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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공인 과정

 네트워크 인프라
교육명

통합 CCNA v1.0 (Implementing and Administering Cisco Solutions)
▪ 이과정은 5 일간의 강의실 교육 과 3 일간의 셀프스터디로 구성되었습니다.
▪ Networking / Security / Automation 기술에 맞추어 2020 년에 새롭게 디자인 된 과정입니다.
▪ 2020.2.24 공개된 새로운 CCNA(Implementing and Administering Cisco Solutions) v1.0 과정에서는 모든 IT
직종에 대한 광범위한 기본 지식을 제공합니다.
▪ 강의(Lecture), 실습(Hands-on lab), 자율 학습(Self-study) 3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기본적인 IPv4 및 IPv6
네트워크를 설치, 운영, 구성 및 검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 이 과정에서는 스위치, 라우터 및 무선랜 컨트롤러와 같은 네트워크 구성 장비들의 설정과 관리 그리고
기본적인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 추가적으로 네트워크 프로그램밍(Programmability), 자동화(Automation) 및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Software-Defined Networking)의 기초를 배우게 됩니다.

교육개요
참고로 아래와 같은 기존의 CCNA 관련 과정들은 본과정(1 과목)으로 모두 통합되었습니다.
▪ CCNA Cloud
▪ CCNA Collaboration
▪ CCNA Data Center
▪ CCNA Industrial
▪ CCDA (Design)
▪ CCNA Routing and Switching
▪ CCNA Security
▪ CCNA Service Provider
▪ CCNA Wireless
교육목표
교육기간

▪ 중소 네트워크(small- to medium-sized network)의 설치, 구성, 운영 지식을 습득.
▪ 네트워킹, 보안, 자동화(automation)의 기반 지식 확보
5 일(35 시간)
▪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능력
▪ PC 운영 체제 내비게이션 기본 기술
▪ 기본적인 인터넷 사용 기술

자격조건

▪ 기본 IP 주소 지식
참고로
▪ CCNA 자격증 인증을 위한 공식적인 전제조건은 없습니다만 , 새로운 CCNA 자격증이 요구하는 기업
네트워킹에 대한 전반적인 주요 이슈를 잘 이해해야 한다.
▪ 신입 네트워크 엔지니어

교육대상

▪ 네트워크 관리자
▪ 네트워크 지원 기술자
▪ 헬프 데스크 기술자

교육
내용

컴퓨터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 식별 및 기본 특성 설명
호스트 대 호스트 통신 모델 이해
Cisco IOS® 소프트웨어의 특징과 기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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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 및 스위치의 역할 설명
이더넷을 TCP/IP 의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으로 설명하고 스위치의 작동 방식 설명
스위치를 설치하고 초기 구성 수행
TCP/IP 인터넷 계층, IPv4 주소 지정 체계 및 서브넷 할당 방법에 대해 설명
TCP/IP 전송 계층 및 애플리케이션 계층 설명
라우팅 기능
Cisco 라우터에 기본 설정 구성
스위치 또는 라우터가 있는 호스트 간 통신 설명
IPv4 주소 지정과 관련된 일반적인 스위치 네트워크 문제 및 일반적인 문제 식별 및 해결
IPv6 의 주요 기능 및 주소 설명, 기본 IPv6 연결 구성 및 확인
정적(Static) 라우팅의 작동, 이점 및 제한 사항 설명
VLAN(Virtual Local Area Network) 및 트렁크 설명, 구현 및 확인
VLAN 간 라우팅 구성 설명
동적(Dynamic) 라우팅 프로토콜의 기본 사항 설명 및 OSPF(Open Shortest Path First)의 구성 요소 및 용어
설명
STP(Spanning Tree Protocol) 및 RSTP(Rapid Spanning Tree Protocol)의 작동 방식 설명
EtherChannel 을 사용하여 Link Aggregation 구성
3 계층 이중화를 위한 프로토콜의 목적 설명
기본 WAN 및 VPN 개념 설명
ACL(Access Control List) 및 네트워크의 애플리케이션 작동 방식 설명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인터넷 액세스 구성
Cisco 라우터에서 NAT(네트워크 주소 변환) 설명 및 구성
기본 QoS(서비스 품질) 개념 설명
무선 네트워크의 개념, 구축 가능한 무선 네트워크 유형 및 WLC(Wireless LAN Controller) 사용 방법 설명
네트워크 및 장비 아키텍처 설명 및 가상화 도입
네트워크 프로그램밍(Programmability) 가능성과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SDN) 개념을 소개
Cisco DNA Center, 소프트웨어 정의 액세스(SD-Access), 소프트웨어 정의 광역 네트워크(SD-WAN) 등의 스마트
네트워크 관리(Smart network management) 솔루션 설명
기본 IOS 시스템 모니터링 도구 구성
Cisco 장치의 관리 설명
현재 보안 위협 환경 설명
위협 방어 기술 설명
장비 Management Plane 의 기본 보안 구성 구현
네트워크 장치 강화를 위한 기본 단계 구현
전체 실습 내용
Cisco CLI(명령줄 인터페이스) 시작
스위치 작동 방식 관찰
기본 스위치 구성 수행
초기 스위치 구성 구현
TCP/IP 애플리케이션 검사
Cisco 라우터에서 인터페이스 구성
계층 2 탐색 프로토콜 구성 및 확인
초기 라우터 구성 구현
기본 게이트웨이 구성
패킷 전달 방식
스위치 매체 및 포트 문제 해결
Port Duplex 문제 해결
기본 IPv6 연결 구성
IPv4 Static 경로 구성 및 확인
IPv6 Static 경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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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4 Static 라우팅 구현
IPv6 Static 라우팅 구현
VLAN 및 트렁크 구성
VLAN 및 트렁크 문제 해결
Router on a Stick 구성
VLAN 간(Multiple VLANs) 기본 라우팅 구현
단일 Area(Single Area) OSPF 구성 및 확인
EtherChannel 구성 및 확인
EtherChannel 을 통해 이중화된 스위치 토폴로지
IPv4 ACL 구성 및 확인
번호(Numbered) 또는 이름(Named) 기반 IPv4 ACL 구현
공급자가 할당한 IPv4 주소(Provider-Assigned IPv4 Address) 구성
Static NAT 구성
Dynamic NAT 및 포트 주소 변환 구성(PAT)
PAT 구현
WLC 에 로그인
WLC 모니터링
동적(VLAN) 인터페이스 구성
DHCP 범위 구성
WLAN 구성
원격 액세스 전화 접속 사용자 서비스(RADIUS) 서버 정의
관리 옵션 탐색
Cisco DNA Center
NTP 구성 및 확인
시스템 메시지 기록(System Message Logging) 구성
Cisco IOS 이미지 백업 생성
Cisco IOS 이미지 업그레이드
WPA2(Wi-Fi Protected Access 2)를 사용하여 GUI 를 사용하여 PSK(Pre-Shared Key)를 사용하여 WLAN 구성
보안 콘솔 및 원격 액세스
원격 액세스 연결 사용 및 제한
안전한 장치 관리 액세스
포트 보안(Port Security) 구성 및 확인
장비 강화(Device Hardening) 구현
============================
요일별 목차
1 일차
컴퓨터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 이해
호스트 대 호스트 통신 모델 이해
Cisco IOS® 소프트웨어 운영
LAN 이해
2 일차
스위치 초기 설정
TCP/IP 인터넷 계층, IPv4 주소 및 서브넷
TCP/IP 전송 계층 및 애플리케이션 계층 설명
라우팅 기능
Cisco 라우터 설정
3 일차
스위치 또는 라우터를 통한 패킷 전송 이해
간단한 네트워크의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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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6 프로토콜
정적(Static) Route 설정
VLAN(Virtual Local Area Network) 및 Trunk 구현
4 일차
VLAN 간 라우팅 구성 설명
OSPF(Open Shortest Path First)의 구성 요소 및 용어 설명
EtherChannel 을 사용한 이중화된 스위치 네트워크 구성
ACL(Access Control List) 소개
인터넷 액세스 구성
5 일차
지능형(Intelligent) 네트워크로의 진화
시스템 모니터링 도구 구성
Cisco 장치의 관리
관리를 위한 안전한 접속 방안
네트워크 장비 강화
Self-Study 내용 (6 일~8 일)
이중화된 스위치 네트워크 구현
3 계층 이중화 방안
WAN 기술 소개
QoS 소개
무선 기술(RF) 소개
아키텍쳐와 가상화 소개
보안 위험 요소 소개
위협 방어 기술 소개

교육명

CCNP Enterprise 기본 ENCOR v1.0 (Implementing and Operating Cisco
Enterprise Network Core Technologies)
▪ 권장 교육 방식은 총 5일 과정입니다. 강사가 진행하는 교육과 실습이 5일이며 추가로 수강생 자율 학습
자료가 3일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육개요

▪ 2번째 교육 방식인 가상교육(Virtual Class) 인 경우 웹(Web Based) 상에서 강사가 주도하는 교육과 실습이
5일이며 추가로 수강생 자율 학습 자료가 3일 분량인 교육 과정입니다.
▪ 3번째 교육 방식은 E-Learning 교육 과정으로 8일 분량의 컨텐츠와 비디오, 실습 및 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Access, Distribution 및 Core 계층을 사용하여 계층형 네트워크 설계 모델 및 아키텍처 설명
▪ Process switching, Fast switching 및 Cisco Express Forwarding 개념과 TCAM(Ternary Content Addressable
Memory) 및 CAM(Content Addressable Memory)을 의미를 이해하여 다양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스위칭
메커니즘과 작동을 비교 및 대조
▪ VLAN 및 트렁킹을 사용하여 2 계층 연결 문제 해결

교육목표

▪ Spanning Tree Protocol 을 이용한 중복 스위치 네트워크 구현
▪ Etherchannel 을 사용하여 링크 집계 문제 해결
▪ EIGRP(Enhanced Internal Gateway Routing Protocol)의 기능, 메트릭 및 경로 선택 개념 설명
▪ IPv4 및 IPv6 를 위한 OSPF(Open Shortest Path First)v2 및 OSPFv3의 패킷 종류, 유형 및 Area, 요약 및 경로
필터링을 포함한 구현 및 최적화
▪ EBGP(External Border Gateway Protocol) 를 통해 도메인(AS)간 라우팅, 경로 선택, 싱글 및 듀얼 홈 네트워킹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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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RP(Hot Standby Routing Protocol) 및 VRRP(Virtual Router Redundancy Protocol)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이중화 구현
▪ NAT(Static and Dynamic Network Address Translation)을 사용하여 기업 내에서 인터넷 연결 구현
▪ 서버, 스위치 및 다양한 네트워크 장치 및 구성 요소의 가상화 기술 설명
▪ VRF(Virtual Routing and Forwarding), GRE(Generic Routing Encapsulation), VPN, LISP(Location Identifier
Separation Protocol) 등의 오버레이 기술 구현
▪ 무선 주파수(RF) 및 안테나 특성을 포함한 무선 네트워킹의 구성 요소 및 개념 설명 및 특정 무선 표준 정의
▪ 중앙 집중식 Cisco WLC(Wireless LAN Controller) 아키텍처 내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무선 구축 모델 설명
▪ 무선 로밍 및 위치 서비스 설명
▪ AP 가 소프트웨어, 구성 및 중앙 집중식 관리를 얻기 위해 WLC 와 통신하는 방법 설명
▪ WLC 에서 EAP(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 WebAuth 및 PSK(Pre-Shared Key) 무선 클라이언트 인증
구성 및 확인
▪ 다양한 가능의 도구들을 사용하여 무선 클라이언트 연결 문제 해결
▪ NTP(Network Time Protocol), 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Cisco IOS® IP SLA, NetFlow 및
Cisco IOS Embedded Event Manager 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여 기업 네트워크 문제 해결
▪ Show 및 Debug 명령과 문제 해결 모범 사례를 통해 네트워크 분석 및 문제 해결 도구의 사용 설명
▪ CLI(Command-Line Interface), RBAC(Role-Based Access Control), ACL(Access Control List ), SSH(Secure Shell)를
사용하여 Cisco IOS 장치에 대한 보안 관리 액세스를 구성하고 장비 보안 개념을 이해하여 Telnet 및 HTTP 와
같은 보안이 낮은 애플리케이션로 부터 장치를 보호
▪ AAA(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nd Accounting) 및 로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확장 가능한 관리 구현
및 기능 및 장점 검토
▪ VPN, Content 보안, 로깅, 종단장치(Endpoint) 보안, 개인 방화벽 및 기타 보안 기능을 포함한 기업 네트워크
보안 아키텍처 설명
▪ 네트워크 가시성(Visibility), 사전 예방적 모니터링 및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위한 Cisco DNA CenterTM
Assurance for Intent-Based Networking 의 목적, 기능, 기능 및 워크플로우 설명
▪ VXLAN(Virtual Extensible LAN) 게이트웨이의 목적과 기능을 설명하고 노드, 패브릭(Fabric) 제어부 및 Data
Plane 을 포함한 Cisco SD-Access 솔루션의 구성 요소 및 기능 설명
▪ Orchestration/Management/Control/Data Plane 를 이해하고 Cisco SD-WAN 솔루션의 구성 요소 및 기능
정의
▪ IGMP(Internet Group Management Protocol) v2/v3, PIM(Protocol-Independent Multicast) Dense/Sparse mode,
Rendezvous(랑데부)points,등 멀티캐스트 프로토콜의 개념, 목적 및 특징 설명
▪ QoS(Quality of Service)의 개념 및 특징 설명 및 기업 네트워크 내 요구 사항 설명
▪ Script writing 및 분석을 통해 Python 기본 구성 요소 및 조건 설명
▪ Cisco DNA Center 및 vManage 의 API 인 NETCONF(Network Configuration Protocol) 및 RESTCONF 와 같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Programmability) 프로토콜 설명
교육기간

5일(35시간)
▪ 기업 네트워크 구현

선수지식

▪ 기업 네트워크의 라우팅 및 무선 연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 Python 스크립팅에 대한 기본 이해
▪ 중간 수준의 네트워크 엔지니어

교육대상

▪ 네트워크 관리자
▪ 네트워크 지원 기술자
▪ 헬프 데스크 기술자
오프라인 5일 + 셀프스터디 3일 ( **표시 ) 과정입니다.

