere vMotion 및 vSphere Storage vMotion 마이그레이션 수행 

•   가상 시스템 스냅 샷 생성 및 관리 

•   vApp 생성, 복제 및 내보내기 

•   콘텐츠 라이브러리 유형 및 배포 방법 및 사용 방법 소개 

 

Module 7. 가상 머신 관리 

•   템플릿 및 복제를 사용하여 새 가상 컴퓨터 배포 

•   가상 시스템 수정 및 관리 

•   가상 시스템을 복제 

•   가상 컴퓨터 하드웨어를 버전 12 로 업그레이드 

•   vCenter Server 인벤토리 및 데이터 저장소에서 가상 시스템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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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지정 사양 파일을 사용하여 새 가상 컴퓨터를 사용자 지정 

•   vSphere vMotion 및 vSphere Storage vMotion 마이그레이션 수행 

•   가상 시스템 스냅 샷 생성 및 관리 

•   vApp 생성, 복제 및 내보내기 

•   콘텐츠 라이브러리 유형 및 배포 방법 및 사용 방법 소개 

 

Module 8. 자원 관리 및 모니터링 

•   가상 CPU 및 메모리 개념 소개 

•   가상 메모리 교정 기술 설명 

•   가상 머신의 과도한 커미션 및 리소스 경쟁 설명 

•   Resource pool 구성 및 관리 

•   CPU 및 메모리 사용을 최적화하는 방법 설명 

•   리소스 사용을 모니터링하는 다양한 도구 사용 

•   알람을 생성하고 사용하여 특정 조건이나 이벤트를 보고 

•   Resource pool 설명 및 배포 

•   예약, 한도 및 공유 설정 

•   확장 가능한 reservation 설명 

•   Resource setting 에 대한 변경 계획 

•   vApp 생성, 복제 및 내보내기 

•   vCenter Server 성능 차트 및 esxtop 을 사용하여 vSphere 성능 분석 

 

Module 9. vSphere HA 및 vSphere Fault Tolerance 

•   vSphere HA 아키텍처 설명 

•   vSphere HA 클러스터 구성 및 관리 

•   vSphere HA 고급 매개 변수 사용 

•   클러스터 전체의 재시작 순서 기능 정의 

•   장애 조치 중 인프라 또는 인앱 종속성 강화 

•   vSphere HA heartbeat network 및 datastore heartbeat 설명 

•   vSphere Fault Tolerance 소개 

•   가상 시스템에서 vSphere Fault Tolerance 사용 가능 

•   가상 SAN 과 vSphere Fault Tolerance 상호 운용성 지원 

•   vSphere Fault Tolerance 가상 시스템의 통합 강화 검사 

•   vSphere 복제 소개 

•   vSphere Data Protection 을 사용하여 데이터 백업 및 복원 

 

Module 10. Host 확장성 

•   vSphere DRS 클러스터의 기능 및 이점 설명 

•   vSphere DRS 클러스터 구성 및 관리 

•   선호도 및 부적합성 규칙에 대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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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if 분석 및 사전 대응 vSphere DRS 에 대한 새로운 기능 설명 

•   VMware vRealize® Operations Manager ™의 예측 데이터를 사용하여 vSphere DRS 의 발전을 강조 

•   CPU 또는 메모리 변경을 대비하기 위한 선제 조치 수행 

•   vCenter Server 내장 vSphere 업데이트 관리자, VMware vSphere® ESXi ™ 이미지 작성기 CLI 및 VMware 

vSphere®  자동 배포 기능 설명 

•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해 vSphere HA 및 vSphere DRS 를 함께 사용 

 

Module 11. vSphere 업데이트 관리자 및 호스트 유지 관리 

•   새로운 vSphere Update Manager 아키텍처, 구성 요소 및 기능 설명 

•   vSphere Update Manager 를 사용하여 ESXi, 가상 시스템 및 vApp 패치를 관리 

•   vSphere Update Manager 및 vSphere Update Manager 플러그 인 설치 

•   패치 기준선 만들기 

•   호스트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호스트 구성 준수를 관리 

•   호스트 검사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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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VMware vSphere : Fast Track V6.0 

교육개요  

▪ 설치, 구성, 관리, 및 VMware vSphere 6, VMware ESXi 6 및 VMware vCenter 서버 6 을 포함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 과정의 내용을 결합 된 VMware vSphere: 설치, 구성, 관리 가용성과 확장성 

vSphere 환경 유지에 필요한 능력을 문제 해결 과정. 실습 완료 완료를 통해 이러한 개념 실제적인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육목표 ▪ VMware vSphere 기반의 가상화 환경을 구축하거나 구성, 관리하는데 필요한 지식 습득 

교육기간  ▪ 5 일(1 일 7 시간, 총 35 시간)  

선수지식 
▪ MS 윈도우 또는 리눅스 경험이 있는 시스템 관리자 

▪ VCA-DCV 자격증을 위한 VMware Data Center Virtualization Fundamental 과정에 제시된 개념 이해 

교육대상 ▪ 숙련된 시스템 관리자 경험 있는 시스템 통합자 연산자 ESXi 및 vCenter 서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분 

교육내용 

 

Module 1. 소프트웨어 정의 된 데이터 센터  

• 가상화 구성요소, 가상화 개념, vSphere 설치, 사용 

 

Module 2. 가상 컴퓨터 만들기 

▪ 가상컴퓨터 하드웨어, 파일, 배포, OVF 템플릿 

 

Module 3 . VMware vCenter 서버 

▪ 아키텍처, 어플라이언스, 설치, 서버기기 구성, SSO 구성, VM 웨어 플랫폼 서비스 컨트롤러 등 

 

Module 4. vSphere 문제 해결 

▪ 구조화된 방법, 로그파일사용 

 

Module 5. 구성 및 가상 네트워크 관리 

▪ 표준스위치, 포트그룹 NIC 팀 구성, 분산 스위치 관리, 가상 네트워킹 문제 해결 

 

Module 6. 구성 및 가상 스토리지 관리 

▪ 프로토콜, ESXi iSCSI, NFS, 및 파이버 채널 구성 스토리지, vm 웨어 vSphere VMFS 데이터 스토어 관리 등 

 

Module 7. 가상 컴퓨터 관리 

▪ 서식파일, 가상 컴퓨터 배포, 스탭숏, vMotion 마이그레이션 구행, vApp 생성, 콘텐츠 라이브러리 

 

Module 8. 자원 관리 및 모니터링 

▪ 가상 CPU, 메모리, 리소스 풀 관리, 성능 그래프 등 

 

Module 9. vSphere HA 및 vSphere FT 

▪ 아키텍처, 클러스터, 고급매개변수설정 등 

 

Module 10. 호스트 확장성 vSphere DRS 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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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Sphere DRS 클러스터 기능설명, 만들기, 정보보기, 문제해결 

 

Module 11. vSphere 업데이트 관리자 및 호스트 유지 보수 

▪ 설치, 업데이트 관리자, 호스트 프로파일 사용 등 

 

Module 12. vSphere 구성 요소 설치 

▪ ESXi 대화형 설치방법, ESXi 호스트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 vCenter 서버 설치를 위한 시스템 요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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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VMware vSphere: Design and Deploy Fast Track [V6] 

교육개요  

이 연장된 교육 과정을 통해 VMware vSphere®  6.0 가상 인프라를 설계 및 배포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및 

기능을 익힐 수 있습니다. 검증 된 접근 방식을 통해 사용 가능하고, 확장 가능하며, 관리가 쉽고 안전하며 

VMware 모범 사례를 사용하는 가상화 솔루션을 디자인하고 배포할 수 있게 됩니다. 

▪ 이 과정에서는 사용 가능한 디자인 대안의 이점과 위험에 대해 설명하고 올바른 설계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설계 프로젝트에서 동료와 협력하여 디자인 기술을 연습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완성 된 vSphere 디자인의 구성 요소를 배포해 볼 수 있습니다. 

▪ 이 과정은 VMware ESXi ™ 6.0 및 VMware vCenter Server ™ 6.0 을 기반으로 합니다. 

교육목표 

▪ 현재 환경의 비즈니스 및 응용프로그램 요구사항 평가 

▪ 디자인에 프레임 워크 이해 및 적용 

▪  엔터프라이즈 용 핵심 관리 인프라, 가상 데이터 센터 등의 디자인 및 배포 

교육기간  ▪ 5 일(1 일 7 시간, 총 35 시간)  

선수지식 
▪ VMware vSphere: Install, Configure, Manage [V6.5] 
▪ VMware vSphere: Optimize and Scale [V6.5] 

교육대상 ▪ 숙련 된 시스템 통합자로서 vSphere 환경을 디자인 및 배포하는 컨설턴트 분들 

교육내용 

 

Module 1. 인프라 평가  

▪ 가상화 구성요소, 가상화 개념, vSphere 설치, 사용 

 

Module 2. 핵심 관리 인프라 

▪ vCenter Server 구성 요소 및 데이터베이스에 적합한 플랫폼 선택 

▪ 핵심 관리 인프라 설계 검토 및 설계대로 구현 

 

Module 3. 가상 데이터 센터 인프라 

▪ 비즈니스 및 워크로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가상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디자인 생성, 설계에 필요한 용량 

계산 등 

 

Module 4. 컴퓨팅 인프라 

▪ 적절한 ESXi 부팅, 설치 및 구성 옵션이 포함 된 컴퓨팅 인프라 디자인을 생성 

▪  ESXi 호스트 설치 자동화 스크립트 구성 및 실행 

 

Module 5. 스토리지 인프라 

▪ 설계를 위한 스토리지 용량 및 성능 요구 사항 계산 

▪ 다양한 스토리지 플랫폼 및 스토리지 관리 솔루션의 사용 평가 

▪ 스토리지 플랫폼 설계 검토 및 설계대로 배치 

 

Module 6. 네트워크 인프라 

▪ 서로 다른 네트워크 구성 요소 및 네트워크 관리 솔루션의 사용 평가 

▪ 네트워크 세분화 및 가상 스위치 유형에 대한 정보가 포함 된 네트워크 구성 요소 아키텍처 설계 

 

Module 7. 가상 머신 디자인 



 

- 145 - 

 

▪ 리소스 결정을 포함한 가상 컴퓨터 디자인 결정, 가상 컴퓨터 설계 

▪ 가상 시스템 설계 검토 및 설계대로 배치 

 

Module 8. 인프라 보안 

▪ vSphere 환경의 다양한 계층에 대한 보안 설계 결정 

▪ vSphere 환경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보안 전략 수립 

 

Module 9. 인프라 관리 효율성 

▪ 데이터 센터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VMware vSphere® Update Manager ™ 디자인 결정 

▪ vSphere Update Manager 아키텍처 설계 검토 및 설계대로 배포 

▪ vSphere 환경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인프라 관리 전략을 설계 

 

Module 10. 인프라 복구 가능성 

▪ 필수 영역에서 인프라 복구 가능성 설계 결정 

▪ vSphere 환경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인프라 복구 가능성 전략 수립 

▪ 인프라 복구 가능성 설계 검토 및 설계대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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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VMware vSphere: What's New [V5.5 to V6.5] 

교육개요  

▪ Vmware vSphere : What’s New 과정은 VMware vCenter Server ™ 6 및 VMware ESXi ™ 6 의 최신 기능과 

향상된 기능을 실습과 함께 배울 수 있는 과정입니다. 

▪ VMware vSphere®  6 를 효율적으로 구현 및 구성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실제 사례 시나리오와 

랩 실습 및 강의 자료를 활용 할 수 있습니다. 

▪ 이 과정은 vSphere6 를 기존 vSphere 환경에 배포하려는 분들에게 귄장합니다. 