교육

교육 내용

내용
Day 1
Cisco Enterprise Network Architecture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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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Switching Paths 이해
Campus LAN 연결 구현
이중화 스위치 토폴로지 구현
Layer 2 Port Aggregation 구현
Day 2
EIGRP 이해
OSPF 구현
OSPF 최적화
Day 3
EBGP 개요
네트워크 이중화 구현
NAT 구현
가상화(Virtualization) 프로토콜 및 기술 소개
VPN(Virtual Private Networks) 및 인터페이스 이해
Day 4
무선 원리 이해
무선랜 구현 방식
무선 로밍 및 위치 서비스 이해
무선 AP 동작 검사
무선 클라이언트 인증 이해
무선 클라이언트 연결 문제 해결
** 멀티캐스트 프로토콜 소개
** QoS 소개
Day 5
네트워크 서비스 구현
네트워크 분석 도구 사용
인프라 보안 구현
보안 액세스 제어(Secure Access Control) 구현
** 기업 네트워크 보안 아키텍처 이해
** Cisco DNA 센터를 이용한 자동화 및 보증 탐색
** Cisco SD-액세스 솔루션 검토
** Cisco SD-WAN 솔루션의 작동 원리 이해
** 파이선(Python ) 프로그래밍의 기본 원리 이해
**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프로토콜 소개
** Cisco DNA Center 및 vManage 에서 API 소개
실습 내용
CAM 이해
Cisco Express Forwarding 분석
VLAN 및 트렁크 문제 해결
STP(Spanning Tree Protocol) 및 RSTP(Rapid Span Tree Protocol) 구성
다중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구성
EtherChannel 문제 해결
Multi-area OSPF 구현
OSPF Tuning 구현
OSPF 최적화 적용
OSPFv3 구현
Single-Homed EBGP 구성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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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RP(Hot Standby Routing Protocol) 구현
VRRP(Virtual Router Redundancy Protocol) 구성
NAT 구현
VRF(Virtual Routing and Forwardin) 구성 및 확인
GRE(Generic Routing Encapsulation) 터널 구성 및 확인
정적 VTI(가상 터널 인터페이스) 지점 간 터널 구성
중앙 집중식 구현 방식에서 무선 클라이언트 인증 구성
무선 클라이언트 연결 문제 해결
Syslog 구성
NetFlow 구성 및 확인
Cisco IOS EEM(Embedded Event Manager) 구성
Ping, Traceroute 및 Debug 를 통한 연결 문제 해결 및 트래픽 분석
Cisco IP SLA 구성 및 확인
Standard/ExtendedACL 구성
Control Plane Policing 구성
로컬 및 서버 기반 AAA 구현
Python 스크립트 작성 및 문제 해결
Python 에서 JavaScript 개체 표기법(JSON) 개체 및 스크립트 탐색
NETCONF Via SSH 사용
Cisco IOS XE 소프트웨어와 함께 RESTCONF 사용

교육명

CCNP Enterprise 선택 ENARSI v1.0 (Implementing Cisco Enterprise Advanced
Routing and Services)
▪ 복잡한 기업 네트워크를 설치, 구성, 운영 및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 습득합니다
▪ 고급 라우팅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전문가 수준의 직무 능력을 습득합니다.

교육개요

참고로
▪ 2020년 2월 24일부터 제공되는 Cisco Enterprise Advanced Routing and Services(300-410 ENARSI) 구현 시험
준비
▪ IPv4 및 IPv6 EIGRP(Enhanced Internal Gateway Routing Protocol) 및 Named EIGRP 구성
▪ IPv4 및 IPv6를 위한 Classic/ Named EIGRP 최적화
▪ IPv4 및 IPv6를 위한 Classic/ Named EIGRP 문제 해결
▪ IPv4 및 IPv6 환경에서 OSPF(Open Shortest Path First)v2 및 OSPFv3 구성
▪ OSPFv2 및 OSPFv3 최적화
▪ IPv4를 위한 OSPFv2 및 IPv4 및 IPv6를 위한 OSPFv3 문제 해결
▪ 필터링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경로 재분배(Route Redistribution) 구현
▪ 경로 재분배 문제 해결
▪ PBR(Policy-Based Routing) 및 IP SLA(service level agreement)을 사용하여 경로 제어 구현

교육목표

▪ IPv4 및 IPv6 환경에서 MP-BGP(Multiprotocol-Border Gateway Protocol) 구성
▪ IPv4 및 IPv6 환경에서 MP-BGP 최적화
▪ IPv4 및 IPv6에 대한 MP-BGP 문제 해결
▪ MPLS(Multiprotocol Label Switching)의 특징 설명
▪ MPLS VPN 의 주요 아키텍처 구성 요소 설명
▪ MPLS VPN 의 라우팅 및 패킷 전달 기능 식별
▪ MPLS VPN 환경에서 패킷 전달 방법 설명
▪ Cisco IOS DMVPN(Dynamic Multipoint VPN) 구현
▪ DHCP(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구현
▪ IPV6 First hop 을 보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설명
▪ Cisco 라우터 보안 기능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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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보안 및 서비스 문제 해결
교육기간

5일(35시간)
네트워크 기초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 LAN 구현 방법에 대한 기본 지식
▪ 네트워크 장비 관리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선수지식

▪ 네트워크 장비 보안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 네트워크 자동화에 대한 기본 지식
다음 Cisco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필수 구성 요소를 충족할 수 있도록 권장하십시오.
▪ Cisco ENCOR(Enterprise Network Core Technologies) v1.0 구현 및 운영
▪ 기업 네트워크 엔지니어

교육대상

▪ 시스템 엔지니어
▪ 시스템 관리자
▪ 네트워크 관리자
* 오프라인 5일 + 셀프스터디 3일과정입니다.
1. 교육 내용
-EIGRP 구현
-EIGRP 최적화
-EIGRP 문제 해결
-OSPF 구현
-OSPF 최적화
-OSPF 문제 해결
-IBGP(Internal Border Gateway Protocol) 구현
-BGP 최적화
-MP-BGP 구현
-BGP 문제 해결
-재분배(Redistribution) 구성
-재분배 문제 해결
-경로 제어(Path Control) 구현

교육
내용

-MPLS 소개
-MPLS L3 VPN 아키텍처 소개
-MPLS L3 VPN 라우팅 소개
-VRF(Virtual Routing and Forwarding)-Lite 구성
-DMVPN 구현
-DHCP 구현
-DHCP 문제 해결
-IPv6 First Hop Security 소개
-Cisco 라우터 보안
-인프라 보안 및 서비스 문제 해결
2. 실습 내용
-EIGRP 구현
-IPv4 및 IPv6에 대한 Classic/Named 모드를 사용하여 EIGRP 구성
-EIGRP 토폴로지 테이블 확인
-EIGRP Stub Routing, Summarization, Default Routing 구성
-EIGRP 로드 밸런싱 및 인증 구성
-EIGRP 문제 해결
-IPv4 및 IPv6에 대한 OSPFv3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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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State 데이터베이스 확인
-OSPF Stub Areas 및 Summarization
-OSPF 인증 구성
-OSPF 문제 해결
-라우팅 프로토콜 재분배(Redistribution) 구현
-재분배 제어
-Route Map 을 사용하여 재분배 제어
-재분배 문제 해결
-PBR 구현
-Internal 및 External BGP(Border Gateway Protocol) 구성
-BGP Path Selection 구현
-BGP 고급 기능 구성
-BGP Route Reflectors 구성
-IPv4 및 IPv6에 대한 MP-BGP 구성
-BGP 문제 해결
-PBR 구현
-VRF-Lite 로 라우팅 구성
-Cisco IOS DMVPN 구현
-자동으로 IPv6 주소 가져오기
-DHCPv4 및 DHCPv6 문제 해결
-IPv4 및 IPv6 ACL(Access Control List) 문제 해결
-Control Plane Policing 구성 및 확인
-uRPF(Unicast Reverse Path Forwarding) 구성 및 확인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 문제 해결 종합 실습 1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 문제 해결 종합 실습 2

교육명

CCNP Enterprise 선택 ENSDWI v2.0 (Implementing Cisco SD-WAN Solutions)
기존 WAN 에서 SD-WAN 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대규모 라이브 네트워크에서 Cisco® SDWAN(소프트웨어 정의 WAN) 솔루션을 설계, 구축, 구성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및 지사에서
라우팅 프로토콜을 구성하는 모범 사례와 고급 제어, 데이터 및 애플리케이션 인식 정책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SD-WAN 구축 및 마이그레이션 옵션, 컨트롤러 배치, WAN Edge 장치 배포 방법,
DIA(Direct Internet Access) 브레이크아웃 구성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인식
엔터프라이즈 방화벽, IPS(Intrusion Prevention System), URL 필터링, Cisco AMP(Advanced Malware Protection),

교육개요

SSL/TLS(Transport Layer Security) 프록시 및 Cisco Ubrela® Secure Internet Gateway(SIG) 등 사용 가능한
다양한 Cisco SD-WAN 보안 옵션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 저렴한 비용과 높은 유연성을 위해 전송 독립적인 WAN 구축
▪ 비즈니스 크리티컬 및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SLA(서비스 수준 계약) 충족
▪ 중요한 엔터프라이즈 컴퓨팅 리소스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엔드 투 엔드 세분화 제공
▪ 퍼블릭 클라우드로 원활하게 확장
▪ SaaS(Software-as-a-Service)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환경 최적화
Cisco SD-WAN 솔루션 및 기존 WAN 과 SD-WAN 의 작동 모드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합니다.
- Cisco SD-WAN 클라우드 및 온프레미스 배포 옵션 설명
- WAN 에지 장치 배포 방법 설명

교육목표

ZTP(Zero-Touch Provisioning)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온프레미스 배포에 대한 기술적 세부 사항을 검토합니다.
- 장치 구성 템플릿을 검토하고 장치 구성 템플릿의 새로운 기능 설명
- 확장성, 고가용성 및 중복성을 제공하기 위한 옵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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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측 및 전송 측에서 SD-WAN 환경에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이 배포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정책 정의, 연결, 배포 및 적용 방법을 포함하는 Cisco SD-WAN 정책 개념 설명
- 맞춤형 토폴로지 및 서비스 삽입을 위한 정책과 같은 고급 제어 정책 정의 및 구현
- 트래픽 엔지니어링 및 QoS 정책과 같은 고급 데이터 정책 식별 및 구현
- AAR(Application-Aware Routing) 정책 정의 및 구현
- DIA(직접 인터넷 액세스) 및 Cisco SD-WAN Cloud OnRamp 옵션 구현
- Cisco SD-WAN 보안 구성 요소 및 통합 설명
순수 및 하이브리드 Cisco SD-WAN 솔루션을 설계하는 방법과 Cisco SD-WAN 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모니터링, 보고, 로깅, 문제 해결 및 업그레이드와 같은 Cisco SD-WAN Day-2 작업 설명
- 멀티캐스트에 대한 Cisco SD-WAN 지원 설명
교육기간