교육목표 

▪ 새로운 ESXi 보안 및 계정 관리 기능 구성 

▪ 스토리지 정책 구성 

▪ 가상 볼륨 생성 및 사용 

▪ VMware vSphere®  Network I / O Control 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리소스를 할당 

교육기간  ▪ 3 일(1 일 7 시간, 총 21 시간)  

선수지식 
▪ VMware vSphere: Install, Configure, Manage [V6.0] 
▪ VMware vSphere: Optimize and Scale [V6.0] Or equivalent experience with vSphere deployments 

교육대상 
▪ vSphere: Install, Configure, Manage V5.x 과정을 수료한 vSphere 운영자 및  

▪ 시스템 엔지니어 분들 

교육내용 

 

Module 1. 코스 소개 

▪ 소개 및 과정 물류 

▪ 목표 달성 및 목표 

▪ 온라인 vSphere 리소스 

▪ 온라인 vSphere 문서 위치 

 

Module 2. vSphere 6 에 대한 소개 

▪ vSphere 6 의 향상된 기능 설명 

▪ vRealize Operations Manager 를 사용하여 software-defined data center 를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 

 

Module 3. 설치 및 업그레이드 

▪ vSphere 5.5 와 vSphere 6 설치 과정의 차이점을 설명 

▪ vSphere 6 의 각 구성 요소에 대한 시스템 요구 사항 확인 

▪ 필요한 vCenter Server 배포 모드를 결정 

▪ vSphere 6 업그레이드 프로세스 및 설치 미디어 논의 

▪ vSphere 6 의 다양한 배포 시나리오에 대해 올바른 데이터베이스 옵션을 결정 

 

Module 4. 향상된 컴퓨터 기능 

▪ vSphere 6 의 확장성과 성능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제시 

▪ Hot-plug 및 SMART solid-state 드라이브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기능 논의 

▪ 잠금 설정에 대한 개선 사항을 논의 

▪ 가상 하드웨어 11 이 가상 컴퓨터 리소스 구성을 확장하는 방법을 설명 

▪ vSphere 6 의 NUMA 노드에 hot-add 메모리가 분산되는 방식을 설명 

 

Module 5. 관리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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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Mware vCenter ™ Single Sign-On ™ 인증 프로세스 논의 

▪ vSphere 6 인증 기관의 새로운 기능 설명 

▪ 인증서 기반 게스트 승인 표시 

▪ ESXi 호스트와 vCenter Server 가 SSL 을 통해 안전하게 통신하는 방법을 설명 

▪ ESXi 인증서 교체에 대한 변경 사항 설명 

▪ vSphere 라이센스 서비스 업그레이드 논의 

▪ vSphere Web Client 를 사용하여 ESXi 6 및 vCenter Server 라이센스 

 

Module 6. 스토리지 향상 

▪ Storage Awareness ™를위한 VMware vSphere® API 논의 

▪ 스토리지 기반 정책 구성 

▪ 공유 예약 및 파일 잠금 논의 

▪ vSphere 로 NFS 4.1 의 이점과 효과를 설명 

▪ Kerberos 및 RPC (Remote Procedure Call) 헤더 인증 사용 

 

Module 7. 네트워크 향상 

▪ 네트워크 I / O 제어 작업 

▪ 네트워크 I / O 제어를 버전 3 으로 업그레이드 

▪ vSphere 분산 스위치에서 네트워크 리소스 관리 사용 가능 

▪ 공유, 예약 및 제한을 기반으로 시스템 및 가상 시스템 트래픽에 대한 대역폭 할당 구성 

▪ vSphere 6 release 에서 IPv6 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설명 

 

Module 8. 가용성 향상 

▪ vSphere vMotion 에 대한 향상된 기능 향상 

▪ vSphere vMotion 을 사용하여 vCenter Server 인스턴스간에 가상 시스템을 마이그레이션하십시오. 

▪ vSphere 6 에서 다중 프로세서 내결함성 기능 및 대칭 다중 처리 (SMP) 기능 사용 

▪ VMware vCloud® Air ™의 이점 설명 

▪ vCloud Air 와 vSphere 6 의 통합 방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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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VMware vSphere: Optimize and Scale [V6.5] 

교육개요  

▪ 이 5 일 과정에서는 가용성과 확장 성이 뛰어난 가상 인프라 스트럭처를 구성하고 유지 관리하는 고급 

기술을 교육합니다. 강의 및 실습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장 가능한 인프라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vSphere 

기능을 구성 및 최적화하고 이러한 기능이 언제 어디서 가장 효과가 있는지 토론하게 됩니다. vSphere 에 깊게 

이해하고 고급 기능과 컨트롤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려는 사람은 누구나 이 과정을 통해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육목표 

▪ vSphere 환경의 변경 관리 

▪ 모든 vSphere 구성 요소의 성능 최적화 

▪ 보안 위협으로부터 vSphere 환경 강화 

교육기간  ▪ 5 일(1 일 7 시간, 총 35 시간)  

선수지식 

▪ Understanding of concepts presented in the VMware vSphere: Install, Configure, Manage [V6.5] course 

▪ Equivalent knowledge and administration experience with ESXi and vCenter Server 

▪ Experience with working at the command prompt is highly recommended 

교육대상 • 숙련된 시스템 관리자, 시스템 엔지니어 및 시스템 통합자 

교육내용 

Module 1. 코스 소개 

▪ 소개 및 과정 물류 

▪ 목표  

▪ 이 과정을 마친 후 추가 자원 확인 

▪ 다른 VMware 교육 제품 정보 확인 

 

Module 2. 네트워크 확장성 

▪ vSphere 분산 스위치 구성 및 관리 

▪ 포트 미러링, LACP, QoS 태그 지정 및 NetFlow 와 같은 분산 스위치 기능을 설명 

 

Module 3. 스토리지 확장성 

▪ 어레이 통합 및 스토리지 인식을 위해 vSphere 스토리지 API 를 설명합니다. 

▪ 가상 시스템 저장소 정책 구성 및 할당 

▪ VMware vSphere® Storage DRS ™ 및 VMware vSphere® 스토리지 I / O 제어 구성 

▪ vSphere 에서 가상 볼륨 생성 및 사용 

 

Module 4. 호스트 및 관리 확장성 

▪  VMware vCenter® Converter ™ 사용 방법 설명 

▪ 콘텐츠 라이브러리 정의 및 사용 

▪ 호스트 프로파일 설명 및 사용 

▪ VMware vSphere® ESXi ™ Image Builder CLI 및 vSphere Auto Deploy 설명 및 사용 

 

Module 5. CPU 최적화 

▪ CPU 스케줄러 작동, NUMA 지원 및 CPU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기능을 설명 

▪ 핵심 CPU 성능 메트릭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esxtop 사용 

 

Module 6. 메모리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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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리가 과도하게 커질 때 메모리 교정을 위해 ballooning, 메모리 압축 및 host-swapping 기술을 설명 

▪ 핵심 메모리 성능 메트릭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esxtop 사용 

 

Module 7. 스토리지 최적화 

▪ 스토리지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설명 

▪ 주요 저장 성능 메트릭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esxtop 사용 

 

Module 8. 네트워크 최적화 

▪ 네트워크 어댑터의 성능 기능을 설명 

▪ vSphere 네트워킹의 성능 기능을 설명 

▪ 주요 네트워크 성능 메트릭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esxtop 사용 

 

Module 9. vSphere 분석 

▪ Proactive DRS 가 가상 컴퓨터 가용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설명 

▪ vRealize Log Insight 를 사용하여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 

 

Module 10. vCenter Server 가용성 및 성능 

▪ Center Server 및 VMware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의 기본 고가용성 기능을 설명 

▪ vCenter Server 및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고가용성 구성 

▪ vCenter Server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이해 

 

Module 11. vSphere 보안 

▪ ESXi 호스트 액세스 및 권한 부여 구성 

▪ ESXi, vCenter Server 및 가상 시스템 보안 

▪ VMware 인증 기관을 사용하여 vSphere 인증서 관리를 구성 

▪ 가상 시스템, 코어 덤프 및 VMware vSphere® vMotion®을 암호화하도록 vSphere 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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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VMware vSphere: Troubleshooting Workshop V6.5 

교육개요  

▪ VMware vSphere®  6.x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고급 지식, 기술 및 역량을 제공합니다. 이 

워크샵은 명령 줄 인터페이스, VMware vSphere®  Web Client, VMware vRealize®  Log lnsight ™ 및 기타 도구를 

사용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향상시킵니다. 

교육목표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고급 기술과 문제 해결 능력 습득 

교육기간  ▪ 5 일(1 일 7 시간, 총 35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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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 VMware vSphere ICM 과정을 수료했거나 그에 준하는 경험을 가진 분 

▪ VCP 를 이미 취득하고 VCAP6-DCA 를 준비하시는 분  

▪ VMware 가상화 환경을 운영과 관리를 담당한 시스템 관리자나 엔지니어 

교육내용 

Module 1. 코스 소개 

▪ VMware 인증 시스템 

• VMware 교육 학습 영역의 이점 

 

Module 2. 문제 해결에 대한 소개 

▪ 시스템 문제의 영향 식별 

▪ 문제 해결 범위 정의 

▪ 구조화 된 접근법  

▪ 문제 해결 원칙 이해 

▪ 논리적 문제 해결 절차 

▪ 문제 해결 예제 

 

Module 3. 문제 해결 도구 

▪ 명령 줄 도구를 사용하여 문제 식별 및 문제 해결 

▪ VMware vSphere® 관리 보조 프로그램 사용 

▪ 중요한 로그 파일 찾기 및 해석 

▪ 로그 집계, 효율적인 로그 검색 및 문제 분석을 위해 v 로그화 인사이트 사용 

 

Module 4. Networking 

▪ 네트워크 관련 문제의 증상 식별 

▪ 표준 스위치 및 분산 스위치 문제 분석 및 해결 

▪ 가상 시스템 연결 문제 분석 및 해결 

▪ 공통 관리 네트워크 연결 문제 조사와 구성복원 

▪ 잠재적 문제를 식별 

 

Module 5. Storage 

▪ 스토리지 (iSCSI, NFS, VMware vSphere® VMFS, VMware vSAN ™ 및 VMware vSphere® Virtual Volumes 

™) 연결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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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지 관련 로그 분석 

▪ 하드웨어 오작동 및 소프트웨어 오작동 시나리오 분석 

▪ 영구 장치 손실 (PDL) 및 모든 경로 작동 중지 (APD)를 포함하여 다중 경로 관련 문제 확인 

▪ 오류 상태에서 복구 및 스토리지 가시성 복원 

 

Module 6. vSphere 클러스터 

▪ vSphere HA 와 관련된 문제 확인 및 복구 

▪ 가상 시스템 마이그레이션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vSphere vMotion 문제 분석 및 해결 

▪ vSphere DRS 문제를 논의하고 복구하여 적절한 기능과 균형 잡힌 자원 사용 

▪ vSphere 클러스터 실패 시나리오 및 가능한 솔루션 확인 

 

Module 7. 가상머신 

▪ 일반적인 가상 시스템 스냅 샷 문제 분석 및 해결 

▪ 원인파악과 가상 시스템의 전원 켜짐 문제 해결 

▪ 가상 시스템 연결 상태 문제 해결 

▪ VMware Tools 설치 중에 발생한 문제 해결 

▪ 실패 시나리오를 조사 및 해결책 제공 

 

Module 8. vCenter Server 및 ESXi 

▪ vSphere 6.x 에서 vCenter Server 및 VMware Platform Services Controller ™ 아키텍처 이해 

▪ VMware 인증 기관 및 인증서 문제 해결 

▪ vCenter Server 서비스의 문제 분석 및 수정 

▪ vCenter Server 데이터베이스 문제 분석 및 수정 

▪ VMware vCenter Server® 고 가용성 문제 식별 

▪ ESXi 호스트 및 vCenter Server 오류 시나리오 검토 및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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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VMware vSphere: Install, Configure, Manage plus Optimize and Scale Fast Track V6.0 

교육개요  

▪ 본 교육과정에서는 VMware ESXi ™ 6.0 및 VMware vCenter ™ 6.0 을 비롯한 VMware vSphere®  6.0 의 설치, 

구성, 관리 및 마스터 링에 중점을 둡니다. 