5일(35시간)
본 코스를 수강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합니다.
- 대규모 실시간 네트워크 배포에 적용되는 SDN(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 개념에 대한 지식
- 엔터프라이즈 WAN 설계에 대한 강한 이해
- 내부 및 외부 라우팅 프로토콜 작동을 포함한 라우팅 프로토콜 작동에 대한 강한 이해

선수지식

- TLS(Transport Layer Security) 및 IP 보안(IPSec)에 익숙함
다음과 같은 필수 조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Cisco 권장 오퍼링은 다음과 같습니다.
- Cisco 솔루션 구현 및 관리(CCNA®)
- Cisco ENCOR(Enterprise Network Core Technology) 구현 및 운영
▪ 시스템 설치 프로그램
▪ 시스템 통합업체

교육대상

▪ 시스템 관리자
▪ 네트워크 관리자
▪ 솔루션 디자이너
개요
Cisco SD WAN 아키텍처 검토
Cisco SD-WAN 구축 옵션 검토
WAN 에지 장치 배포
ZTP 및 PnP 로 WAN 에지 장치 온보딩
장치 구성 템플릿 사용
중복성, 고가용성 및 확장성 탐색
서비스 측 및 전송 측 라우팅 활성화
Cisco SD-WAN 정책 구성 기본 사항 이해
고급 제어 정책 정의

교육

고급 데이터 정책 정의

내용

AAR 구현
직접 인터넷 액세스 및 클라우드 배포 옵션 검토
Cisco SD-WAN 보안 살펴보기
Cisco SD-WAN 설계 및 마이그레이션
Cisco SD-WAN 네트워크 관리 및 문제 해결 수행
Cisco SD-WAN 멀티캐스트 지원 검토
연구실 개요
Cisco SD-WAN 컨트롤러 배포
ZTP 를 사용하여 WAN 에지 라우터 추가
구성 템플릿을 사용하여 Cisco SD-WAN 장치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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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SD-WAN 컨트롤러 선호도 구성
서비스 측 라우팅 프로토콜 구현
TLOC(전송 위치) 확장 구현
제어 정책 구현
데이터 정책 구현
애플리케이션 인식 라우팅 구현
지점 및 지역 인터넷 브레이크아웃 구현
분기 사이트 마이그레이션
Cisco SD-WAN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수행

교육명

CCNP Enterprise/DevNet 선택 ENAUI v1.0 (Implementing Automation for
Cisco Enterprise Solutions)
▪ 이 과정은 프로그래밍 개념, 오케스트레이션, 원격 분석 및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여 Cisco 기반 엔터프라이즈
캠퍼스 및 광역 네트워크 (WAN) 에서 프로그래밍 기능과 자동화를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워크 플로우와
보다 민첩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교육개요

▪ 강의와 실습을 통해 장치 중심 자동화에 Cisco IOS-XE 를 사용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 Cisco 의도 기반
기업망에 대한 Digital Network Architecture (Cisco DNA) 센터, Cisco SD (Software-Defined) WAN 및 Cisco
Meraki, Python, Ansible, Git, JSON (JavaScript Object Notation), YAML (YAML Ain’t Markup Language) 과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툴킷, 산업 표준 워크 플로우, 도구 및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학습합니다.
▪ Cisco IOS-XE 플랫폼의 다양한 모델 및 API 를 설명하며 Day 0 작업을 수행하고, 맞춤형 도구로 문제 해결
방법을 개선하고,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CLI 를 보강하고 Ansible 및 Python 을 사용하여 다양한 워크 플로우를
통합할 수 있다.
▪ 모델 중심 원격 측정의 패러다임 전환과 작업 솔루션의 빌딩 블록을 설명할 수 있다.
▪ Cisco DNA Center 에서 관리하는 Cisco DNA 인프라를 자동화하기 위한 도구 및 API 를 제어할 수 있다.

교육목표

▪ Python, Ansible 및 Postman 을 사용하여 워크 플로우 (구성, 확인, 상태 확인 및 모니터링)를 보여 줄 수
있다.
▪ Cisco SD-WAN 솔루션 구성 요소를 설명하고, Cisco SD-WAN API 와 함께 작동하는 Python 라이브러리를
구현하여 구성, 인벤토리 관리 및 모니터링 작업을 수행하고, 재사용 가능한 Ansible 역할을 구현하여 기존
Cisco SD-WAN 하부구조 에서 새로운 지점 사이트 프로비저닝을 자동화할 수 있다.
▪ Python, Ansible 및 Postman 을 사용하여 Cisco Meraki 관리 인프라를 자동화하고 워크 플로우 (구성, 확인,
상태 확인, 모니터링)를 시연하기위한 도구 및 API 를 관리할 수 있다.

교육기간

5일(35시간)
▪ Implementing and Administering Cisco Solutions (CCNA) 과정 이수자
▪ Introducing Automation for Cisco Solutions (CSAU) 과정 이수자
▪ Implementing Cisco Enterprise Network Core Technologies (ENCOR) 과정 이수자

선수지식

또는 아래와 같은 지식 소유자
▪ 기본 프로그래밍 언어 개념
▪ 가상화에 대한 기본 이해
▪ SSH (Secure Shell) 및 bash 와 같은 Linux 및 CLI 도구를 사용하는 기능
▪ CCNP 수준에 해당하는 네트워킹 지식
▪ Cisco DNA, Meraki 및 Cisco SD-WAN 에 대한 기본 이해
▪ 네트워크 엔지니어
▪ 시스템 엔지니어

교육대상

▪ 무선 엔지니어
▪ 컨설팅 시스템 엔지니어
▪ 기술 솔루션 아키텍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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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관리자
▪ 무선 설계 엔지니어
▪ 네트워크 관리자
▪ 영업 엔지니어
▪ 계정 관리자
-Cisco SD-WAN 프로그래밍 기능 소개
-Python 으로 Cisco SD-WAN 자동화 구축
-Ansible 로 Cisco SD-WAN 자동화 구축
-Ansible 및 NAPALM (Network Automation and Programmability Abstraction Layer with Multivendor)을
사용하여 설정 관리
-Cisco IOS XE 소프트웨어로 온 박스 프로그래밍 기능 및 자동화 구현
-모델 중심 원격 측정 구현
-Cisco IOS-XE 를 통한 0 일차 프로비저닝
-Cisco Meraki 자동화
-Meraki 통합 API 구현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서 자동화 구현
-Python 으로 Cisco DNA Center 자동화 구축
교육
내용

-Cisco DNA Center 를 사용하여 작업 자동화
실습 목차
-Cisco SD-WAN API 를 사용하여 관리 작업 수행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Cisco SD-WAN 구축, 관리 및 운영
-URI (Uniform Resource Identifier) 모듈을 사용하여 SD-WAN API 사용
-Ansible-Viptela 역할을 사용하여 보고서 작성
-Ansible 을 사용하여 기능 템플릿 관리
-NAPALM 을 사용하여 장치 구성 구성 및 확인
-Cisco IOS XE 소프트웨어로 온 박스 프로그래밍 기능 및 자동화 구현
-Cisco IOS XE 소프트웨어에서 Python 사용
-Cisco IOS XE 로 스트리밍 원격 분석 구현
-Cisco Meraki API 자동화 구현
-Cisco Meraki 통합 API 살펴보기
-Cisco Meraki Webhook 경보 살펴보기

교육명

BGP v4.0 (Configuring BGP on Cisco Routers) - CCIE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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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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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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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 Hands-on Lab 을 통해 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교육기간

5일(35시간)

선수지식

▪ CCNP 또는 동등한 지식 보유
▪ 시스코 제품 및 인터네트워킹 산업의 신규 고객 및 기존 채널 파트너
▪ 대규모 데이타를 이용한 네트웍을 구축하고 관리할 책임을 가진 네트웍 관리자

교육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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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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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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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GP Transit Autonomous Systems
-Transit AS 의 의미

교육
내용

-Transit AS 에서 IBGP 와 EBGP
-Transit AS 에서의 패킷 전달
-Transit AS 의 구현
-Transit AS 에서 IBGP 확인과 문제 해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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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GP 정책의 적용 방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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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고객사 ISP 와의 BGP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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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와 연결시 고려 조건들
-Static Route 을 이용한 고객사와 연결
-단일 ISP 와 다중 연결 방안
-여러 ISP 와 다중 연결 방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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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BGP 확장성 최적화
-BGP Convergence 최적화
-BGP Neighbor 로부터의 BGP 정보 제한
-BGP Route Dampening 구현

교육명

MPLS v3.0 (Implementing Cisco MPLS) - CCIE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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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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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 네트워크를 통해 효율적으로 패킷을 전송하는 기술인 MPLS(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프토토콜을
학습할 수 있다.

교육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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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시간)
▪ CCNA 소지

선수지식

▪ BSCI와 BGP 과정 선수강자 또는 동등의 지식 보유
▪ QOS 과정 선수강(권장)
▪ MPLS 네트워크 및 MPLS 테크놀로지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를 디자인하거나 계획 또는 장애처리를 담당하는

교육대상

엔지니어
▪ CCIP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1. MPLS 개념
-MPLS 개념 소개

교육
내용

-MPLS Label 과 Label Stacks
-MPLS Applications 분류
2. Label Assignment와 Distribution
-LDP Neighbors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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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Mode MPLS에서 Label Distribution
-Frame-Mode MPLS에서 Convergence
-Label Allocation, Distribution, Retention Modes
3. Frame-Mode MPLS 구현
-CEF Switching 소개
-Frame-Mode MPLS 구현
-Frame-Mode MPLS 동작 확인
-Frame-Mode MPLS 문제 해결
4. MPLS VPN 기술
-VPN의 소개
-VPN 분류
-MPLS VPN의 구조
-MPLS VPN에서의 라우팅
-MPLS VPN Packet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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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복잡한 MPLS VPN 구현
-Route Map과 연동되는 Route Target
-Overlapping VPN의 구현
-Central Services VPN의 구현
-Managed CE Routers Service 구현
7. MPLS VPN망과 인터넷 연결
-MPLS VPN망과 인터넷 연결 방안 소개
-MPLS VPN망과 분리된 인터넷 연결
-인터넷을 하나의 MPLS VPN으로 연동
8. MPLS Traffic Engineering 소개
-TE의 개념
-MPLS TE의 구성 요소들
-MPLS TE 구현 방법
-MPLS TE 동작 확인 방법

교육명

QoS v2.5 (Implementing Cisco Quality of Service) - CCIE 수준
▪ 본 과정은 Cisco 라우터와 스위치에서 사용되는 IP QoS 에 관한 내용들을 제공한다.