▪ 이 과정에서는 VMware 의 베스트셀러 인 VMware vSphere : Install, Configure, Manage 과정에 고가용성 및 

확장성 vSphere 환경 구성에 필요한 고급 확장 성과 성능 모니터링 작업 및 기술을 결합합니다. 수강생들은 

랩 실습을 통해 이러한 개념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 이 과정을 완료하면 VMware Certified Professional 6 - 데이터 센터 가상화 (VCP6-DCV)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교육목표 

▪ VMware vCenter Server ™ 아키텍처 설명 

▪ vCenter Server 를 사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호스트 스토리지 (VMware vSphere®  VMFS, NFS, VMware)를 

관리합니다. 

▪ VMware vSphere®  Update Manager ™를 사용하여 패치를 적용하고 ESXi 의 기본 문제 해결을 수행 

교육기간  ▪ 5 일(1 일 7 시간, 총 35 시간)  

선수지식 

▪ Microsoft Windows or Linux operating systems 에서의 시스템 관리자 경험 

▪ VMware Data Center Virtualization Fundamentals course 또는 VCA-DCV certification 에 제시된 개념 이해 

▪ vSphere 실무 경험 

교육대상 
▪ 숙련된 시스템 관리자, 시스템 엔지니어 및 시스템 통합자와 함께, 단기간에 vSphere 기술 습득을 원하는 

가상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갖춘 관리자 

교육내용 

Module 1. Software-Defined Data Center 

▪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의 구성 요소 소개 

▪ vSphere 가 클라우드 아키텍처에 적합한 위치 설명 

▪ vSphere Client 설치 및 사용 

▪ ESXi 개요 

 

Module 2. 가상 시스템 생성 

▪ 가상 컴퓨터, 가상 컴퓨터 하드웨어 및 가상 컴퓨터 파일 소개 

▪ 단일 가상 시스템 배포 

 

Module 3. vCenter 서버 

▪ vCenter Server 아키텍처 소개 

▪ vCenter Server 어플라이언스 배포 및 구성 

▪ vSphere Web Client 사용 

▪ vCenter Server 인벤토리 개체 및 라이센스 관리 

 

Module 4. 가상 네트워크 구성 및 관리 

▪ 표준 스위치 설명, 작성 및 관리 

▪ 표준 스위치 속성 설명 및 수정 

▪ 표준 스위치 포트 그룹의 NIC 팀 구성 설명 

 

Module 5. 가상 저장 장치 구성 및 관리 

▪ 스토리지 프로토콜 및 장치 이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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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CSI 및 NFS 스토리지로 ESXi 구성 

▪ VMFS 데이터 저장소 생성 및 관리 

▪ 가상 SAN 데이터 스토어 소개 

▪ 가상 볼륨 소개 

 

Module 6. 가상 머신 관리 

▪ 템플릿 및 복제를 사용하여 가상 컴퓨터 배포 

▪ 가상 시스템 수정 및 관리 

▪ 가상 시스템 스냅 샷 생성 및 관리 

▪ vSphere vMotion 및 vSphere Storage vMotion 마이그레이션 수행 

▪ VMware vSphere® vApp (s) ™ 생성 

▪ 컨텐츠 라이브러리 소개 

 

Module 7. 액세스 및 인증 제어 

▪ 역할 및 권한을 통해 사용자 액세스 제어 

▪ ESXi 호스트 액세스 및 인증 정보 

▪ Active Directory 와 ESXi 의 통합 

 

Module 8. 자원 관리 및 모니터링 

▪ 가상 CPU 및 메모리 개념 소개 

▪ CPU 및 메모리 사용을 최적화하는 방법 설명 

▪ 리소스 풀 구성 및 관리 

▪ vCenter Server 성능 그래프 및 알람을 사용하여 리소스 사용을 모니터링 

 

Module 9. vSphere HA 및 vSphere Fault Tolerance 

▪ vSphere HA 아키텍처 설명 

▪ vSphere HA 클러스터 구성 및 관리 

▪ vSphere HA 고급 매개 변수 사용 

▪ vSphere Fault Tolerance 소개 

▪ 가상 시스템에서 vSphere Fault Tolerance 사용 가능 

▪ VMware vSphere® Replication ™ 소개 

▪ vSphere Data Protection 을 사용하여 데이터 백업 및 복원 

 

Module 10. 네트워크 확장성 

▪ vSphere 분산 스위치, 네트워크 연결 및 포트 그룹을 생성, 구성 후 관리 

▪ 사설 VLAN, 검색 프로토콜, 네트워크 I / O 제어, NetFlow 및 포트 미러링과 같은 분산 스위치 기능을 설명 

 

Module 11. Host 확장성 

▪ ESXi 구성 준수를 관리하기 위해 호스트 프로파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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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Sphere DRS 클러스터 구성 및 관리 

▪ 향상된 vMotion 호환성 구성 

▪ vSphere HA 및 vSphere DRS 를 함께 사용 

 

Module 12. 스토리지 확장성 

▪ VMware vSphere® Storage API - 스토리지 통합 및 VMware vSphere® API for Storage Awareness ™ 설명 

▪ Policy-driven 스토리지 설명 

▪ 가상 시스템 저장소 프로필에 저장소 정책 추가 

▪ vSphere 스토리지 I / O 제어 소개 

▪ 데이터 저장소 클러스터 만들기 

▪ vSphere 저장소 DRS 구성 

 

Module 13. 패치 관리 

▪ vSphere Update Manager 를 사용하여 ESXi 패치 관리 

▪ vSphere Update Manager 및 vSphere Update Manager 플러그 인 설치 

▪ 패치 기준선 만들기 

▪ 호스트 검사 및 수정 

 

Module 14. Vmware 관리 리소스 

▪ VMware vSphere® Management Assistant 설명 

▪ vSphere Management Assistant 구성 

▪ VMware vSphere® 명령 줄 인터페이스 명령 세트 설명 

▪ 호스트 관리, 네트워크 관리, 저장소 관리 및 성능 모니터링을위한 명령 줄 작업을 수행 

 

Module 15. Vmware 구성요소 설치 

▪ vCenter 링크 모드를 설명하여 여러 vCenter Server 인벤토리를 관리 

▪ ESXi 설치를 소개 

▪ SAN 에서 부트 요구 사항 설명 

▪ vCenter Server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요구 사항 설명 

▪ vCenter Server 설치 (Windows 기반) 

 

Module 16. 호스트와 관리 확장성 

▪ VMware vSphere® Distributed Power Management ™ 구성 및 관리 

▪ VMware vSphere® PowerCLI ™ 사용 

▪ vSphere ESXi Image Builder CLI 를 사용하여 ESXi 설치 이미지 만들기 

▪ vSphere Auto Deploy 를 사용하여 상태 비 저장 ESXi 호스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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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VMware vRealize Automation : Install, Configure, Manage V7.0 

교육개요  

▪ 본 과정은 VMware vSphere 환경에 익숙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VMware vRealize Automation Center 를 

설치하고 구성하며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vCloud Automation Center 

플랫폼을 구성하고 사용하는 방법 이외에도 셀프 서비스 프로비저닝과 멀터벤더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교육목표 
▪ VMware vRealize Automation Center 플랫폼을 구성하고 사용하는 방법과 셀프 서비스 프로비저닝과 멀티벤더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하는 방법을 학습 

교육기간  ▪ 5 일(1 일 7 시간, 총 35 시간)  

선수지식 

▪ VMware vSphere 6.0: Install, Configure, Manage  

▪ VMware vSphere 6.0 : Optimize and Scale  

▪ VMware vCenter Orchestrator: Develop Workflows 

교육대상 

▪ 시스템 관리자 경험이 있으신 분  

▪ 클라우드 관리자  

▪ 시스템 통합 전문가  

▪ 운영 개발자 

교육내용 

Module 1. 코스 소개 

▪ 과정 소개 및 과정 목표 

 

Module 2. vRealize Automation 의 개요와 아키텍처 

▪ SDDC 의 정의, vRealize Automation 목적과 관리 및 셀프 서비스 프로비저닝의 개념 

▪ vRealize Automation 의 배포 및 설계 구성 

 

Module 3. vRealize Automation 의 인증 

▪ vRealize Automation 의 인증 방법과 특정한 작업에 대한 역할 

▪ vRealize Automation 의 자동화 엔드 포인트 구성 및 컴퓨터 리소스 검색 

 

Module 4. 통합 된 청사진 및 카탈로그 관리 

▪ 청사진을 구성하는 과정과 옵션 정의, 청사진과 가상머신 및 시스템을 생성, 서비스 카탈로그 역할 및 항목 

정의 

 

Module 5. 카탈로그 서비스 

▪ 서비스 프로비저닝 상태 모니터 및 프로비저닝 시스템 재인식 

▪ 승인 정책 수준과 승인 단계 및 프로비저닝의 속성 

 

Module 6. VMware  NSX 통합 

▪ vRealize Automation 이 사용하는 VMware NSX 구성요소 설명 및 통합 이점 설명 

▪ vRealize Automation 청사진에 VMware NSX 요소 사용 

 

Module 7. 응용 프로그램 제작 

▪ vRealize Automation 응용 프로그램 배포의 라이프 사이클 이해 및 서비스 카탈로그에서 응용 프로그램의 

청사진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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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 8. 모니터링 및 교정 

▪ 자원 사용을 모니터하는 방법 정의 및 자원을 재생하는 방법 설명 

▪ 기계 임대를 관리하는 방법 설명 및 시스템 이벤트 모니터링 

 

Module 9. vRealize 자동화 확장 

▪ vRealize 자동화 확장 도구 정의 및 사례  

▪ vRealize 오케스트레이터 사용 및 플러그인 

▪ XaaS 구성요소 및 청사진  

▪ 이벤트 브로커 및 워크 플로우 

 

Module 10. vRealize 자동화 설치 

▪ vRealize 자동화 설치 전제조건 및 절차, 기기 배치, 기기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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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VMware vRealize Automation : Install, Configure, Manage V6.2 

교육개요  

▪ 본 과정에서는 Forensic 및 Predictive 도구로 VMware vRealize Operations Manager 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며 

VMware ESXi™ 6, VMware vCenter Server 6, vRealize Operations Manager 6.2 의 사용자 정의 및 관리 등의 고급 

기능에 대한 명령어를 기반으로 학습 할 수 있습니다. 

교육목표 
▪ VMware vRealize Operations Manager 를 사용하는 방법, 사용자 정의 및 관리 등의 고급 기능에 대한 

명령어를 기반 지식 습득 

교육기간  ▪ 5 일(1 일 7 시간, 총 35 시간)  

선수지식 

▪ 시스템 관리자로써 vSphere 배포의 경험 또는 다음 과정 수료  

▪ VMware vSphere: Install, Configure, Manage [V6.0]  

▪ VMware vSphere: Optimize and Scale [V6.0] 

교육대상 

▪ 시스템 관리자 

▪ 시스템 통합 전문가  

▪ vRealize Operations Manager 컨텐츠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컨설턴트 경험자 

교육내용 

Module 1. 코스 소개 

▪ 과정 소개 및 과정 목표 

 

Module 2. vRealize Operations Manager 소개 

▪ SDDC 관리 위한 vRealize Automation 구현 방식 소개 

▪ vRealize Automation 특징 및 장점 소개 

 

Module 3. vRealize Operations Manager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주요 영역 탐색 

▪ Inventory trees 중요성 설명 및 탐색 

 

Module 4. vRealize Operations Manager 개념 

▪ 환경에 관한 정보 수집 및 report 작성 

▪ vRealize Operations Manager 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Module 5. 문제해결 시스템 Health Issues 

▪ 시스템 상태 문제 해결과정, 모니터링 등 

 

Module 6. 수용성 계획 

▪ 수용성 계획 모델, 위험요소 해결 등 

 

Module 7. Tag, Application 및 Object Group 

▪ 그룹객체태그/애플리케이션 사용 등 

 

Module 8. 정책 

▪ 컨텐츠 커스터마이징 가이드라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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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 9. Intelligent Workload Placement 

Module 10. Custom Alert 정의 

▪ Symptom 정의, 알림 생성 등 

 

Module 11. Custom Views 

Module 12. Custom Dashboard 

Module 13. Super Metric 

Module 14. 사용자 액세스 제어  

Module 15. 운영 시스템과 Application 모니터링 

Module 16. Management Packs 

Module 17. 아키텍쳐, 확장성 및 가용성 

Module 18. vRealize Operations Manager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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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VMware vRealize Operations Manager for Operators V6.0 

교육개요  

▪ 본 과정은 VMware vSphere®  환경의 운영을 담당하는 데이터 센터 운영자를 위한 과정입니다. 이 교육 

과정에서는 VMware vRealize®  Operations Manager ™를 포렌식 및 예측 도구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운영자가 배울 수 있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VMware ESXi ™ 5.x, VMware vCenter Server ™ 5.x 및 vRealize 

Operations Manager 6.0 을 기반으로 합니다. 

 
참고 : VMware vRealize Operations Manager: Install, Configure, Manage 과정을 수강 한 경우 중복 콘텐츠로 

인해 이 과정의 수강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교육목표 

▪ vRealize Operations Manager 사용자 인터페이스 탐색 

▪ 경고 및 분석 배지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vSphere 운영 문제를 해결합니다.  

▪ 용량 위험 및 인프라 사용 모니터링 

▪ 환경에서 개체의 논리적 그룹 만들기 및 환경의 운영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책 구성 

교육기간  ▪ 2 일(1 일 7 시간, 총 14 시간)  

선수지식 

▪ VMware vSphere: Install, Configure, Manage [V5.5] 과정 수강  

▪ 혹은 VMware vSphere: Optimize and Scale [V5.5] 과정 수강  

▪ 또는 vSphere deployments 시스템 관리 경험 

교육대상 ▪ vSphere 환경의 일상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자 

교육내용 

Module 1. 코스 소개 

 

Module 2. vRealize Operations Manager 소개 

 

Module 3. vRealize Operations Manager 사용자 인터페이스 

 

Module 4. vRealize Operations Manager 개념 

 

Module 5. 문제해결 시스템 Health Issues 

 

Module 6. 수용성 계획 

 

Module 7. Tag, Application 및 Object Group 

 

Module 8.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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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VMware Horizon 7: Install, Configure, Manage V7 

교육개요  

▪ 5 일간의 실습 과정 동안 단일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 플랫폼을 통해 가상 데스크톱 및 응용 프로그램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강의 및 실습을 통해 VMware Horizon®  7 을 설치, 구성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가상 컴퓨터 풀을 구성 및 배포하는 방법, 컴퓨터의 액세스 및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및 최종 사용자에게 

사용자 지정된 데스크톱 환경을 제공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교육목표 

▪ VMware Horizon 구성 요소 식별 

▪ View Connection Server 설치 및 구성 

▪ 가상 데스크톱 설치 및 구성 

▪ VMware Horizon®  Client ™ 시스템 구성 및 관리 

교육기간  ▪ 5 일(1 일 7 시간, 총 35 시간)  

선수지식 

▪ DNS, DHCP 및 시간 동기화를 포함한 Active Directory 서비스 구성 경험 

▪ 그룹 정책 개체를 구현하여 사용자의 작업 제한 경험 

▪ 원격 데스크톱 연결을 허용하도록 Windows 시스템 구성 경험 

▪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ODBC 연결 만들기 경험 

교육대상 ▪ 최종 고객 회사의 IT 부서에서 근무하는 기술 인력 및 원격 또는 가상 데스크톱 서비스 제공 책임자 

교육내용 

Module 1. VMware Horizon 에 대한 소개 

▪ VMware Horizon 의 기능 및 이점을 인식 

▪ 각 VMware Horizon 구성 요소의 주요 기능을 확인 

▪ 가상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 인프라의 use case 를 정의 

 

Module 2. 뷰 연결 서버 

▪ 연결 서버에 대한 VMware vSphere® 요구 사항 확인 

▪ View Connection Server 의 네트워크 및 방화벽 구성 설명 

▪ VMware Horizon 구성 요소에 대한 라이선스 

▪ View Connection Server 구성 

 

Module 3. VMware Horizon Pools 과 데스크톱 

▪ VMware Horizon 7 가상 시스템 설정 과정 및 선택 사항을 제시 

▪ VMware Horizon 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격 디스플레이 프로토콜을 비교 

▪ VMware Horizon 운영을 위해 컴퓨터의 방화벽에서 열어야 하는 포트를 나열 

▪ Horizon Agent 설치 시 구성 옵션 선택 

▪ Desktop pool 배포를 위한 템플릿을 설정하는 단계를 식별 

▪ 사용자 및 그룹 페이지의 정보를 사용하여 View 사용자를 제어하고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설명 

▪ Global policies, pool-level policies, and user-level policies 의 계층 구조를 설명 

▪ 그룹 정책 관리 (ADM) 템플릿 파일 보기 

 

Module 4. Horizon 클라이언트 옵션 

▪ Horizon Client 설치 요구 사항 설명 

▪ USB 리디렉션 및 옵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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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톱 전원 상태 설명 

▪ Horizon Client 를 실행하는 시스템과 씬 클라이언트를 정의하고 비교 

▪ 가상 인쇄의 장점을 논의 

▪ 가상 인쇄 아키텍처 설명 

▪ 가상 인쇄의 구성 옵션 설명 

▪ 위치 기반 인쇄 기능 설명 

 

Module 5. 전체 가상 컴퓨터의 자동 Pool 생성 

▪ 자동화 된 Pool 운영 방식을 인식 

▪ 전용 할당 및 부동 할당 pool 을 비교 

▪ 자동화 된 Pool 을 만드는 단계를 간략히 설명 

▪ 자동화 된 Pool 에서 데스크톱의 권한 부여를 확인 

 

Module 6. Linked-Clone 데스크톱 생성 및 관리 

▪ VMware 링크 클론 기술 설명 

▪ Parent 가상 머신과 스냅 샷을 모두 사용하여 연결된 클론을 작성해야하는 이유를 설명 

▪ View Composer 의 시스템 요구 사항 개요 

▪ 영구 디스크와 시스템 디스크 간의 관계 설명 

▪ 연결된 클론을 사용하는 자동화 된 데스크톱 풀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단계별로 수행 

▪ Parent 및 복제본 가상 시스템의 목적을 비교 

▪ 연결된 클론 관리 작업을 비교 

▪ 영구 디스크의 관리 작업 설명 

 

Module 7. Instant-Clone Pool 생성 및 관리 

▪ 인스턴트 클론의 이점을 확인합니다. 

▪ 인스턴트 클론에서 View Composer 클론을 식별 

▪ 인스턴트 클론의 요구 사항을 확인 

▪ 인스턴트 클론 가상 머신의 유형 설명 

▪ 폴더가 pool 관리를 위임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을 설명 

▪ 인스턴트 클론을 사용하는 자동화 된 pool 을 설정하는 단계를 참조 

▪ VMware Horizon 7 의 인스턴트 클론 제한 사항 설명 

▪ 인스턴트 클론의 생성을 설명 

▪ 인스턴트 클론의 자동화 된 pool 설정 

 

Module 8. RDS 데스크톱 및 응용 프로그램 Pool 생성 

▪ RDS 데스크톱 Pool 과 자동화 된 Pool 의 차이점을 설명 

▪ 사용자가 RDS 응용 프로그램 Pool 을 사용하여 단일 응용 프로그램에 액세스하는 방법 설명 

▪ RDS 호스트, 팜 및 응용 프로그램 Pool 간의 관계 설명 

▪ RDS 데스크톱 Pool 및 응용 프로그램 Pool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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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 Composer 연결된 클론 기술로 RDS 서버 팜의 구축을 자동화하는 방법을 설명 

▪ RDS 호스트의 부하 분산 옵션 설명 

 

Module 9. VMware Horizon 7 인증 

▪ View Connection Server 가 지원하는 인증 옵션을 비교 

▪ TrueSSO 싱글 sign-on 의 목적 설명 

▪ TrueSSO 싱글 sign-on 구성 요소 확인 

 

Module 10. VMware Horizon 보안 관리 

▪ 클라이언트 액세스를 위해 터널 및 직접 연결을 비교합니다. 

▪ DMZ 에서 VMware Horizon Security Server 또는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할 경우의 이점을 비교하십시오. 

▪ 터널 종점이 보안 서버 또는 액세스 포인트 구현에 있는 위치를 확인합니다. 

▪ 보안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지 않을 때 터널 종점 식별 

▪ 직접 연결을 설명합니다. 

▪ 직접 연결의 이점을 나열합니다. 

 

Module 11. 사용자 환경 관리자를 사용한 프로파일 관리 

Module 12. 애플리케이션 볼륨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프로비저닝 및 관리 

Module 13. Command-Line 도구 및 백업 옵션 

Module 14. VMware Horizon 성능 및 확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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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VMware Horizon 7: Troubleshooting and Performance Optimization V7 

교육개요  

▪ 5 일간의 과정을 통해 VMware Horizon®  7 의 View 구성 요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고급 지식, 기술, 

방법 및 기능을 습득하게 됩니다. View 구현과 관련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도구인 VMware 및 타사 

도구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역량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 집중 과정을 통하여 폭 넓은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테스트 할 수 있는 포괄적 인 환경을 경험 할 수 있습니다. 

교육목표 

▪ Horizon Administrator 웹 클라이언트, 로그 파일, VMware 및 타사 도구를 사용하여 View 환경의 문제를 분석, 

진단 및 문제를 해결 

▪ View 와 관련된 인프라 문제 식별 

교육기간  ▪ 5 일(1 일 7 시간, 총 35 시간)  

선수지식 
▪ Horizon (with View): Install, Configure, Manage or Horizon 7: Install, Configure, Manage 

▪ VMware Data Center Virtualization Fundamentals 

교육대상 ▪ VMware Horizon 7 의 View 구성 요소를 유지 관리하는 숙련 된 시스템 관리자 및 시스템 통합자 

교육내용 

Module 1. 문제 해결에 대한 소개 

 

Module 2. 해결 도구 

 

Module 3. 가상 데스크톱 문제 해결 

 

Module 4 . USB 연결 및 인쇄 문제 해결 

 

Module 5. 카탈로그 서비스 

 

Module 6. VMware  NSX 통합 

 

Module 7. 응용 프로그램 제작 

 

Module 8. 모니터링 및 교정 

 

Module 9. vRealize 자동화 확장 

 

Module 10. vRealize 자동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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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VMware Horizon V7 Install, Configure, Manage Plus App Volumes Fast Track 7 

교육개요  

▪ 과정을 통해 단일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 플랫폼을 통해 가상 데스크톱 및 애플리케이션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VMware Horizon®  7 을 설치, 구성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가상 컴퓨터의 pool 을 구성 및 배포하는 방법과 컴퓨터의 액세스 및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울 수 있으며, VMware App Volumes ™ 및 VMware User Environment Manager ™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관리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App Volumes 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데스크톱 및 