교육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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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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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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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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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시간)

선수지식

▪ CCNA 소지자 또는 동등의 지식 보유
▪ 시스코 제품 및 인터네트워킹 산업의 신규 고객 및 기존 채널 파트너

교육대상

▪ 음성, 화상, 데이타를 통합한 네트웍을 구축하고 관리할 책임을 가진 네트웍 관리자
▪ CCIP, CCVP 를 취득하고자 하는 분
1. Introduction to IP QoS
-QoS 의 필요성과 설정 tool
2. The Building Blocks of IP QoS
-QoS 의 모델 비교(Best-Effort, DiffServ, InterServ)
-QoS 메카니즘 이해
3. Introduction to Modular QoS CLI and Auto-QoS
-MQC 의 구성요소와 적용 방법
-AutoQos VoIP 이해
-AutoQos Enterprise 이해
4. Classification and Marking
-Layer 2에서의 Classification & Marking
-Layer 3에서의 Classification & Marking
-MQC 를 사용하여 classification 하기

교육

-MQC 를 사용하여 marking 하기

내용

-NBAR 를 사용하여 classificaiton 하기
-VPNs feature 를 위한 QoS 설정
-QoS 와 BGP 간의 상호 작용 이해
-시스코 catalyst 스위치에서의 classification & Marking
5. Congestion Management
-Queuing 의 이해
-FIFO, WFQ, CBWFQ, LLQ 의 설정과 확인
-LAN 혼잡 관리(congestion management) 설정과 확인
6. Congestion Avoidance
-혼잡 회피(congestion avoidance)의 이해
-RED, CBWRED, ECN 의 설정과 확인
7. Traffic Policing and Shaping
-Class-Based policing 설정과 확인
-Class-Based shaping 설정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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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Relay 인터페이스에서의 CB shaping 설정과 확인
-FR-VATS(Voice Adaptive Traffic Shaping 과 Fragmentation)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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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QoS Best Practice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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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명

교육개요

IP6FD v3.0 (IPv6 Fundamentals, Design and Deployment) - CCIE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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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v6 프로토콜 헤더구조와 그것을 사용 가능하게 하는 요소를 학습할 수 있다.
▪ 진화된 IPv6 개념과 사용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교육목표

▪ IPv6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다.
▪ IPv6 보안 위협과 디자인 사례들을 설명할 수 있다.
▪ Mobile IPv4와 Mobile IPv6와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교육기간
선수지식

5일(35시간)
▪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능력
▪ PL 하드웨어 설정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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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킹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교육대상

▪ 선수지식에 맞는 분
1. Introduction to IPv6
2. IPv6 Operation
3. Advanced IPv6 Topics

교육
내용

4. Describing IPv6-Enabled Routing Protocols
5. Using IPv6 Services
6. IPv6 Transition Mechanisms
7. Discussing Security Issues in IPv6
8. Mobile IP Model
9. Deploying IP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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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데이터센터
CCNP DataCenter 기본 DCCOR v1.0 (Implementing and Operating Cisco Data
Center Core Technologies)
▪ 네트워크, 컴퓨팅 및 스토리지 인프라의 구현, 보안 및 자동화 경험 확보

교육
개요

▪ 엔터프라이즈 급 Cisco 학습 기술, 데이터 센터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Cisco 의 고유 한
▪ 수업 및 실습 조합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
▪ 엔터프라이즈 급 데이터 센터 환경의 수요가 많은 영역에서 전문가 및 전문가 수준의 직무 역할을 수행
▪ 재 인증을 위해 40 CE 크레딧 획득
▪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라우팅 및 스위칭 프로토콜 구현
▪ 데이터 센터에서 오버레이 네트워크 구현
▪ 고급 Cisco ACI ™ (Cisco Application Centric Infrastructure) 개념 및 Cisco VMM (Virtual Machine Manager)
도메인 통합을 소개
▪ Cisco 클라우드 서비스 및 배포 모델 설명
▪ 파이버 채널 패브릭 구현

교육

▪ FCoE (Fibre Channel over Ethernet) 통합 패브릭 구현

목적

▪ 데이터 센터에서 보안 기능 구현
▪ 소프트웨어 관리 및 인프라 모니터링 구현
▪ Cisco UCS Fabric Interconnect 및 서버 추상화 구현
▪ 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 ™ (Cisco UCS®)을위한 SAN 연결 구현
▪ Cisco HyperFlex ™ 인프라 개념 및 이점 설명
▪ 데이터 센터에서 Cisco 자동화 및 스크립팅 도구 구현
▪ 자동화 및 오케스트레이션 기술 평가

교육기간

5 일(35 시간)
▪ 네트워킹 프로토콜, 라우팅, 스위칭에 대한 이해

선수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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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센터 스위칭 프로토콜 구현
- Spanning Tree Protocol, Port Channels, Virtual Port Channels
First Hop Redundancy Protocol 구현 *
-HSRP, VRRP, IPv6 용 FHRP
데이터 센터에서 라우팅 구현
-OSPF (Open Shortest Path First) v2/v3, BGP
데이터 센터에서 멀티 캐스트

교육

-IGMP (Internet Group Management Protocol), MLD (Multicast Listener Discovery)

내용

-IP Multicast on Cisco Nexus Switches
데이터 센터 오버레이 프로토콜 구현
-Cisco Overlay Transport Virtualization (OTV)
-Virtual Extensible LAN(VxLAN)
네트워크 인프라 보안 구현 *
-RBAC, AAA/SSH on Cisco NX-OS, Keychain, First Hop Security, MAC Security, Control Plane Policing
Cisco ACI
-Cisco ACI 개요, 관리, ACI Fabric Access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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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ACI Building Blocks 과 VMM Domain 통합
-Tenant-Based Components, ACI Endpoints and Endpoint Groups (EPG)
-Traffic Flow with Contracts, Virtual Switches and Cisco ACI VMM Domains
-VMM Domain EPG Association
-Cisco ACI Integration with Hypervisor Solutions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의 패킷 흐름 설명 *
Cisco 클라우드 서비스 및 배포 모델 설명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인프라 관리, 유지 관리 및 운영 설명
Cisco Network Assurance 개념 설명 *
Fibre Channel Fabric 구현
-파이버 채널 기본 사항,Virtual Storage Area Network (VSAN)
스토리지 인프라 서비스 구현
FCoE 통합 패브릭 구현
스토리지 인프라 보안 구현 *
데이터 센터 스토리지 인프라 유지 관리 및 운영 설명 *
Cisco UCS Server Form Factors 설명 *
Cisco Unified Computing Network Connectivity 구현
Cisco Unified Computing Server Abstraction 구현
Cisco 통합 컴퓨팅 SAN 연결 구현
통합 컴퓨팅 보안 구현
Cisco HyperFlex 시스템 소개 *
데이터 센터 통합 컴퓨팅 관리, 유지 관리 및 운영 설명 *
Cisco Data Center Automation and Scripting Tools 구현 *
Automation 및 Orchestration 소프트웨어 플랫폼과의 Cisco 통합 설명
Cisco 데이터 센터 자동화 및 오케스트레이션 기술 설명

교육명

CCNP Data Center 선택 DCACI (Implementing Cisco Application Centric
Infrastructure)
▪ 보다 빠른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위해 ACI 모드에서 Cisco Nexus 9000 시리즈 스위치의 향상된 자동화 기능을
통합하는 기술과 실습을 습득.

교육개요

▪ 프로토콜, 솔루션 및 설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전문가 수준 및 전문가 수준 데이터 센터 직무 역할을
습득.
▪ 재 인증을 위해 40 CE 크레딧 획득
▪ Cisco ACI 패브릭 인프라 및 기본 Cisco ACI 개념 설명
▪ Cisco ACI 정책 모델 논리적 구성 설명
▪ Cisco ACI 기본 패킷 전달 설명

교육목표

▪ 외부 네트워크 연결 설명
▪ VMM 통합 설명
▪ Layer 4에서 Layer 7 로의 통합 설명
▪ Cisco ACI 관리 기능 설명

교육기간

▪ 5일(총 35시간)
▪ 네트워킹 프로토콜, 라우팅, 스위칭에 대한 이해

선수지식

▪ CCNA 자격 보유 추천
▪ DCFNDU ( Cisco Data Center Foundations ) v1.0 이해
▪ CCNP R&S(Routing and Switching) 혹은 CCNP SP(Service Provider)

교육대상

▪ 네트워크 엔지니어와 시스템 엔지니어
▪ 네트워크 설계자, 네트워크 관리자, 네트워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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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ACI Fabric Infrastructure 소개
-Cisco ACI 와 ACI 토폴로지 및 하드웨어
-ACI Object 모델, Faults, Event Record, and Audit Log
-Cisco ACI 패브릭 검색, Cisco ACI 액세스 정책
Cisco ACI 정책 모델 논리적 구성 설명
-Cisco ACI 논리적 구성
-Tenant, Virtual Routing and Forwarding
-Bridge Domain, Endpoint Group, Application Profile
-Tenant Components Review
-Adding Bare-Metal Servers to Endpoint Groups
-Contracts
Cisco ACI 기본 패킷 전달 설명
외부 네트워크 연결 소개
교육내용

-Cisco ACI 외부 연결 옵션
-External Layer 2/3 네트워크 연결
VMM 통합 소개
-VMware vCenter VDS 통합
-Resolution Immediacy in VMM
-Alternative VMM Integrations
Layer 4 to Layer 7 Integrations 설명
-Service Appliance Insertion Without ACI L4-L7 Service Graph
-Service Appliance Insertion via ACI L4-L7 Service Graph
-Service Graph Configuration Workflow
-Service Graph PBR Introduction
Cisco ACI 관리 설명
-Out-of-Band/In-Band Management
-Syslog, SNMP, Backup, AAA, RBAC,
-Cisco ACI 업그레이드, Collect Tech Support

교육명

시스코 DataCenter 기술입문 DCTECH v3.0
▪ Cisco 데이터 센터 시스템 장치 및 운영 소프트웨어로 작업하는 현장 지원 엔지니어를 위해 설계 교육
과정입니다.
▪ 이 과정은 모듈별로 텍스트, 상호 작용, 그래픽 이미지 및 비디오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적절한 절차를 설명하여 현장 지원 엔지니어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결 시간을 단축합니다.

교육개요

▪ 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s 및 서버의 현장 지원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기술에 중점을 둡니다.
▪ 이 과정은 하드웨어 교체, 소프트웨어 및 구성 백업 및 복원, 안전 및 환경 요구 사항 확인, 연결 유형 및
케이블 요구 사항 인식, 기본적인 물리적 계층 문제 해결 수행 등 Cisco Data Center 제품에 대한 교정 서비스
(HW 고장 수리)를 다룹니다.
▪ 기본 Cisco NX-OS 구성, Cisco Data Center 제품 및 하드웨어 구성 요소를 학습 합니다.
▪ SAN, UTP (Unshielded Twisted Pair) 및 파이버 커넥터, 통합 컴퓨팅 패브릭 및 서버 옵션을 포함한 Cisco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기본 사항을 검토 할 수 있다.
▪ Cisco UCS (Cisco Unified Computing System) 구성 요소 모델, Cisco Nexus 및 MDS 스위치, 액세서리, 케이블
및 인터페이스를 식별 할 수 있다.

교육목표

▪ Cisco UCS 및 Cisco Nexus 운영 체제 (Cisco NX-OS) 작동 모드를 이해하고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소프트웨어를 식별 할 수 있다.
▪ Cisco GUI 를 사용하여 Cisco UCS 제품 구성 요소를 연결하고 서비스 할 수 있다.
▪ 효과적인 현장 서비스 및 장비 교체와 Cisco UCS 서버의 가장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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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및 구성 백업 및 복원을 포함하여 Cisco Data Center 제품에 대한 교정 서비스 (HW break fix)를
수행하고, 안전 및 환경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연결 유형 및 케이블 요구 사항을 인식하고, 기본적인 물리 계층
문제 해결을 수행 할 수 있다.
교육기간

▪ 3일(1일 7시간, 총 21시간)

선수지식

▪ Cisco Data Center 현장 지원 기술자 및 기타 지원 엔지니어
▪ 서버 엔지니어
▪ 네트워크 엔지니어

교육대상

▪ 스토리지 엔지니어
▪ 데이터센터 관리자
▪ CCT Data Center 자격증 준비자
1. Data Center Basics

교육내용

2. Cisco Equipment and Related Hardware
3. Cisco UCS and Cisco NX-OS software operation
4. Service-Related Knowledge

교육명

DCNX v1.0 (Configuring Cisco NX-OS Switches and Fabrics in the Data
Center)
▪ Cisco Nexus NX-OS 소프트웨어 및 Cisco Nexus Series 데이터 센터 스위치의 고급 기능을 배포.