사용자에게 초 단위로 신속하게 제공하고 설치에서 업데이트 및 교체까지 응용 프로그램 수명 주기를 

관리하는 방법을 학습하며, 사용자 환경 관리자를 사용하여 가상, 물리적 및 클라우드 기반 환경에서 개인화 

및 동적 정책 구성을 제공하여 최종 사용자 프로필 관리를 단순화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교육목표 

▪ View Connection Server 설치 및 구성 

▪ 가상 데스크톱 설치 및 구성 

▪ VMware Horizon®  Client ™ 시스템 구성 및 관리 

교육기간  ▪ 5 일(1 일 7 시간, 총 35 시간)  

선수지식 

▪ Use VMware vSphere®  Web Client to view the state of virtual machines, data stores, and networks 

▪ Open a virtual machine console on VMware vCenter Server®  and access the guest operating system 

▪ Modify virtual machine properties 

▪ Convert a virtual machine into a template 

▪ Configure Active Directory services, including DNS, DHCP, and time synchronization System administration 

experience on Microsoft Windows or Linux operating systems 

교육대상 ▪ 데스크탑 솔루션을 구현하는 숙련 된 시스템 관리자 및 시스템 통합 자 

교육내용 

Module 1. VMware Horizon 에 대한 소개 

 

Module 2. View 연결 서버 

 

Module 3. VMware Horizon Pools and Desktops 

 

Module 4. Horizon Client Options 

 

Module 5. 전체 가상 컴퓨터의 자동 Pool 생성 

 

Module 6. Linked-Clone 데스크톱 생성 및 관리 

 

Module 7.  Instant-Clone Pool 생성 및 관리 

 

Module 8. RDS 데스크톱 및 응용 프로그램 Pool 생성 

 

Module 9. VMware Horizon 7 인증 

 

Module 10. VMware Horizon 보안 관리 

 

Module 11. Command-Line 도구 및 백업 옵션 

 

Module 12. VMware Horizon 성능 및 확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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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 13. App Volume Enterprise 개요 

 

Module 14. App Volume 개요 

 

Module 15. App Volume 설치 

 

Module 16. AppStacks 작업하기 

 

Module 17. 쓰기 가능한 볼륨 작업 

 

Module 18. 사용자 환경 관리자 개요 

 

Module 19. 사용자 환경 관리자의 설치 

 

Module 20. 사용자 환경 관리자 설정 

 

Module 21. 애플리케이션 구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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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Horizon: Design and Deploy V6 

교육개요  

▪ 이 과정은 VMware Horizon 솔루션을 설계하고 배포하는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이 설계 방법에는 클라이언트 

시스템, 데스크탑 옵션, VMware vSphere®  인프라 및 Horizon 구성 요소에 대한 올바른 디자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수집 및 분석해야하는 정보 및 데이터 유형에 대한 권장 사항이 포함됩니다. VMware 모범 사례는 디자인 

프로세스의 각 단계별로 제공됩니다. 이 수업에서는 다른 참가자와 협력하여 새로운 지식을 적용하여 실제 

프로젝트에 Horizon 솔루션을 디자인하고 배포하는 실습을 진행합니다. 

교육목표 

▪ 환경의 비즈니스 및 응용 프로그램 요구 사항 평가 

▪ 구현 가능한 디자인 문서화 

▪ 포괄적 인 Horizon 솔루션 설계 및 배포 

교육기간  ▪ 5 일(1 일 7 시간, 총 35 시간)  

선수지식 

▪ Virtualized 데스크톱 구현 경험 

▪ Horizon (with View): Install, Configure, Manage 과정에서 제공되는 개념 이해 또는 동등한 경험 

▪ VMware 데이터 센터 가상화 기본 과정에서 제공되는 개념 이해 

교육대상 ▪ Horizon 솔루션 디자인 및 구현을 담당하는 숙련 된 시스템 관리자 및 시스템 통합자 

교육내용 

Module 1. 인프라 평가 

 

Module 2. View Design 

 

Module 3. Pool 및 데스크탑 디자인 

 

Module 4 . Horizon Block and Pod Design 

 

Module 5. VMware 인프라 설계 

 

Module 6. Storage Design 

 

Module 7. 네트워크 및 보안 디자인 

 

Module 8. End-User Session and 장치 Design 

 

Module 9. 응용 프로그램 배포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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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VMware Horizon 7: Design Workshop V7 

교육개요  

▪ 이 3 일간의 교육 과정을 통해 수강생들은 Vmware Horizon 솔루션을 설계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클라이언트 시스템, 데스크톱 옵션, VMware vSphere®  인프라 및 VMware Horizon 구성 요소에 대한 올바른 

설계 결정을 내리기 위해 수집 및 분석해야 하는 정보 및 데이터 유형에 대한 권장 사항이 포함됩니다. 

VMware 모범 사례는 설계 프로세스의 각 단계별로 제공됩니다. 

교육목표 

▪ 환경의 비즈니스 및 응용 프로그램 요구 사항 평가 

▪ 설계 선택 사항 분석 및 최종 사용자 컴퓨팅을위한 인프라 구조 설계 환경의 요구 

▪ 조직의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VMware Horizon 인프라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VMware 모범 사례를 따릅니다. 

▪ 구현할 수있는 디자인 문서화 

▪ 포괄적 인 VMware Horizon 솔루션 설계 

교육기간  ▪ 3 일(1 일 7 시간, 총 21 시간)  

선수지식 

▪ 가상화 된 데스크톱 구현 환경 

▪ VMware Horizon 7 에 제시된 개념 이해  

▪ VMware 데이터 센터 가상화 기본 과정에서 제공되는 개념 이해 

교육대상 
▪ VMware 숙련 관리자 

▪ 시스템 통합자 및 컨설턴트 

교육내용 

 

Module 1. 코스소개 

 

Module 2. 인프라 평가 

 

Module 3. .Vmware 수평선 디자인 

 

Module 4. Vmware 수평선 구획 및 포드 디자인 

 

Module 5. 풀 및 데스크탑 구성 

 

Module 6. VMware 인프라 설계 

 

Module 7. 저장 디자인 

 

Module 8. 네트워크 및 보안 설계 

 

Module 9. 최종 사용자 세션 디자인 

 

Module 10. 응용 프로그램 배포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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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VMware App Volumes: Application and User Profile Management V2.X 

교육개요  

▪ 이 3 일간의 교육 과정을 통해 수강생들은 VMware App Volumes ™ 및 VMware User Environment Manager 

™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관리 기술을 향상시킵니다. 설치부터 업데이트 및 교체까지 응용 프로그램 

수명주기를 관리하는 기술을 학습합니다. 또한 사용자 환경 관리자를 사용하여 가상, 물리적 및 클라우드 기반 

환경에서 개인화 및 동적 정책 구성을 제공하여 최종 사용자 프로필 관리를 단순화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교육목표 

▪ App Volumes 및 User Environment Manager 의 특징 및 기능 설명 

▪ App Volumes 및 User Environment Manager 의 아키텍처 시연 

▪ 응용 프로그램 볼륨 설치 및 구성 

▪ AppStacks 및 쓰기 가능한 볼륨 생성 및 배포 

▪ 사용자 환경 관리자 설치 및 구성 

▪ 응용 프로그램 구성, 사용자 환경 설정 및 개인 설정 관리 

교육기간  ▪ 3 일(1 일 7 시간, 총 21 시간)  

선수지식 

▪ 가상화 된 데스크톱 구현 경험 

▪ VMware Horizon 에 대한 지식 

▪ VMware App Volume Fundamentals (eLearning) 권장 

▪ VMware 사용자 환경 관리자 기본 (eLearning) 권장 

▪ VMware ThinApp Fundamentals (eLearning) 권장 

교육대상 
▪ VMware 숙련 관리자 

▪ 시스템 관리자 및 시스템 통합 자 

교육내용 

 

Module 1. 문제 해결에 대한 소개 

 

Module 2. 응용 프로그램 볼륨의 개요 

 

Module 3. . App Volumes 개요 

 

Module 4. App Volumes 설치 

 

Module 5. AppStacks 작업 

 

Module 6. 쓰기 가능한 볼륨 작업 

 

Module 7. 사용자 환경 관리자 개요 

 

Module 8. 사용자 환경 관리자의 설치 

 

Module 9. 사용자 환경 관리자 설정 

 

Module 10. 응용 프로그램 구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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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VMware vCloud Director : Organization Administration V5.5 

교육개요  

▪ 본 교육 과정은 클라우드 원천 관리 내의 VMware vCloud 감독자 중 조직관리자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공공 클라우드 또는 사적 클라우드 안에서 그들의 기업 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운영자를 

위해 직접 체험 가능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 이 과정은 vCloud 디렉터 조직 관리자가 클라우드 운영을 지원 하는 부서 또는 고객 수준의 작업에서 

기술적으로 능숙하다고 가정합니다. vCloud 감독 조직 관리자는 일상 업무 안에서 동료들을 보조하기와 vCloud 

감독자 클라우드 부터의 조직에게서 제공되는 클라우드 원천의 이용을 맡고 있습니다. 

교육목표 
▪ 공공 클라우드 또는 사적 클라우드 안 기업 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그들의 운영자를 위해 간접 체험 및 

관련지식 습득 

교육기간  ▪ 2 일(1 일 7 시간, 총 14 시간)  

선수지식 

▪ Microsoft Windows administration 의 기본 이해 

▪ VMware vSphere®  virtualization 의 기본 이해 

▪ TCP/IP Networking 의 기본 이해 

교육대상 ▪ 부서 수준 관리자 

교육내용 

 

Module 1. 개념과 용어 

▪ 클라우드 컴퓨팅, vCloud Director 와 VMware vSphere, Organization 관리자의 역할 

 

Module 2. VMware vCloud 네트워킹 

▪ 네트워크 종류, 관리자 권한 차이점, 네트워크 풀 기능, 설정 

 

Module 3. VMware vCloud 가상 데이터 센터 

▪ vCloud Director 스토리지 자원, 컴퓨터와 메모리 자원, Provider vDCs, Organization vDCs 

 

Module 4. VMware vCloud Director Organization 관리 

▪ Organization 의 임대, e-mail 기본 설정 

 

Module 5. VMware vCloud Director 카탈로그 관리 

▪ 카탈로그 설명, 발행/공유 카탈로그, 카탈로그 접속 설명 및 생성과 관리 

 

Module 6. VMware vCloud 카탈로그 미디어 파일 관리 

▪ 미디어 파일 업로드, 복사, 관리 

 

Module 7. VMware vCloud vApp 템플릿 관리 

▪ vApp 템플릿 업로드, 다운로드, 관리 

 

Module 8. VMware vCloud vApp 관리 

▪ vApp 생성 및 관리, 네트워크 생성 및 관리 

 

Module 9. VMware vCloud 가상 머신 관리 

가상 머신 접속, 작업제어, 머신 관리, 이동식 가상 저장 머신 제어, 운영체제 지원 머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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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VMware vCloud Director: Install, Configure, Manage V8.10 

교육개요  

▪ 본 과정은 서비스 제공 업체 용 VMware vCloud Director®  8.2 의 설계, 설치, 구성 및 관리에 중점을 둡니다. 

사전 정의 된 가상 시스템, 주문형 VMware NSX®  네트워크 및 VMware vSAN ™의 통합 된 사용을 포함하는 

셀프 서비스 프로비저닝, 조직 생성, 가상 데이터 센터 및 카탈로그 서비스에 대해 학습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다양한 API 를 사용하여 vCloud Director 와 다른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도 다루고 있습니다. 