교육개요

▪ 엔터프라이즈 급 Cisco 데이터 센터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
▪ 최신 데이터 센터 운영 기술
▪ Cisco Nexus 를 이용한 데이터 센터 구축 기술 이해
▪ OTV 와 VXLAN 을 이용한 DC 간 연결
▪ Locator/ID Separation Protocol (LISP) 이해

교육목표

▪ Cisco Nexus 스위치 이해
▪ DC SAN 이해
▪ NX-API 및 네트워크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을 이해
▪ 시스템 관리, 모니터링 및 문제 해결 프로세스 이해

교육기간

▪ 3일(1일 7시간, 총 21시간)
▪ Cisco 데이터 센터 기술에 대한 지식
▪ 네트워킹 프로토콜, 라우팅 및 스위칭 이해

선수지식

권장 선수 교육 과정
▪ Cisco 솔루션 (CCNA®) 구현 및 관리
▪ Cisco Data Center Foundations (DCFNDU) 이해
▪ Cisco DCCOR (Data Center Core Technologies) 구현 및 운영
▪ 데이터 센터 (DCINX)의 Cisco NX-OS 스위치 및 패브릭 소개

교육대상

▪ 네트워크 엔지니어와 시스템 엔지니어
▪ 네트워크 설계자, 네트워크 관리자, 네트워크 관리자
-Cisco Nexus 장치 라우팅 및 전달 이해
-OTV (Overlap Transport Virtualization) 이해

교육내용

-VXLAN (Virtual Extensible LAN) 이해 및 구성
-Locator/ID Separation Protocol (LISP) 이해
-Cisco Nexus 장치의 주요 기능 이해
-Cisco Intelligent Traffic Director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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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Nexus 장치의 서비스 품질 (QoS) 이해
-Cisco Nexus 스토리지 서비스 이해
-Device alliances 와 Zoning 설정 구성
-FCoE (Fibre Channel over Ethernet) 구성
-NPIV (N-Port Identifier Virtualization) 및 NPV (N-Port Virtualization) 모드 구성
-NX-API 및 네트워크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을 이해하고 Python 으로 Cisco NX-OS 프로그래밍
-시스템 관리 및 문제해결 프로세스 이해

교육명

DCNXA v1.0
NX-OS 모드에서 Cisco Nexus 9000 스위치 구현 – 고급(DCNXA) v1.0 과정은 NX-OS 모드에서 Cisco Nexus®
9000 시리즈 스위치를 적용하고 관리하는 고급 교육을 제공합니다. Cisco® NX-OS 플랫폼은 Cisco DCNM(Data

교육개요

Center Network Manager)을 사용하여 VXLAN(Virtual Extensible LAN) 및 EVPN(Ethernet VPN)을 배포하고, MultiSite VXLAN EVPN 을 구현하고, L4-L7 서비스를 패브릭에 통합하여 외부 연결을 제공합니다. 고급 테넌트 기능을
활용합니다. 또한 Cisco NXOS ePBR(Enhanced Policy-Based Redirect) 및 ITD(Intelligent Traffic Director)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Cisco DCNM 을 사용하여 단일 사이트에서 VXLAN EVPN 구성
다중 사이트 VXLAN EVPN 구성

교육목표

L4-L7 서비스 리디렉션 구성
VXLAN EVPN 에서 외부 연결 구성
VXLAN EVPN 에서 테넌트 수준 기능 및 테넌트 라우팅 멀티캐스트(TRM) 구성
Cisco NX-OS ePBR(Enhanced Policy-Based Redirect) 및 ITD(Intelligent Traffic Director) 구성

교육기간

4일(28시간)
네트워킹 프로토콜, 라우팅 및 스위칭

선수지식

일반 Cisco 데이터 센터 기술
가상화 기초
Cisco Nexus 플랫폼 관리
Cisco Nexus 9000 시리즈 스위치의 기능을 이해하는 데 관심이 있는 IT 전문가:
데이터 센터 엔지니어
현장 기술자

교육대상

네트워크 디자이너
네트워크 관리자
네트워크 엔지니어
시스템 엔지니어
기술 솔루션 설계자

교육
내용

27



Industrial Networking

교육명

스마트산업망 IIoT 솔루션 이해 INFND v1.0
▪ 스마트 산업에서 사용하는 여러 산업용 사물 인터넷 (IIoT) 솔루션을 지원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프로토콜,
응용 프로그램의 개요 및 네트워크 인프라를 학습합니다.
▪ IIoT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프로토콜 방식에 대해 알아보고, Cisco® IIoT 네트워킹 장치에서

교육개요

프로토콜을 구성하고 확인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 IIoT 가 무엇인지, IIoT 시장 업종 및 관련 표준을 이해합니다.
▪ IIoT 솔루션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프로토콜, 애플리케이션 및 네트워크 인프라를 이해합니다.
▪ Cisco IIoT 네트워킹 장치와 다른 장치와의 차이점을 식별합니다.
▪ IIoT 솔루션을 지원하도록 IIoT 네트워킹 장치를 구성하고 확인합니다.
▪ IIoT 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IIoT 아키텍처를 식별할 수 있다.
▪ IIoT 시장 업종, 동기 및 요구 사항을 식별할 수 있다.
▪ Cisco IIoT 네트워킹 장치, 다른 장치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공통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어 및 자동화를위한 산업용 통신 프로토콜과 TCP/ IP 네트워크 인프라 위에서 실행되도록 조정 된 방법을
이해 할 수 있다.
▪ 사용되는 아키텍처 및 장치를 포함하여 IIoT 환경에서 사용되는 무선 프로토콜을 설명할 수 있다.
▪ TCP / IP 프로토콜 스택 및 IIoT 환경에서 다른 프로토콜과 함께 사용되는 방법을 이해 할 수 있다.
▪ 네트워크 장치 간의 클록 동기화를 위한 프로토콜을 이해하고 IIoT 네트워크 관리에 사용 가능한 도구를
설명할 수 있다.

교육목표

▪ 핵심 LAN 에서 사용되는 무선 기술과 IIoT 구현과의 관련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현장 WAN 기술과 IIoT 환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 레거시 프로토콜을 탐색하고 최신 네트워크를 통해 라우팅 할 수없는 프로토콜을 전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IIoT 네트워크 환경과 관련된 서비스 품질 (QoS)의 기본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 MPLS (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작동, 구성 요소, 용어 및 기능에 대해 논의하고 IIoT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
▪ 레이어 2 및 레이어 3 VPN 기술을 탐색하고 IIoT 배포에서 사용할 수있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DWDM (Dense Wave Division Multiplexing) 기술과 IIoT 환경에서의 사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레이어 1 및 레이어 2에서 고가용성 기술과 이중화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다.
▪ IIoT 배포에서 Layer 3 고가용성 과 Layer 3 이중화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교육기간

5일(35시간)

선수지식

▪ Cisco CCNA 동등 이상의 지식
▪ OT (운영 기술) / ICS 엔지니어

교육대상

▪ IT (정보 기술) / ICT 엔지니어
▪ 일반 관리자, 프로젝트 리드, 솔루션 및 비즈니스 설계자
개요
코스 소개
산업용 사물 인터넷을 정의합니다.
일반적인 IIoT 분야를 조사합니다.

교육
내용

Cisco IIoT 네트워킹 장치 검사.
산업용 통신 프로토콜 검사 및 구성.
무선 IIoT 프로토콜 설명.
TCP/IP 프로토콜, 주소 지정 및 분할을 설명하고 구성합니다.
네트워크 서비스 및 관리 검사.
무선 핵심 LAN 기술 검사 및 구성.
필드 WAN 기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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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거시 프로토콜의 전송 검사 및 구성.
IIoT 프로토콜에 대한 서비스 품질(QoS) 설명, 구성 및 확인.
MPLS 및 IIoT 검사 및 확인.
VPN 기술 및 IIoT 구성 및 설명.
DWDM 에 대해 설명합니다.
계층 1 및 계층 2 고가용성 기술 구성 및 정의.
레이어 3 고가용성 기술 정의 및 구성.
연구실 개요
Cisco IIoT 장치에 연결합니다.
Cisco 산업용 이더넷 스위치와 함께 산업용 프로토콜을 사용하십시오.
802.11 클라이언트를 구성합니다.
IPv6 주소를 구성합니다.
예시 IoT 배포에서 계층 2 NAT(네트워크 주소 변환) 및 IP 주소 지정을 구성합니다.
변환(MAP-T)을 사용하여 주소 및 포트 매핑을 구성하고 확인합니다.
VLAN 을 구현합니다.
IP 주소 지정, 레이어 2 NAT 및 VLAN(가상 LAN)을 구성합니다.
네트워크 관리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WLC(무선 LAN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액세스 포인트 및 무선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무선 네트워킹을 구성합니다.
IR829B 에서 WAN 인터페이스를 구성합니다.
Long-Term Evolution LTE 연결을 구성합니다.
원시 소켓 TCP 터널을 구성합니다.
DNP3(분산 네트워크 프로토콜 3)를 DNP3/IP 변환으로 구성합니다.
IIoT 네트워크에 대한 QoS 를 구성하고 확인합니다.
IIoT 용 MPLS 를 구성하고 확인합니다.
VPLS(가상 사설 LAN 서비스) VPN 을 구성하고 확인합니다.
L2TPv3(계층 2 터널링 프로토콜 v3) VPN 을 구성하고 확인합니다.
VPN 기술 및 IIoT 를 구성하고 설명합니다.
DMVPN(동적 다중 지점 VPN)을 구성합니다.
FlexVPN 을 구성합니다.
MPLS VPN 백본을 통해 IIoT 장치에 대한 연결을 확인합니다.
레이어 2 이중화를 구성합니다.
레이어 3 중복성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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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Net

교육명

시스코 엔지니어를 위한 네트워크 자동화 프로그래밍 입문 PRNE v2.0 공인과정
▪ 이 과정은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기술을 장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강의와 실습 경험을 결합하여 Python 기본을 사용하여 Netmiko 로 유용하고 실용적인 스크립트를
생성하여 데이터를 검색하고 네트워크 장치를 구성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 이 과정을 마치면 간단한 네트워크 자동화 스크립트를 만들고 적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을 포함하여
Python 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다양한 Cisco 네트웍/클라우드/데이터센터/보안 장비에 응용하여 사용 할 수

교육개요

있습니다.
▪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프로그래밍 방법을 배워야 할 필요성을 이해하고 설명합니다.
▪ 프로그래밍이 네트워크 자동화 및 프로그래밍 가능성으로의 여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합니다.
▪ 데이터 검색 및 네트워크 장치 구성을 위한 유용하고 실용적인 스크립트 생성합니다.
▪ 간단한 네트워크 자동화 스크립트 생성, 적용 및 문제 해결합니다.
▪ Python 프로그래밍에 대한 실무 경험 얻을수 있습니다.
▪ Python 스크립트 만들기
▪ Python 코딩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유형 설명
▪ Python 문자열 및 해당 사용 사례 설명
▪ Python 루프, 조건부, 연산자, 목적 및 사용 사례 설명

교육목표

▪ Python 클래스, 메서드, 함수, 네임스페이스 및 범위 설명
▪ Python 데이터 조작 및 저장 옵션 설명
▪ Python 모듈 및 패키지, 용도 및 이점 설명
▪ Python 에서 사용자 입력을 조작하는 방법 설명
▪ Python 의 오류 및 예외 관리 설명
▪ Python 코드 디버깅 방법 설명

교육기간

4일(28시간)
▪ Cisco IOS®-XE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Cisco 네트워크 장치 구성 및 운영 기술에 대한 지식

선수지식

▪ 기본 네트워크 관리 지식
▪ Cisco CCNA® 인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식
▪ Cisco 솔루션(CCNA) 구현 및 관리
▪ 프로그래밍 또는 Python 경험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네트워크 엔지니어

교육대상

▪ 네트워크 기술자
▪ 네트워크 관리자
▪ 시스템 엔지니어
1. 네트워크 엔지니어를 위한 프로그래밍 가능성 및 Python 소개
2. Python 을 사용한 스크립팅
3. 파이썬 데이터 유형 검사
4. 문자열 조작
5. 조건부, 루프 및 연산자 설명
6. 클래스, 메소드, 함수, 네임스페이스, 범위 탐색

교육

7. 데이터 저장 옵션 탐색

내용

8. Python 모듈 및 패키지 탐색
9. 사용자 입력 수집 및 검증
10. 예외 분석 및 오류 관리
11. 디버깅 방법 검토
12. 코스 요약
연구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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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Python 프로그램 실행
Python 대화형 셸 사용
기초 Python 데이터 유형 탐색
복잡한 Python 데이터 유형 탐색
표준 문자열 연산 사용
기본 패턴 매칭 사용
MAC 주소 재포맷
if-else 구문 사용
for 루프 사용
while 루프 사용
함수 생성 및 사용
클래스 생성 및 사용
Python main() 구문 사용
파일 구조 탐색
쉼표로 구분된 값(CSV) 형식의 데이터 읽기
XML 형식의 데이터 읽기, 저장 및 검색
JSON(JavaScript Object Notation) 형식의 날짜 읽기, 저장 및 검색
원시 또는 비정형 형식의 데이터 읽기, 저장 및 검색

교육명

CCNP DevNet 선택 DEVOPS v1.0 (CCNP 대비)
Cisco® 플랫폼에서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자동화하고, 자동화된 구성을 활성화하고, 관리를 강화하고, 클라우드
마이크로서비스 및 인프라 프로세스의 확장성을 개선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또한 Docker 와 Kubernetes 를
통합하여 애플리케이션 배포에서 고급 기능과 유연성을 생성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교육개요

자동화를 구현하고,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간소화하고, 확장성을 향상하기 위한 수요가 많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십시오.
컨테이너의 경량화 설계를 최대화하여 더 빠르게 확장하고 웹사이트 트래픽 로드에 대한 응답성을 높이는
기술을 배웁니다.
▪ DevOps 철학과 관행, 그리고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 설명
▪ Docker 에서 제공하는 컨테이너 기반 아키텍처 및 사용 가능한 도구 설명
▪ 컨테이너에 애플리케이션 패키징 설명 및 보안 컨테이너 이미지 구축 시작
▪ 컨테이너 네트워킹 활용 및 3계층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배포
▪ CI(구성 항목) 파이프라인의 개념과 사용 가능한 도구 설명
▪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배포하는 Gitlab CI 로 기본 파이프라인 구현
▪ 자동화된 빌드 테스트 및 검증 구현
▪ 인프라에 적용된 DevOps 원칙 설명
▪ 온디맨드 테스트 환경을 구현하고 기존 파이프라인과 통합하는 방법 설명