교육목표 
▪ 사설 클라우드 환경과 지속적인 배포, 운영 관리를 위해 VMware vCloud Director 를 활용하는 법을 학습  

▪ 설치, 구성, vCloud Director 를 이용한 소규모 사설 클라우드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요구사항을 학습 

교육기간  ▪ 5 일(1 일 7 시간, 총 35 시간)  

선수지식 ▪ VMware vSphere : [V6.5] 또는 이와 동등한 지식의 설치, 구성, 관리 수료자 

교육대상 

▪ VMware 숙련 관리자 

▪ 시스템 엔지니어 

▪ 데이터 센터 관리자 및 클라우드 관리자 

교육내용 

1.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 

2. 클라우드 컴퓨팅 및 vCloud Director 개요 

3.vcloud Director 아키텍처 및 구성 요소 

4.vCloud Director API 및 메타 데이터 

5. v 클라우드 공급자 

6.v 클라우드 디렉터 조직 

7. NSX 를 사용한 8.v 클라우드 네트워킹 

8. 액세스 보안 

9. 클라우드 리소스 관리 

10. vSphere 리소스 관리 

11. vCloud Director 의 vCloud 가용성 

12. 고객 온 보딩 

13. vCloud 구성 요소 모니터링 

14. vCloud 디렉터 설치 

15.vCloud 감독 업 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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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VMware Cloud Automation: Design and Deploy V7.1 

교육개요  

▪ 이 5 일 코스는 Vmware vRealize®  Automation ™의 분산 아키텍처 배포를 사용하여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를 설계하고 배포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강의 및 랩은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Vmware 권장 베스트 프랙티스에 따라 vRealize 자동화 배포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교육목표 

▪ CPU,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를위한 계층화 된 VMware vSphere®  리소스 아키텍처와 VMware NSX® 를 포함한 

리소스 설계 및 배포 할 수 있다. 

▪ vRealize 자동화 분산 인프라를 설계 및 배포할 수 있다.  

▪ VMware vRealize®  Log Insight ™를 사용하여 분산 vRealize 자동화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한다. 

교육기간  ▪ 5 일(1 일 7 시간, 총 35 시간)  

선수지식 
▪ VMware vSphere: Install, Configure, Manage 

▪ VMware vRealize Automation: Install, Configure, Manage 

교육대상 
▪ VMware 숙련 관리자 

▪ 시스템 통합자 및 컨설턴트 

교육내용 

 

Module 1. Enterprise 디자인 원리 

 

Module 2. 보안 인프라 

 

Module 3. vRealize 자동화 분산 아키텍처 

 

Module 4. 관리 역할 아키텍처 

 

Module 5. 상인 및 비즈니스 그룹 

 

Module 6. 클라우드 리소스 디자인 

 

Module 7. Extensibility and the Enterprise 

 

Module 8. Enterpris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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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VMware Cloud: Deploy and Manage a vSphere Cloud 

교육개요  

▪ 본 교육과정에서는 사내 구축 형 클라우드를 배치 및 관리하고 다른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연결할 수있는 

Vmware 기술을 살펴 봅니다.셀프 서비스 프로비저닝, 미리 정의 된 가상 머신 및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포함 

된 카탈로그 서비스 생성, 승인주기 생성 및 리소스 절약을 위한 머신 라이프 사이클 관리 등 vRealize 

Automation 플랫폼의 구성 및 사용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 가상 환경 간을 동적으로 라우팅 할 수있는 

논리적 라우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게이트웨이 서비스, 방화벽 구성 및 보안 서비스를 사용하여 VMware 

NSX® 로 클라우드 환경을 보호 및 최적화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교육목표 

▪ VMware vSphere 6.5 및 vSAN 6.5 에서 향상된 주요 기능에 대해 논의하십시오. 

▪ VMware vRealize®  Automation ™ (vRA) 아키텍처 및 사용 사례 설명 

▪ VMware 및 타사의 가상, 클라우드 및 물리적 인프라에서 vLealize 자동화 엔티티 관리 

▪ 카탈로그 및 청사진 구성 및 관리 

▪ VMware, Microsoft, Windows 및 Linux 에서 컴퓨팅 리소스에 대한 비즈니스 그룹 및 예약을 구성 및 

관리합니다. 

▪ Amazon 및 기타 플랫폼 

▪ vRealize 자동화에 따라 기계를 요청하고 관리하려면 셀프 서비스 포털을 사용하십시오. 

▪ 승인 및 거버넌스 정책 

▪ 기계 및 자원 재생 관리 및 모니터링 

▪ 동서 연결을 구축하기 위해 VMware NSX®  분산 라우터 어플라이언스를 구성 및 배포합니다. 

▪ 북남을 설정하기 위해 VMware NSX®  Edge ™ 서비스 게이트웨이 어플라이언스를 구성 및 배포합니다. 

▪ 연결성 

▪ NSX Edge 방화벽 규칙을 구성하여 네트워크 트래픽을 제한합니다. 

▪ VMware NSX 분산 방화벽 규칙을 구성하여 네트워크 트래픽을 제한합니다. 

▪ Service Composer 정책 구성 

교육기간  ▪ 5 일(1 일 7 시간, 총 35 시간)  

선수지식 
▪  VMware vSphere 의 개념 이해 : [V6.0] 또는 VMware vSphere : Fast Track [V6.0] 및 VMware vSAN : Deploy 

and Manage [V6.2] 과정 또는 이와 동등한 지식 및 관리 경험 

교육대상 
▪ VMware 숙련 관리자 

▪ 네트워크 관리자 및 시스템 통합자 

교육내용 

1.코스 소개 

2. vSphere 6.5 및 vSAN 6.5 의 새로운 기능 

3 vRealize 자동화 개요 및 아키텍처 

4 인증, 패브릭 

5 수렴 된 청사진 및 카탈로그 관리 

6 카탈로그 서비스 소비 

7 응용 프로그램 제작 

8 모니터링 및 매립 

9 VMware NSX 논리적 라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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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VMware vCenter Configuration Manager : Install, Configure, Manage V5.7 

교육개요  

▪ VMware vCenter 구성 관리자 5.7 를 설치, 구성 및 관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물론 VMware ESXi 와 

VMware 의 vCenter 서버에 만들어집니다.  

▪ 이 과정 지식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탐색, 준수, 관리 및 수행 관리 기술 및 인프라에 대한 구성 방법을 

학습합니다. 

▪ 이 훈련 실습 과정은 설치, 구성 및 ™ 5.7 VM 웨어 VCENTER 구성 관리자를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VM 웨어 ESXi 를 ™ 및 VMware VCENTER 서버 ™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설치하고 VCENTER 구성 관리자를 구성,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탐색, 준수, 관리 및 인프라에 대한 관리 및 

구성 작업을 수행 할 지식과 기술을 제공합니다. 

교육목표 
▪ 설치, 구성 및 VM ware vCenter 구성 관리자 관리 지식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탐색, 준수, 관리 및 수행 관리 

기술 및 인프라에 대한 구성 방법을 학습 

교육기간  ▪ 3 일(1 일 7 시간, 총 21 시간)  

선수지식 ▪ 없음 

교육대상 
▪ 가상 인프라 관리자 

▪ IT 관리자 

교육내용 

 

Module 1. vCenter 구성 관리자에 대한 소개 

 

Module 2. vCenter 구성 관리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 

 

Module 3. Managing Windows Machines 

 

Module 4. 유닉스, 리눅스, 그리고 맥 OS X 컴퓨터 관리 

 

Module 5. 가상 환경 관리 

 

Module 6. Active Directory 관리 

 

Module 7. 사용자 정의 보고 

 

Module 8. vCenter 구성 관리자 보안 역할 관리 

 

Module 9. 사용자 지정 및 vCenter 구성 관리자 관리 

 

Module 10. vCenter 구성 관리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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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VMware Site Recovery Manager : Install, Configure, Manage V6.1 

교육개요  

▪ 이 과정은 실습 교육 과정을 통해 숙련 된 VMware vSphere®  관리자가 VMware Site Recovery Manager ™ 

6.1 을 설치, 구성 및 관리 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는 Site Recovery Manager 를 사용하는 

재난 복구 계획을 작성하고 테스트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사용 제품 

▪ VMware vCenter™ Site Recovery Manager™ [V6.0] 

▪ VMware Site Recovery Manager [V6.1] 

교육목표 

▪ Site Recovery Manager 아키텍처 구성 요소 요약 

▪ Site Recovery Manager 소프트웨어 설치  

▪ Site Recovery Manager 와 함께 사용되는 주요 재해 복구 토폴로지 설명 

▪ 인벤토리 및 리소스 매핑 구성  

▪ Site Recovery Manager 와 함께 사용되는 스토리지 복제 옵션 설명  

▪ VMware vSphere®  Replication ™ 기능 설명  

▪ vSphere Replication 아키텍처 설명  

▪ Site Recovery Manager 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vSphere Replication 배포 및 구성  

▪ vSphere Replication 을 기반으로 Site Recovery Manager 보호 그룹 구축  

▪ 복구 계획 작성, 편집, 실행, 테스트 및 제거  

▪ 계획된 마이그레이션 수행  

▪ Site Recovery Manager 및 vSphere Replication 을 사용하여 재보호 및 장애 복구 수행 

교육기간  ▪ 2 일(1 일 7 시간, 총 14 시간)  

선수지식 

▪ VMware vSphere: Install, Configure, Manage [V6] 

▪ VMware vSphere: Fast Track [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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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Mware vSphere: Troubleshooting Workshop [V5.5] 

▪ Or equivalent knowledge and administration experience with VMware ESXi™ and VMware vCenter Server™. 

교육대상 
▪ Site Recovery Manager 의 배치 또는 관리를 담당하는 vSphere 관리자, 아키텍트, 시스템 엔지니어 및 시스템 

통합 관리자 

교육내용 

 

Module 1. Overview and Architecture 

 

Module 2. 사이트 복구 관리자 설치 

 

Module 3. 인벤토리 매핑 구성 

 

Module 4. 저장소 복제 

 

Module 5. 복제 배포 

 

Module 6. vSphere 복제 구성 

 

Module 7.  보호 그룹 생성 

 

Module 8. 복구 계획 수립 

 

Module 9. 복구 계획 테스트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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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VMware NSX: Troubleshooting and Operations V6.2 

교육개요  

▪ 이 과정에서는 VMware NSX®  6.2 환경의 운영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급 지식, 기술 및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기술적 문제가 제시되며, 학습하면서 문제를 식별하고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운영, 관리 및 문제 해결 

도구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과정입니다. 

교육목표 
▪ VMware NSX 인프라 및 구성 요소 문제 해결 

▪ 네트워크 보안 문제 해결 

교육기간  ▪ 5 일(1 일 7 시간, 총 35 시간)  

선수지식 

▪ Understanding of layer 2-3 networking protocols, and switching and routing methodology 

▪ Understanding of layer 4-7 network services 

▪ Experience working with vSphere 

▪ Understanding of the concepts presented in the VMware NSX: Install, Configure, Manage course or the VMware 

NSX for Internetworking Experts Fast Track course 
▪ VCP-NV certification is recommended. 

교육대상 ▪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및 VMware Vsphere® 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전문가 

교육내용 

Module 1. 코스 소개 

 

Module 2. 문제 해결 방법론 

 

Module 3. NSX 인프라의 문제 해결 및 운영 

 

Module 4. NSX 논리적 스위치 문제 해결 및 운영 

 

Module 5. 문제해결 및 운영 NSX 논리 라우터 

 

Module 6. NSX 보안 서비스 문제 해결 및 운영 

 

Module 7. NSX Edge 서비스 문제 해결 및 운영 

 

Module 8. . Module 8. vRealize Operational Tools for NSX Operation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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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VMware NSX: Design and Deploy V6.2 

교육개요  

▪ 이 과정은 일반적인 디자인 프로세스와 프레임 워크의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VM 웨어 NSX®  디자인 및 배포 

프로젝트를 이끌 준비를 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사용자는 전체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 설계의 일부로서 

네트워크 가상화를 위한 설계 및 배치 고려 할 수 있습니다. 

교육목표 ▪ VMware NSX 디자인 프레임 워크 이해 및 적용 

교육기간  ▪ 5 일(1 일 7 시간, 총 35 시간)  

선수지식 

▪ VMware NSX: Install, Configure, Manage or VMware NSX: Troubleshooting and Operations 

▪ If you have not taken these courses, you should have equivalent experience. 

▪ Passing of the VCP6-NV and VCIX6-NV certification is recommended. 

▪ This course prepares you for the following certification: VCDX6-NV 

교육대상 ▪ VMware NSX 사용 경험이 있고 가상화 된 네트워크 아키텍처 설계 또는 배포를 담당하는 네트워크 전문가 

교육내용 

Module 1. 코스 소개 

 

Module 2. 프로세스 및 원칙 설계 

 

Module 3. 아키텍처 및 구성요소 

 

Module 4. 전환 및 라우팅 

 

Module 5. Edge Services 

 

Module 6. 안전성 

 

Module 7. 교차 vCenter 및 다중 사이트  

 

Module 8. . 운영 및 자동화 

 

Module 9. . 엔터프라이즈 디자인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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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VMware NSX: Install, Configure, Manage plus Troubleshooting & Operations Fast Track V6.2 

교육개요  

▪ 본 과정에서는 VMware NSX® 의 설치, 구성 및 관리에 중점을 둡니다.  

이 과정에서는 VMware NSX 를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의 일부로 제시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논리적 

라우팅을 자세히 설명하여 다양한 가상 환경 사이를 동적으로 라우팅 할 수 있습니다. VMware NSX 의 논리 

스위칭을 사용하여 스위칭 환경을 가상화하고 게이트웨이 서비스, 방화벽 구성 및 보안 서비스를 사용하여 

VMware NSX 환경을 안전하고 최적화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식별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다양한 유형의 기술적 문제가 제시됩니다. 몇 가지 운영, 관리 및 문제 해결 도구에 

대해서도 소개됩니다. 실습 랩을 갖춘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 환경이 과정에서 제시된 기술과 개념을 

강화하기 위해 제공되며 학생들의 실습을 도와 줍니다. 

 
 
사용 제품 

▪ VMware NSX 6.2 

▪  vSphere 6 

교육목표 
▪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해와 도구를 사용하여 NSX 배포를 모니터링, 작동 및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교육기간  ▪ 5 일(1 일 7 시간, 총 35 시간)  

선수지식 

▪ VMware Data Center Virtualization Fundamentals 과정 이수 혹은 VCA-DCV 자격 취득 

▪ 엔터프라이즈 스위칭 및 라우팅에 대한 이해 

▪ TCP / IP 서비스에 대한 지식 

▪ 방화벽 및 방화벽 규칙 세트 사용 경험 

교육대상 ▪ 숙련 된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관리자 

교육내용 

Module 1. 코스 소개 

 

Module 2.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 

 

Module 3. 관리 및 제어 평면 구성 요소 

 

Module 4. 논리 스위치 네트워크 

 

Module 5. VMware NSX 논리적 라우팅 

 

Module 6. NSX 에지 게이트웨이 서비스 

 

Module 7. VMware NSX 방화벽 및 보안 서비스  

 

Module 8. Cross vCenter VMware NSX 

 

Module 9. 문제 해결 방법론 

 

Module 10. NSX 인프라의 문제 해결 및 운영 

 

Module 11. NSX 논리적 스위치 문제 해결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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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 12. NSX 논리적 라우터 문제 해결 및 운영 

 

Module 13. NSX 보안 서비스 문제 해결 및 운영 

 

Module 14. 추가 NSX 작동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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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VMware Virtual SAN: Deploy and Manage V6.6 

교육개요  

▪ 이 3 일간의 과정에서는 VMware vSAN ™ 6.6 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솔루션을 배포 및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VMware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에서 vSAN 이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우게됩니다. 실습 랩 연습의 완료를 통해 vSAN 개념에 대한 실용적인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육목표 
▪ VMware Virtual SAN™과 함께 software-defined storage solution 관리와 배치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SDDC 

안에서 Virtual SAN 이 중요한 요소로서 쓰이는지 검토 및 학습 

교육기간  ▪ 3 일(1 일 7 시간, 총 21 시간)  

선수지식 

▪ System administration experience on Microsoft Windows or Linux operating systems 

▪ Understanding of concepts presented in the VMware Data Center Virtualization Fundamentals course or VCA-DCV 

certification 

교육대상 ▪ vSAN 과 함께 software-defined storage 사용을 원하는 저장소와 가상 인프라의 관리자 

교육내용 

 

Module 1. 저장 기본 사항 

 

Module 2. Virual SAN 소개 

 

Module 3. 관리 및 제어 평면 구성 요소 

 

Module 4. Virual SAN 정책 및 가상 시스템 

 

Module 5. Virtual SAN 관리 및 운영 

 

Module 6. 스트레치 된 클러스터 및 2 노드 클러스터 

 

Module 7. 모니터링 및 문제 해결 vSAN 

 

Module 8. vSphere 기능과의 상호 운용성 

 

Module 9. Virual SAN 배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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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VMware Virtual SAN: Deploy and Manage V6.6 

교육개요  

▪ 고객 중심의 진정한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 이 집중 워크샵 과정에서는 일련의 아키텍처 토론, 실습 랩 

연습 및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 (SDDC)에 대한 풍부한 데모를 활용하여 진행됩니다. 이 워크샵 과정은 

은 VMware®  소프트웨어 제품군을 조사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솔루션을 구축하는 데 자신감을 갖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문가 교육을 통해 이 워크샵은 제품 전문가를 솔루션 전문가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과정입니다. 

교육목표 ▪ SDDC 의 맥락에서 IT 비즈니스 관리를 이해합니다. 

교육기간  ▪ 5 일(1 일 7 시간, 총 35 시간)  

선수지식 
▪ VCP5-DCV, VCP-Cloud or equivalent knowledge 

▪ Extensive hands-on product knowledge 

교육대상 
▪ 많은 vSphere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심도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광범위한 vSphere  

지식을 갖춘 숙련 된 VMware vSphere®  시스템 관리자 및 vSphere 시스템 통합 관리자 

교육내용 

 

Module 1. 코스 소개 

Module 2. 코스 개요 

Module 3. 운영 변형 

Module 4. 비용 및 운영 관리 

Module 5. 서비스 개발 및 응용 프로그램 제작 

Module 6. 스케일링 서비스 

Module 7. DevOps 

Module 8. XaaS 

Module 9. 네트워크 가상화 

Module 10. SDE 통합 

Module 11. 응용 프로그램 성능 모니터링 

Module 12. 용량 예측 

Module 13.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Module 14. Private Capacity Discussion 

Module 15. 컴플라이언스 및 로그 관리 

Module 16. 비즈니스 연속성 및 재해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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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VMware vSphere : Install, Configure, Manage Plus Virtual SAN Fast Track V6 

교육개요  

▪  일 동안 집중적으로 실습 랩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VMware ESXi ™ 6.0 및 VMware vCenter®  6.0 을 

비롯한 VMware vSphere®  6.0 의 설치, 구성, 관리 및 마스터 링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베스트셀러 인 VMware vSphere 의 내용에 VMware Virtual SAN ™ 6.2 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솔루션을 설치 및 관리하는 설치, 구성, 관리 과정을 결합한 과정입니다. Virtual SAN 이 VMware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학생들은 실습 

랩의 완성을 통해 이러한 개념에 대한 실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교육목표 ▪ VMware vSphere®  Storage vMotion® 을 사용하여 가상 시스템 스토리지 마이그레이션 

교육기간  ▪ 5 일(1 일 7 시간, 총 35 시간)  

선수지식 
▪ Microsoft Windows 또는 Linux 운영 체제의 시스템 관리 경험 

▪ VMware 데이터 센터 가상화 기본 과정에서 제공되는 개념 이해 또는 VCA-DCV 인증 

교육대상 
▪ VMware 숙련 관리자 

▪ 시스템 통합자 및 컨설턴트 

교육내용 

 

Module 1. 코스 소개 

Module 2.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 

Module 3. 운영 변형 

Module 3. 가상 시스템 생성 

Module 4. vCenter 서버 

Module 5. 가상 네트워크 구성 및 관리 

Module 6. 가상 저장 장치 구성 및 관리 

Module 7. 가상 머신 관리 

Module 8. 액세스 및 인증 제어 

Module 9. 자원 관리 및 모니터링 

Module 10. vSphere HA 및 vSphere Fault Tolerance 

Module 11. 패치 관리 

Module 12. VMware 구성 요소 설치 

Module 14. 가상 SAN 소개 

Module 15. 가상 SAN 구성 

Module 16. 가상 SAN 정책 및 가상 시스템 

Module 17. 가상 SAN 관리 및 운영 

Module 18. 가상 SAN 모니터링 및 문제 해결 

Module 19. 확장 클러스터 및  2- 노드 클러스터 

Module 20. vSphere 기능과의 상호 운용성 

Module 21. 가상 SAN 배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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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Workspace ONE: Deploy and Manage 

교육개요  

▪ 본 교육 과정을 통해 Workspace ONEWindows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셀프 서비스 액세스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Workspace ONE 을 효과적으로 구현하여 모든 장치에서 디지털 작업 공간을 관리하고 

직원들이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과 컨텐츠에 의 구성 요소를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통합하여 클라우드, 모바일 

및 조건부로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 할 수 있습니다. 실습 랩에서는 Workspace 

ONE 의 인스턴스를 구성하고 배포 할 수 있습니다. 

교육목표 

▪ Workspace ONE 및 아키텍쳐 이해 

▪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관리에 대한 이해  

▪ Vmware Identity Manager 에 대한 이해 

교육기간  ▪ 4 일(1 일 7 시간, 총 28 시간)  

선수지식 ▪ 없음 

교육대상 

▪ 모바일 관리자 

▪ 솔루션 설계자 

▪ 솔루션 엔지니어 

▪ 영업 엔지니어 

▪ 컨설턴트 

교육내용 

 

1 일 

▪ 작업 공간 ONE 및 아키텍처 소개  

▪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관리 개요  

▪ 휴대 기기 관리 기본 사항 

▪ 가지 모바일 이메일 관리 기본 사항  

▪ 보안 전자 메일 게이트웨이 

 

2 일 

▪ 모바일 콘텐츠 관리 기본 사항  

▪ Content Locker Advanced  

▪ VMware Identity Manager 개요  

▪ VMware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커넥터  

▪ 디렉토리 서비스 통합 및 구성 

 

3 일 

▪ VMware Identity Manager 콘솔 개요  

▪ 사용자 및 그룹  

▪ 액세스 정책 구성  

▪ JIT (Just-In-Time) 프로비저닝  

▪ VMware Identity Manager 와 AirWatch 의 통합 

 

4 일 

▪ VMware Identity Manager 로 사용자 인증 구성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관리 기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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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Config 커뮤니티  

▪ 통합 카탈로그 

▪ iOS 모바일 SSO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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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VMware AirWatch: Configure and Manage 

교육개요  

▪ 이 2 일간의 과정을 통해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의 현재 과제와 VMware AirWatch® 가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VMware AirWatch®  Enterprise Mobility Management ™ 솔루션 및 주요 

장치 플랫폼을 포괄적으로 볼 수있을뿐 아니라 VMware AirWatch 아키텍처에 대한 개요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VMware AirWatch 플랫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초 기술을 제공합니다. 