교육목표

▪ 메트릭 및 로그 수집, 분석 및 경고를 위한 도구 구현
▪ 생태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개선하는 맥락에서 애플리케이션 상태 모니터링, 원격 측정 및 카오스 ▪
엔지니어링의 이점을 설명합니다.
▪ 민감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애플리케이션을 검증하여 안전한 DevOps 워크플로를 구현하는 방법
설명
▪ 공용 및 사설 클라우드 배포의 혼합 사용과 관련된 설계 및 운영 개념 설명
▪ 최신 애플리케이션 설계 및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설명
▪ Kubernetes 의 빌딩 블록과 해당 API 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방법 설명
▪ 고급 Kubernetes 배포 패턴 설명 및 자동화된 파이프라인 구현
▪ 모니터링, 로깅 및 가시성 개념이 Kubernetes 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

교육기간

5일(3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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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ython 에 대한 기본 프로그래밍 언어 개념 및 친숙도
▪ 컴퓨팅 가상화에 대한 기본 이해
▪ Linux, 텍스트 기반 인터페이스 및 SSH(Secure Shell), bash, grep, ip, vim/nano, curl, ping, traceroute 및
telnet 과 같은 CLI 도구 사용 기능
▪ Linux 기반 OS 아키텍처 및 시스템 유틸리티에 대한 기본 이해
▪ CCNA® 수준의 핵심 네트워킹 지식
선수지식

▪ DevOps 개념에 대한 기본 이해
▪ 지속적 통합, 지속적 배포 및 지속적 전달 CI/CD) 개념에 대한 인식 및 친숙도
▪ Git 실무 경험
다음 Cisco 과정은 이 과정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DEVASC(Cisco Core Platforms)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워크플로 자동화
▪ Cisco 핵심 플랫폼 및 API(DEVCOR)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개발
▪ 계정 관리자
▪ 컨설팅 시스템 엔지니어
▪ 네트워크 관리자
▪ 네트워크 엔지니어

교육대상

▪ 네트워크 관리자
▪ 영업 엔지니어
▪ 시스템 엔지니어
▪ 기술 솔루션 설계자
▪ 무선 설계 엔지니어
▪ 무선 엔지니어
개요
DevOps 모델 소개
컨테이너 소개
Docker 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패키징
다중 계층 애플리케이션 배포
CI/CD 소개
DevOps 흐름 구축
애플리케이션 빌드 프로세스 검증
개선된 배포 흐름 구축
전체 인프라로 DevOps 사례 확장
인프라 수준에서 온디맨드 테스트 환경 구현
NetDevOps 에서 모니터링

교육
내용

가시성과 안정성을 위한 엔지니어링
DevOps 워크플로 보안
멀티클라우드 전략 살펴보기
애플리케이션 및 배포 아키텍처 검토
Kubernetes 설명
Kubernetes 와 여러 데이터 센터 배포 통합
Kubernetes 에서 모니터링 및 로깅
연구실 개요
GitLab CI(지속적 통합)와 상호 작용
Docker 명령줄 도구 살펴보기
WebApp 컨테이너 패키지 및 실행
3계층 애플리케이션 생성을 위해 여러 컨테이너 구축 및 배포
도커 네트워킹 살펴보기
Docker Compose 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빌드 및 배포
Gitlab CI 에서 파이프라인 구현

32

애플리케이션 배포 자동화
애플리케이션 빌드 프로세스 검증
배포 검증 및 인프라 수정
테스트 환경을 위한 Yaml Ain't Markup Language(YAML) IaC(Infrastructure as Code) 사양 구축
Terraform 으로 온디맨드 테스트 환경 관리
인프라 관리를 위한 Ansible 플레이북 구축
CI/CD 파이프라인에 테스트 환경 통합
배포 전 상태 확인 구현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대한 로깅 설정 및 Kibana 로 시각화
메트릭에 중점을 둔 시스템 대시보드 만들기
Kibana 를 통해 알림 사용
기기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경고 및 임계값을 사용하여 Webhook 수신기 및 Cisco Webex® Teams™ 회의실에 알림
CI/CD 파이프라인의 보안 인프라
Kubernetes 설정 탐색 및 애플리케이션 배포
Kubernetes CI/CD 파이프라인 탐색 및 수정
Kubernetes 모니터링 및 메트릭 - Elasticsearch, Logstash 및 Kibana(ELK)

교육명

CCNP DevNet 기본 DEVCOR v1.0 (CCNP 대비)
▪ 강의 5 일 및 자체 학습 3 일로 진행합니다.
▪ 이 과정은 Cisco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 (API) 및 최신 개발 도구를 사용하여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실무 경험을 제공합니다.

교육개요

▪ 시스코 코어 플랫폼 및 API 를 사용한 응용 프로그램 개발은 시스코의 DevNet 전문 인증 및 전문가 수준의
네트워크 자동화 엔지니어 역할을 가능하게 합니다.
▪ 초기 소프트웨어 설계에서 다양한 시스템 통합, 테스트 및 배포 자동화에 이르기까지 Cisco 플랫폼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방법을 배우게됩니다.
▪ 응용 프로그램 유지 관리성을 향상시키는 아키텍처 특성 및 패턴을 설명할 수 있다.
▪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아키텍처 특성 및 패턴을 설명할 수 있다.
▪ ChatOps 애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하고 빌드하는 단계를 식별할 수 있다.
▪ 네트워크 오류 처리, 페이지 매김 및 오류 흐름 제어와 함께 강력한 REST API 를 통합 구현할 수 있다.
▪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자 및 시스템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설명할 수 있다.
▪ 응용 프로그램 보안을 위해 필요한 단계를 설명할 수 있다.

교육목표

▪ 자동화 된 응용 프로그램 릴리스 프로세스에서 일반적인 작업을 식별할 수 있다.
▪ 응용 프로그램 배포 모범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
▪ 분산 시스템 설계 방법론을 설명할 수 있다.
▪ 인프라 구성 관리 및 장치 자동화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 YANG (Yet Another Next Generation)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구성 및 원격 분석을 설명할 수 있다.
▪ 다양한 관계형 및 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유형과 요구 사항에 따라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는 방법을 비교할
수 있다.

교육기간

5일(35시간)
▪ Developing Applications and Automating Workflows Using Cisco Core Platforms (DEVASC) 과정 이수자
또는 아래와 같은 지식 소유자

선수지식

▪ Python 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 설계 및 코딩 지식
▪ 이더넷, TCP / IP 및 인터넷 관련 네트워킹에 대한 지식
▪ API 활용 이해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설계 방법론 이해
▪ 프로그래밍 언어 (특히 Python)에 대한 실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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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및 자동화를 포함하여 기술 기반을 확장하는 네트워크 엔지니어
▪ 자동화 및 DevOps 에 대한 전문 지식을 확장하는 개발자
▪ Cisco 에코 시스템으로 이전하는 솔루션 설계자
▪ 강화 된 프로덕션 환경을 설계하는 인프라 개발자
교육대상

▪ 네트워크 자동화 엔지니어
▪ 소프트웨어 개발자
▪ 시스템 통합 프로그래머
▪ 인프라 설계자
▪ 네트워크 디자이너
▪ 테스트 개발 엔지니어
목차
이 수업에는 5일 강의 섹션과 3일 자율 학습 섹션이 포함됩니다.
유지 보수성을 위한 설계(자율 학습)
서비스를 위한 설계(자율 학습)
ChatOps 응용 프로그램 구현(강의)
고급 REST API 통합 설명(강의)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 보안(자율 학습)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보안(자율 학습)
응용 프로그램 릴리스 자동화(강의)
응용 프로그램 배포(강의)
분산 시스템 이해(강의)
네트워크 및 인프라 조정(강의)
YANG 을 사용한 데이터 모델링(강의)
관계형 및 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율 학습)
실습 목차

교육
내용

시퀀스 다이어그램 구성
웹 시퀀스 다이어그램 구성
Cisco Webex Teams ™ API 를 사용하여 ChatOps 활성화
SSID (Service Set Identifier)를 나열하고 위치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해 Cisco Meraki ™ API 통합
페이지 매김 REST API 엔드 포인트 사용
REST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API 오류 제어 흐름 기술 활용
OWASP (Common 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 취약점의 응용 프로그램 평가
Git 과의 병합 충돌 해결
CI / CD (Continuous Integration and Continuous Delivery) 파이프 라인 오류 진단
Docker 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컨테이너화
기존 CI / CD 환경에 응용 프로그램 통합
응용 프로그램 로그를 사용하여 문제 진단
Ansible 및 Puppet 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매개 변수 구성
화력 장치 구성 동기화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RESTCONF 활용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쿼리
쿼리 문서 저장소
쿼리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쿼리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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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DevNet Associate DEVASC v1.0
▪ 강의실에서 5일 및 자체 학습 3일로 이루어진 과정입니다.
▪ 시스코 코어 플랫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및 자동화 워크 플로우 과정은 시스코의 DevNet 준
인증과 연관 수준의 네트워크 자동화 엔지니어 역할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교육개요

▪ Cisco 플랫폼을 기본으로 사용하여 기본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방법과 네트워크, 보안, 협업 및
컴퓨팅 인프라에서 자동화 워크 플로우를 구현하는 방법을 배우게됩니다.
▪ Cisco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 (API) 및 최신 개발 도구를 사용하여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실무
경험을 제공합니다.
▪ 최신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API 의 중요성과 버전 제어 도구 사용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프로세스 및 실무를 설명할 수 있다.
▪ 모듈 식 소프트웨어 구성 및 구성을 위한 옵션을 설명할 수 있다.
▪ HTTP 개념 및 이 개념에 대한 네트워크 기반 API 에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REST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개념을 HTTP 기반 API 와 통합해 적용할 수 있다.
▪ 시스코 플랫폼 간의 호환성을 설명할 수 있다.

교육목표

▪ 서로 다른 Cisco 플랫폼의 프로그래밍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 기본 네트워킹 개념 설명 및 간단한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해석할 수 있다.
▪ 문제 해결에 사용되는 네트워크 도구와 응용 프로그램의 상호 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
▪ Python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해 모델 중심 프로그래밍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 개발 파이프 라인에서 일반적인 응용 프로그램 배포 모델 및 구성 요소를 식별할 수 있다.
▪ 일반적인 보안 문제 및 테스트 유형을 설명하고 로컬 개발을 위한 컨테이너화를 활용할 수 있다.
▪ 스크립팅 및 모델 중심의 프로그래밍 기능을 통해 인프라를 자동화하는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교육기간

5일(35시간)
▪ 시스코 엔지니어를 위한 네트워크 자동화 프로그래밍 입문 (PRNE v1.0) 과정 이수자
또는 아래와 같은 지식 소유자

선수지식

▪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
▪ 기본 PC 운영 체제 탐색 기술
▪ 기본 인터넷 사용 기술
▪ 프로그래밍 언어 (특히 Python)에 대한 실무 경험
▪ 네트워크 자동화 엔지니어
▪ 소프트웨어 개발자

교육대상

▪ 시스템 통합 프로그래머
▪ 인프라 아키텍트
▪ 네트워크 디자이너
목차
이 수업에는 강의 섹션과 자기 학습 섹션이 포함됩니다.
최신 소프트웨어 개발 연습(강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설명(자율 학습)
소프트웨어 설계(자율 학습)
네트워크 기반 API 소개(강의)

교육

REST 기반 API 소비(강의)

내용

Cisco 플랫폼에서 프로그래밍 기능 활용(강의)
시스코 플랫폼 소개(자율 학습)
IP 네트워크 설명 (ELT 만 해당)(자율 학습)
네트워크 및 응용 프로그램 관련(강의)
YANG 으로 모델 중심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강의)
응용 프로그램 배포(강의)
응용 프로그램 테스트 및 보안(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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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자동화(강의)
실습 목차
파이썬으로 API 데이터 형식 분석
버전 관리에 Git 사용
다이어그램에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및 디자인 패턴 식별
싱글 톤 패턴 및 추상화 기반 방법 구현
HTTP 프로토콜 메시지 검사
우편 배달부 사용
HTTP 오류 응답 문제 해결
Python 으로 API 활용
Cisco Controller API 사용
Cisco Webex Teams ™ Collaboration API 사용
기본 네트워크 토폴로지 다이어그램 해석
응용 프로그램 연결 문제의 원인 식별
NETCONF (기본 네트워크 구성 프로토콜) 작업 수행
자동화 스크립팅에 Cisco SDK (Software Development Kit) 및 Python 사용
로컬 개발을위한 Bash 명령 활용
파이썬 단위 테스트 구성
Dockerfile 해석
Docker 명령을 사용하여 로컬 개발자 환경 관리
불충분 한 매개 변수 살균 악용
인프라 자동화 워크 플로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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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Ops

교육명

CCNP CyberOps 기본 CBRCOR v1.0 (CCNP 대비)
▪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보호, 탐지 및 방어
기존의 정보 보안은 확장되는 사이버 범죄 생태계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안 조치는 정보 보안이 아닌
지능형 보안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Cisco Certified CyberOps Professional 인증을 취득하면 해당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기술이 향상되고 사고 대응 역할, 클라우드 보안 및 기타 능동적인 방어 보안 역할에서 정보
보안 분석가로서의 능력이 확인됩니다.
▪ Cisco Certified CyberOps Professional 인증을 취득하려면 핵심 기술을 다루는 시험과 집중 시험의 두 가지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CyberOps 기술을 인증하고 사이버 보안에 대한 지식을 입증하십시오.
▪ 사이버 보안 운영 기본 사항, 방법 및 자동화를 통해 이 과정에서 얻은 지식은 보안 운영 센터(SOC) 팀에서
정보 보안 분석가의 역할을 준비할 것입니다. 기본 개념과 실제 시나리오에서의 적용, 그리고 사고 대응(IR)을

교육개요

공식화할 때 플레이북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클라우드 플랫폼과 SecDevOps
방법론을 사용하여 보안을 위한 자동화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사이버 공격을 탐지하고, 위협을
분석하고, 사이버 보안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권장 사항을 만드는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 보안 운영 센터의 고위급 역할과 관련된 작업에 대한 고급 이해 획득
실제 적용을 통해 보안 운영팀이 사용하는 공통 도구 및 플랫폼 구성
실제 공격 시나리오에서 해커처럼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고위 경영진에게 권장 사항 제출
▪ 사이버 공격 모니터링
오픈 소스 및 상업용 자동화 도구 및 플랫폼을 사용하여 대용량 데이터 분석
공격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완화 계획을 수립합니다.
시나리오 기반 질문; 예를 들어 도구의 출력 스크린샷을 사용하여 출력의 일부를 해석하고 결론을 설정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SOC 내의 서비스 적용 범위 유형 및 각각과 관련된 운영 책임을 설명합니다.
▪ 클라우드 플랫폼의 보안 운영 고려 사항을 비교하십시오.
▪ SOC 플랫폼 개발, 관리 및 자동화의 일반적인 방법론을 설명합니다.
▪ 자산 제어 및 보호의 일환으로 자산 세분화, 분리, 네트워크 세분화, 마이크로 세분화 및 각각에 대한 접근
방식을 설명합니다.
▪ 자산 통제 및 보호의 일환으로 제로 트러스트 및 관련 접근 방식을 설명합니다.
▪ SOC 에서 SIEM(보안 정보 및 이벤트 관리) 및/또는 SOAR(보안 오케스트레이션 및 자동화)을 사용하여 사고
조사를 수행합니다.
▪ 보안 모니터링, 조사 및 대응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핵심 보안 기술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교육목표

▪ DevOps 및 SecDevOps 프로세스를 설명합니다.
▪ JSON(JavaScript Object Notation), HTML, XML, CSV(쉼표로 구분된 값)와 같은 일반적인 데이터 형식을
설명합니다.
▪ API 인증 메커니즘을 설명합니다.
▪ 모니터링, 조사 및 대응 중 위협 탐지의 접근 방식 및 전략을 분석합니다.
▪ 알려진 침해 지표(IOC) 및 공격 지표(IOA)를 결정합니다.
▪ 트래픽 패턴 분석을 기반으로 공격 중 이벤트 시퀀스를 해석합니다.
▪ 다양한 보안 도구와 네트워크 분석에 대한 제한 사항을 설명합니다(예: 패킷 캡처 도구, 트래픽 분석 도구,
네트워크 로그 분석 도구).
▪ 비정상적인 사용자 및 엔티티 행동(UEBA)을 분석합니다.
▪ 모범 사례에 따라 사전 위협 사냥을 수행합니다.

교육기간

5일(3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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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전제 조건은 없지만 이 과정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다음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UNIX/Linux 셸(bash, csh) 및 셸 명령에 익숙합니다.
Splunk 검색 및 탐색 기능 숙지
Python, JavaScript, PHP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는 스크립팅에 대한 기본 이해.
이 과정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권장 Cisco 오퍼링:
Cisco CBROPS(Cybersecurity Operations Fundamentals) 이해
선수지식

Cisco 솔루션(CCNA) 구현 및 관리
권장 타사 리소스:
Splunk 기초 1
블루 팀 핸드북: 사고 대응 에디션(Don Murdoch)
위협 모델링 - 보안 설계 및 Adam Shostack
Ben Clark 의 레드 팀 필드 매뉴얼
Alan J White 의 Blue Team 필드 매뉴얼
팀 브라이언트의 퍼플 팀 필드 매뉴얼
Chris Sanders 와 Jason Smith 의 응용 네트워크 보안 및 모니터링
▪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
▪ 사이버 보안 조사관

교육대상

▪ 인시던트 매니저
▪ 사고 대응자
▪ 네트워크 엔지니어
▪ SOC 분석가는 현재 최소 1년의 경험을 가진 초급 수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요
위험 관리 및 SOC 운영 이해
분석 프로세스 및 플레이북 이해
패킷 캡처, 로그 및 트래픽 분석 조사
엔드포인트 및 기기 로그 조사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보안 책임 이해
엔터프라이즈 환경 자산 이해
위협 조정 구현
위협 연구 및 위협 인텔리전스 관행
API 이해하기
SOC 개발 및 배포 모델 이해
SOC 에서 보안 분석 및 보고서 수행
멀웨어 포렌식 기초

교육

위협 사냥 기초

내용

사고 조사 및 대응 수행
연구실 개요
Cisco SecureX 오케스트레이션 살펴보기
Splunk 팬텀 플레이북 살펴보기
Cisco Firepower 패킷 캡처 및 PCAP 분석 검사
공격 검증 및 사고 대응 결정
분석을 위해 악성 파일을 Cisco Threat Grid 에 제출
MITRE ATTACK 을 참조하는 엔드포인트 기반 공격 시나리오
일반적인 기업 환경에서 자산 평가
Cisco Firepower NGFW 액세스 제어 정책 및 Snort 규칙 살펴보기
Cisco SecureX 를 사용하여 Cisco Talos 블로그에서 IOC 조사
ThreatConnect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 살펴보기
TIP 를 사용하여 성공적인 공격의 TTP 추적
Postman API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Cisco Umbrella 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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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 API 스크립트 수정
Bash 기본 스크립트 만들기
리버스 엔지니어링 멀웨어
위협 사냥 수행
사고 대응 수행

교육명

Cisco 사이버 보안 운영자 CyberOps Associate CBROPS v1.0
▪ 보안 개념, 공통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 운영 및 공격 및 보안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유형을 학습하고, 경고 및 위반을 모니터링하는 방법과 사고로 변환된 경고에 대한 대응을 위해 설정된 절차를

교육개요

이해하고 따르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 IT 인프라, 운영 및 취약성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여 사이버 보안 운영 센터 (SOC) 조직의 주니어 레벨
구성원이 되기 위한 사이버 보안 운영 분석에 필수적인 개념 및 기술을 학습하고 실습합니다.
▪ 보안 운영 센터 (SOC) 팀의 일원으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방어하는 데 필요한 기본 기술을 학습합니다.
▪ 보안 운영 센터 (SOC)의 운영 방식을 설명하고 Tier 1 SOC 분석가의 관점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설명할 수 있다.
▪ 네트워크 보안 분석가가 사용할 수있는 NSM (네트워크 보안 모니터링) 도구를 설명할 수 있다.
▪ 네트워크 보안 분석가가 사용할 수있는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다.
▪ 암호화의 기본 개념과 사용을 설명할 수 있다.
▪ TCP / IP 프로토콜의 보안 결함과 이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및 호스트를 공격하는 방법을 설명 할 수 있다.
▪ 일반적인 엔드 포인트 보안 기술을 이해할 수 있다.
▪ 사건 조사를 위한 킬 체인 및 다이아몬드 모델과 위협 행위자의 익스플로잇 키트 사용을 이해할 수 있다.
▪ 사이버 위협을 찾기 위한 리소스를 식별할 수 있다.

교육목표

▪ 이벤트 데이터 정규화 및 이벤트 상관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 일반적인 공격 벡터를 식별할 수 있다.
▪ 악의적 인 활동을 식별할 수 있다.
▪ 의심스러운 행동 패턴을 식별할 수 있다.
▪ 보안 사고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 SOC 에서 일반적인 플레이 북의 사용을 설명할 수 있다.
▪ SOC 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SOC 메트릭의 사용을 설명할 수 있다.
▪ SOC 의 효율성을 개선하기위한 워크 플로우 관리 시스템 및 자동화의 사용을 설명할 수 있다.
▪ 일반적인 사고 대응 계획과 일반적인 컴퓨터 보안 사고 대응 팀 (CSIRT)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 보안 사고를 표준 형식으로 문서화하기 위해 이벤트 기록 및 사고 공유를 위한 어휘 (VERIS) 사용을 설명할
수 있다.

교육기간

5일(35시간)
▪ 이더넷 및 TCP / IP 네트워킹에 대한 지식

선수지식

▪ Windows 및 Linux 운영 체제에 대한 실무 지식
▪ 네트워킹 보안 기본 개념에 대한 지식
▪ Cisco CCNA 동등 이상의 지식
▪ 사이버 보안 운영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신 분

교육대상

▪ Cisco Certified CyberOps Associate 인증을 취득 하려는 IT 전문가
▪ 사이버 보안 분석가의 역할이 필요한 기업내 IT 관리자
개요
보안 운영 센터 정의

교육

네트워크 인프라 및 네트워크 보안 모니터링 도구 이해

내용

데이터 유형 범주 탐색
기본 암호화 개념 이해
일반적인 TCP/IP 공격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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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드포인트 보안 기술 이해
위협 중심 SOC 에서 인시던트 분석 이해
사이버 위협 사냥을 위한 리소스 식별
이벤트 상관 관계 및 정규화 이해
일반적인 공격 벡터 식별
악성 활동 식별
의심스러운 행동 패턴 식별
보안 사고 조사 수행
플레이북 모델을 사용하여 보안 모니터링 구성
SOC 메트릭 이해
SOC 워크플로 및 자동화 이해
사고 대응 설명
VERIS 사용 이해
Windows 운영 체제 기본 이해
Linux 운영 체제 기본 이해
연구실 개요
NSM 도구를 사용하여 데이터 범주 분석
암호화 기술 살펴보기
TCP/IP 공격 살펴보기
엔드포인트 보안 살펴보기
해커 방법론 조사
악성 트래픽 사냥
이벤트 로그, 패킷 캡처(PCAP) 및 공격 경고의 상관 관계 분석
브라우저 기반 공격 조사
의심스러운 DNS(Domain Name System) 활동 분석
분석을 위한 보안 데이터 탐색
Security Onion 을 사용하여 의심스러운 활동 조사
지능형 지속적 위협 조사
SOC 플레이북 살펴보기
Windows 운영 체제 살펴보기
Linux 운영 체제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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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교육명

CCNP Security 기본 SCOR v1.0 (CCNP 대비)
▪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강의실에서 5 일 및 자체 학습 자료 3 일로 진행합니다.
▪ 이 과정에서는 사이버 보안 공격에 대한 고급 위협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핵심 Cisco 보안 솔루션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기술을 습득합니다.
▪ 네트워크, 클라우드 및 컨텐츠, 엔드 포인트 보호, 안전한 네트워크 액세스, 가시성 및 시행에 대한 보안을