교육목표 

▪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장치 등록, 무선으로 장치 설정 구성 및 업데이트, 다양한 모바일 장치 보안이 가능 

▪ 비즈니스 및 보안 요구 사항에 가장 적합한 전자 메일 배포 전략 선택 

▪ 관리되는 장치에서 내부, 공용 및 구입 한 응용 프로그램 관리 

▪ 중요한 콘텐츠를 보호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모바일 액세스 가능 

▪ iOS, Android 및 Windows 10 을 포함한 주요 플랫폼에 대한 통찰력 확보 

교육기간  ▪ 2 일(1 일 7 시간, 총 14 시간)  

선수지식 ▪ 없음 

교육대상 
▪ VMware AirWatch 관리자, IT 직원, 영업 엔지니어, 컨설턴트, 지원 및 헬프 데스크 직원, 솔루션 설계자, 

솔루션 엔지니어 및 VMware AirWatch 설치자 및 구현 전문가 

교육내용 

 

1 일 

▪ 기본 AirWatch 아키텍처 

▪ AirWatch 소개 

▪ 휴대 기기 관리 기본 사항 

 

2 일 

▪ 모바일 이메일 관리 기본 사항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관리 기본 사항 

▪ 모바일 콘텐츠 관리 기본 사항 

▪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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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VMware AirWatch: Configure and Deploy Integrated Solutions 

교육개요  

▪ 이 2 일 코스에서는 VMware AirWatch®  클라우드 배치를 구성 및 프로비저닝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제공합니다. 컨테이너화 된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회사 전자 메일의 배포 및 관리, 엔터프라이즈 리소스와의 

통합에 대해 다룹니다. VMware AirWatch 응용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중점을두고 실습 랩에 

액세스하고 모바일 배포에 대한 모범 사례를 학습합니다. 

교육목표 

▪ 클라우드 배포 구성 및 제공 

▪ 모바일 배포를위한 VMware AirWatch 모범 사례  

▪ Enterprise Systems Connector 를 설치하여 엔터프라이즈 리소스와 통합 

▪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을 VMware AirWatch®  Tunnel ™ 및 VMware Content Gateway 를 사용하여 백엔드 

리소스에 안전하게 연결 

▪ Windows PowerShell 과의 통합 또는 AirWatch®  Secure Email Gateway ™를 통한 기업 전자 메일 배포 및 

관리 

교육기간  ▪ 2 일(1 일 7 시간, 총 14 시간)  

선수지식 ▪ VMware AirWatch : 구성 및 관리 

교육대상 
▪ VMware AirWatch 관리자, IT 직원, 영업 엔지니어, 컨설턴트, 지원 및 헬프 데스크 직원, 솔루션 설계자, 

솔루션 엔지니어 및 VMware AirWatch 설치자 및 구현 전문가 

교육내용 

 

1 일 

▪ VMware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커넥터 

▪ 디렉토리 서비스와 통합 및 구성 

▪ 인증서가있는 안전한 모바일 장치 

▪ VMware 터널 

▪ VMware Content Gateway 

▪ AirWatch 보안 이메일 게이트웨이 

▪ PowerShell 구성 

▪ G 스위트 

 

2 일 

▪ 모바일 장치 관리 등록 옵션 

▪ 웹,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키오스크 만들기 

▪ 보고서, 분석 및 텔레콤 관리 

▪ VMware Identity Manager 개요 

▪ AppConfig 커뮤니티 

▪ VMware Content Locker 고급 

▪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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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VMware AirWatch: Bootcamp 

교육개요  

▪ 이 4 일간의 Bootcamp 과정은 VMware AirWatch® : Configure and Manage 과정과 VMware AirWatch: 

Configure and Deploy Integrated Solutions 과정을 결합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VMware AirWatch 환경을 

구성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본 기술을 배우지 않고 VMware AirWatch 플랫폼에서 고급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화 된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회사 전자 메일을 배포 및 관리하고, VMware AirWatch 를 

엔터프라이즈 리소스와 통합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교육목표 

▪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장치를 등록하고 무선으로 장치 설정을 구성 및 업데이트하며 다양한 모바일 장치 

보안을 유지 

▪ 비즈니스 및 보안 요구 사항에 가장 적합한 전자 메일 배포 전략 선택 

▪ 콘솔에서 VMware AirWatch 응용 프로그램을 배포 및 관리하는 방법 이해 

▪ VMware Enterprise Systems Connector ™를 설치하여 엔터프라이즈 리소스와 통합 

▪ VMware Tunnel ™ 및 VMware Content Gateway 를 사용하여 컨테이너 화 된 응용 프로그램이 백엔드 

리소스에 안전하게 연결 

▪ VMware AirWatch®  Secure Email Gateway ™를 사용하여 기업 이메일을 배포 및 관리 

교육기간  ▪ 4 일(1 일 7 시간, 총 28 시간)  

선수지식 ▪ 없음 

교육대상 
▪  VMware AirWatch 관리자, IT 직원, 영업 엔지니어, 컨설턴트, 지원 및 헬프 데스크 직원, 솔루션 설계자, 

솔루션 엔지니어 및 VMware AirWatch 설치자 및 구현 전문가 

교육내용 

 

1 일 

▪ 기본 AirWatch 아키텍처 

▪ AirWatch 소개 

▪ 휴대 기기 관리 기본 사항 

▪ 모바일 이메일 관리 기본 사항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관리 기본 사항 

 

2 일 

▪ 모바일 콘텐츠 관리 기본 사항 / 다음 단계 

▪ VMware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커넥터 

▪ 디렉토리 서비스와 통합 및 구성 

▪ 인증서가있는 모바일 장치 보안 

 

3 일 

▪ VMware 터널 

▪ VMware Content Gateway 

▪ AirWatch 보안 이메일 게이트웨이 

▪ PowerShell 구성 

▪ 15 G 스위트 

▪ MDM 등록 옵션 

 

4 일 

▪ 웹, 응용 프로그램 및 장치 키오스크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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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분석 및 텔레콤 관리 

▪ VMware Identity Manager 

▪ AppConfig 커뮤니티 

▪ VMware Content Locker 고급 

▪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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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VMware AirWatch: Integrating with VMware Identity Manager 

교육개요  

▪ 이 1 일 과정은 VMware Identity Manager ™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본 기술에 중점을 둡니다. 

이 과정에는 VMware Identity Manager 의 인스턴스를 설치하고 구현하는 실습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도구를 VMware AirWatch®  환경과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기술을 습득하게됩니다. 

교육목표 

▪ 솔루션을 사용할 때의 보안 이점 학습  

▪ VMware Identity Manager 의 클라우드 또는 사내 구축 환경 설치 

▪ VMware Identity Manager 를 VMware AirWatch 인스턴스와 통합 

▪ 일반적인 설치로드 블록 문제 해결 

교육기간  ▪ 1 일(1 일 7 시간, 총 7 시간)  

선수지식 ▪ 없음 

교육대상 ▪ VMware AirWatch 관리자, 솔루션 설계자, 솔루션 엔지니어, 영업 엔지니어, 컨설턴트, 설치자 및 구현 전문가 

교육내용 

 

1 일 

▪ VMware Identity Manager 기본 사항 

▪ 설치 준비 

▪ VMware Identity Manager 설치 

▪ 사후 설치 구성 및 확인 수행 

▪ VMware Identity Manager 커넥터 

▪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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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VMware AirWatch: Install and Deploy On Premise Solutions 

교육개요  

▪ 본 과정은 Premise Solutions 에서 Vmware AirWatch®  서버를 설치, 구성 및 업그레이드하는 기술을 갖추도록 

설계된 과정입니다. 실습 lab 에 액세스하여 업그레이드 옵션 및 전략을 배우고 일반적인 설치 및 업그레이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과정입니다. 또한, 고 가용성 및 중복성의 사용을 포함하여 고급 설치 

기술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교육목표 

▪ 중요한 설치 및 업그레이드 필수 구성 요소 식별 

▪ 사내 구축 환경의 VMware AirWatch 서버 설치, 구성 및 업그레이드 방법 배우기 

▪ 고 가용성의 사용을 포함하여 고급 설치 기술 사용의 이점에 대해 토론하고, 다중 서버 구성을 통한 중복성 

활성화 

▪ 적절한 업그레이드 옵션 및 전략 검토 및 권장 

▪ 일반적인 설치 및 업그레이드 문제 해결 

교육기간  ▪ 1 일(1 일 7 시간, 총 7 시간)  

선수지식 ▪ VMware AirWatch : 통합 솔루션 구성 및 배포 

교육대상 

▪ VMware AirWatch 관리자 

▪ IT 직원 

▪ 영업 엔지니어 

▪ 컨설턴트, 지원 및 헬프 데스크 직원 

▪ 솔루션 설계자 

▪ 솔루션 엔지니어 및 VMware AirWatch 설치자 및 구현 전문가 

교육내용 

 

1 일 

▪ 고급 AirWatch 아키텍처 

▪ 설치 준비 

▪ AirWatch 응용 프로그램 설치 

▪ 보고서 설치 

▪ 설치 후 구성 및 확인 수행 

▪ 고 가용성 및 재해 복구 구성 

▪ 업그레이드를위한 환경 준비 

▪ 업그레이드 수행 

▪ 업그레이드 후 환경 확인 완료 

▪ 일반적인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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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VMware Identity Manager: Deploy and Manage with AirWatch 

교육개요  

▪ 본 교육 과정을 통해 VMware Identity Manager ™를 VMware AirWatch® 의 기존 SaaS (software-as-a-service) 

구현과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데 필요한 기본 기술에 중점을 둡니다. 이 과정에는 VMware Identity Manager 를 

Active Directory 및 VMware AirWatch 와 동기화하도록 구성하는 실습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VMware 

Identity Manager 콘솔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조건부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됩니다. 

교육목표 

▪ Workspace ONE 및 아키텍쳐에 대한 이해 

▪ Vmware Identity Manger 에 대한 이해 

▪ AirWatch 와 Vmware Identity Manager 을 통합하여 사용자 인증환경 관리하기 

교육기간  ▪ 2 일(1 일 7 시간, 총 14 시간)  

선수지식 ▪ AirWatch 관리 콘솔 사용 경험 

교육대상 

▪ 시스템 관리자 

▪ 모빌리티 관리자 

▪ IDA (Identity-As-a-Service) 관리자 

▪ 솔루션 설계자 

▪ 솔루션 엔지니어 

▪ 영업 엔지니어 

▪ 컨설턴트 

▪ 설치자 및 구현 전문가 

교육내용 

 

1 일 

▪ 1 작업 공간 ONE 및 아키텍처 소개  

▪ 2 VMware Identity Manager 개요 

▪ 3 VMware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커넥터  

▪ 4 디렉토리 서비스 통합 및 구성  

▪ 5 VMware Identity Manager 콘솔 개요  

▪ 6 사용자 및 그룹 

▪ 7 액세스 정책 구성 

 

2 일 

▪ 8 AirWatch 와 VMware Identity Manager 통합  

▪ 9 VMware Identity Manager 로 사용자 인증 구성  

▪ 10 개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관리 기본 사항  

▪ 11 AppConfig 커뮤니티  

▪ 12 통합 카탈로그  

▪ 13 iOS 모바일 SSO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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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Application Virtualization with VMware ThinApp V5.X 

교육개요  

▪ 본 교육 과정을 통해 응용 프로그램 지향 관리자에게 VMware®  ThinApp® 을 사용하여 Windows 응용 

프로그램을 가상화하고 특별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Package.ini 매개 변수를 수정하고 해당 환경에 가장 

적합한 배포 및 프로세스를 선택할 수있는 지식과 기술을 제공합니다. 

교육목표 
▪ Vmware ThinApp 에 대한 이해  

▪ ThinApp 을 이용하여 응용프로그램을 패키징 및 배포 

교육기간  ▪ 1 일(1 일 7 시간, 총 7 시간)  

선수지식 ▪ 없음 

교육대상 ▪ vSphere 기술에 숙련 된 시스템 관리자 및 시스템 통합 자 

교육내용 

 

1 일 

▪ VMware ThinApp 소개  

▪ 응용 프로그램 패키징 권장  

▪ Package.ini 매개 변수 수정  

▪ 응용 프로그램 배포  

▪ 응용 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연결  

▪ 성능 및 문제 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