교육개요

배우게됩니다.
▪ Cisco Firepower® Next-Generation Firewall 및 Cisco ASA (Adaptive Security Appliance) 방화벽을 배포하는
실무 경험이 풍부해 집니다.
▪ 액세스 제어 정책, 메일 정책 및 802.1X 인증 구성 그리고 Cisco Stealthwatch® Enterprise 및 Cisco
Stealthwatch Cloud 위협 탐지 기능에 대한 입문하기 위한 실습을 제공합니다.
▪ 네트워크의 정보 보안 개념 및 전략을 설명할 수 있다.
▪ 일반적인 TCP/IP,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 및 엔드 포인트 공격을 설명할 수 있다.
▪ 다양한 네트워크 보안 기술이 함께 작동하여 공격을 방지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Cisco ASA 어플라이언스 및 Cisco Firepower Next-Generation Firewall 에서 액세스 제어를 구현할 수 있다.
▪ Cisco Email Security Appliance 가 제공하는 기본 이메일 컨텐츠 보안 기능을 설명 및 구현할 수 있다.
▪ Cisco Web Security Appliance 가 제공하는 웹 컨텐츠 보안 기능을 설명 및 구현할 수 있다.
▪ Cisco Umbrella® 보안 기능, 배포 모델, 정책 관리 및 Investigate 콘솔을 설명할 수 있다.
▪ VPN 소개 및 암호화 솔루션 및 알고리즘 설명할 수 있다.
▪ 시스코 보안 사이트 간 연결 솔루션을 설명하고 Cisco IOS® (Internetwork Operating System) VTI (Virtual

교육목표

Tunnel Interface) 기반 지점 간 IPsec VPN 및 지점 간 IPsec VPN 을 구축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Cisco ASA 및 Cisco Firepower 차세대 방화벽 (NGFW)을 설명할 수 있다.
▪ Cisco 보안 원격 액세스 연결 솔루션을 설명 및 배포하고 802.1X 및 EAP (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
인증을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엔드 포인트 보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엔드 포인트 아키텍처 및 기본 기능을위한 AMP
(Advanced Malware Protection)를 설명합니다
▪ 제어 및 관리 평면을 보호하는 Cisco 장치의 다양한 방어 기능을 검사할 수 있다.
▪ Cisco IOS 소프트웨어 Layer 2 및 Layer 3 데이터 플레인 컨트롤를 구성 및 확인할 수 있다.
▪ Cisco Stealthwatch Enterprise 및 Stealthwatch Cloud 솔루션을 설명할 수 있다.
▪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본 사항 및 일반적인 클라우드 공격과 클라우드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교육기간

5일(35시간)
▪ Implementing and Administering Cisco Solutions (CCNA) v1.0 과정 이수자
또는 아래와 같은 지식 소유자

선수지식

▪ 이더넷 및 TCP / IP 네트워킹에 대한 지식
▪ Windows 운영 체제에 대한 실무 지식
▪ Cisco IOS 네트워킹 및 개념에 대한 실무 지식
▪ 네트워킹 보안 개념의 기본 사항에 대한 지식
▪ 보안 엔지니어
▪ 네트워크 엔지니어
▪ 네트워크 디자이너

교육대상

▪ 네트워크 관리자
▪ 시스템 엔지니어
▪ 컨설팅 시스템 엔지니어
▪ 기술 솔루션 아키텍트
▪ 네트워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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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코 통합 업체 및 파트너
목차 ( * 로 표시된 섹션은 자율 학습 자료입니다.)
정보 보안 개념 설명 *
정보 보안 개요
자산, 취약성 및 대책
위험 관리
취약점 평가
CVSS (Common Vulnerability Scoring System) 이해
일반적인 TCP / IP 공격 설명 *
레거시 TCP / IP 취약점
IP 취약점
ICMP (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 취약점
TCP 취약점
UDP (User Datagram Protocol) 취약점
공격 표면 및 공격 벡터
정찰 공격
액세스 공격
중간자 공격
서비스 거부 및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반사 및 증폭 공격
스푸핑 공격
DHCP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공격
일반적인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 공격 설명 *
비밀번호 공격
DNS (Domain Name System) 기반 공격
교육

DNS 터널링

내용

웹 기반 공격
HTTP 302 쿠션
커맨드 인젝션
SQL 주입
사이트 간 스크립팅 및 요청 위조
이메일 기반 공격
일반적인 엔드 포인트 공격 설명 *
버퍼 오버 플로우
멀웨어
정찰 공격
액세스 및 제어
사회 공학을 통한 액세스
웹 기반 공격을 통한 액세스
익스플로잇 키트 및 루트킷
권한 에스컬레이션
폭발 후 단계
낚시꾼 악용 키트
네트워크 보안 기술 설명
심층 방어 전략
공격 연속체에서 방어
네트워크 세분화 및 가상화 개요
상태 저장 방화벽 개요
보안 인텔리전스 개요
위협 정보 표준화
네트워크 기반 맬웨어 방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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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 방지 시스템 (IPS) 개요
차세대 방화벽 개요
이메일 컨텐츠 보안 개요
웹 컨텐츠 보안 개요
위협 분석 시스템 개요
DNS 보안 개요
인증, 권한 부여 및 회계 개요
신원 및 액세스 관리 개요
가상 사설망 기술 개요
네트워크 보안 장치 폼 팩터 개요
Cisco ASA Firewall 배포
Cisco ASA 배포 유형
Cisco ASA 인터페이스 보안 수준
Cisco ASA 객체 및 객체 그룹
네트워크 주소 변환
Cisco ASA 인터페이스 액세스 제어 목록 (ACL)
Cisco ASA 글로벌 ACL
Cisco ASA 고급 액세스 정책
Cisco ASA 고 가용성 개요
Cisco Firepower 차세대 방화벽 구축
Cisco Firepower NGFW 배포
Cisco Firepower NGFW 패킷 처리 및 정책
Cisco Firepower NGFW 객체
Cisco Firepower NGFW 네트워크 주소 변환 (NAT)
Cisco Firepower NGFW 사전 필터 정책
Cisco Firepower NGFW 액세스 제어 정책
Cisco Firepower NGFW 보안 인텔리전스
Cisco Firepower NGFW 검색 정책
Cisco Firepower NGFW IPS 정책
Cisco Firepower NGFW 악성 코드 및 파일 정책
이메일 컨텐츠 보안 배치
시스코 이메일 컨텐츠 보안 개요
SMTP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개요
이메일 파이프 라인 개요
공개 및 개인 청취자
호스트 액세스 테이블 개요
받는 사람 액세스 테이블 개요
메일 정책 개요
스팸 및 그레이 메일 방지
안티 바이러스 및 안티 멀웨어 보호
발생 필터
콘텐츠 필터
데이터 손실 방지
이메일 암호화
웹 컨텐츠 보안 배치
Cisco WSA (Web Security Appliance) 개요
배포 옵션
네트워크 사용자 인증
보안 HTTP (HTTPS) 트래픽 암호 해독
액세스 정책 및 식별 프로파일
허용되는 사용 컨트롤 설정
맬웨어 방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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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mbrella * 배포
시스코 우산 아키텍처
시스코 우산 배포
Cisco Umbrella Roaming Client
시스코 우산 관리
Cisco Umbrella Investigate 개요 및 개념
VPN 기술 및 암호화 설명
VPN 정의
VPN 유형
안전한 통신 및 암호화 서비스
암호화 키
공개 키 인프라
Cisco Secure Site-to-Site VPN 솔루션 소개
사이트 간 VPN 토폴로지
IPsec VPN 개요
IPsec 정적 암호화 맵
IPsec 정적 가상 터널 인터페이스
다이나믹 멀티 포인트 VPN
Cisco IOS FlexVPN
Cisco IOS VTI 기반 지점 간 IPsec VPN 배포
Cisco IOS VTI
정적 VTI 지점 간 IPsec IKE (Internet Key Exchange) v2 VPN 구성
Cisco ASA 및 Cisco Firepower NGFW 에 지점 간 IPsec VPN 구축
Cisco ASA 및 Cisco Firepower NGFW 의 지점 간 VPN
Cisco ASA 지점 간 VPN 구성
Cisco Firepower NGFW 지점 간 VPN 구성
Cisco Secure Remote Access VPN 솔루션 소개
원격 액세스 VPN 구성 요소
원격 액세스 VPN 기술
SSL (Secure Sockets Layer) 개요
Cisco ASA 및 Cisco Firepower NGFW 에 원격 액세스 SSL VPN 배포
원격 액세스 구성 개념
연결 프로파일
그룹 정책
Cisco ASA 원격 액세스 VPN 구성
Cisco Firepower NGFW 원격 액세스 VPN 구성
시스코 보안 네트워크 액세스 솔루션 설명
시스코 보안 네트워크 액세스
시스코 보안 네트워크 액세스 구성 요소
시스코 보안 네트워크 액세스 솔루션의 AAA 역할
시스코 아이덴티티 서비스 엔진
Cisco TrustSec
802.1X 인증 설명
802.1X 및 EAP (Extensible Authentication Protocol)
EAP 방법
802.1X 통신에서 RADIUS (원격 인증 전화 접속 사용자 서비스)의 역할
RADIUS 인증 변경
802.1X 인증 구성
Cisco Catalyst® 스위치 802.1X 구성
Cisco WLC (Wireless LAN Controller) 802.1X 구성
Cisco ISE (Identity Services Engine) 802.1X 구성
요청자 802.1x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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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코 중앙 웹 인증
엔드 포인트 보안 기술 설명 *
호스트 기반 개인 방화벽
호스트 기반 안티 바이러스
호스트 기반 침입 방지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 허용 목록 및 차단 목록
호스트 기반 맬웨어 방지
샌드 박싱 개요
파일 무결성 검사
엔드 포인트 용 Cisco AMP (Advanced Malware Protection) 배포 *
엔드 포인트 아키텍처 용 Cisco AMP
엔드 포인트 엔진 용 Cisco AMP
Cisco AMP 를 사용한 회고 적 보안
Cisco AMP 장치 및 파일 궤적
엔드 포인트 용 Cisco AMP 관리
네트워크 인프라 보호 소개 *
네트워크 장치 평면 식별
컨트롤 플레인 보안 컨트롤
관리 평면 보안 제어
네트워크 원격 측정
레이어 2 데이터 플레인 보안 컨트롤
레이어 3 데이터 플레인 보안 컨트롤
컨트롤 플레인 보안 컨트롤 배포 *
인프라 ACL
제어 평면 치안
제어 비행기 보호
라우팅 프로토콜 보안
레이어 2 데이터 플레인 보안 컨트롤 배포 *
레이어 2 데이터 플레인 보안 컨트롤 개요
VLAN (Virtual LAN) 기반 공격 완화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STP) 공격 완화
포트 보안
개인 VLAN
DHCP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스누핑
ARP (Address Resolution Protocol) 검사
폭풍 통제
MACsec 암호화
레이어 3 데이터 플레인 보안 컨트롤 배포 *
인프라 안티 스푸핑 ACL
유니 캐스트 역방향 경로 전달
IP 소스 가드
관리 평면 보안 컨트롤 배포 *
시스코 보안 관리 액세스
단순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 버전 3
시스코 장치에 대한 안전한 액세스
관리 액세스를위한 AAA
교통 원격 분석 방법 배포 *
네트워크 시간 프로토콜
장치 및 네트워크 이벤트 로깅 및 내보내기
NetFlow 를 사용한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
Cisco Stealthwatch Enterprise * 배포
Cisco Stealthwatch 오퍼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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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Stealthwatch Enterprise 필수 구성 요소
플로우 스티칭 및 중복 제거
Stealthwatch Enterprise 선택적 구성 요소
Stealthwatch Enterprise 및 ISE 통합
인지 분석 기능이있는 Cisco Stealthwatch
시스코 암호화 트래픽 분석
호스트 그룹
보안 이벤트 및 경보
호스트, 역할 및 기본 정책
클라우드 및 일반적인 클라우드 공격 설명 *
클라우드 컴퓨팅의 진화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클라우드의 보안 책임
클라우드 배포 모델
클라우드의 일반적인 보안 위협
클라우드의 패치 관리
클라우드의 보안 평가
클라우드 보안 *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Cisco 위협 중심 접근법
클라우드 물리적 환경 보안
애플리케이션 및 워크로드 보안
클라우드 관리 및 API 보안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NFV) 및 가상 네트워크 기능 (VNF)
Cisco NFV 예
클라우드의보고 및 위협 가시성
클라우드 액세스 보안 브로커
Cisco CloudLock®
OAuth 및 OAuth 공격
Cisco Stealthwatch Cloud * 배포
퍼블릭 클라우드 모니터링을위한 Cisco Stealthwatch Cloud
개인 네트워크 모니터링을위한 Cisco Stealthwatch Cloud
Cisco Stealthwatch Cloud 운영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 (SDN *) 설명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 개념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및 자동화
시스코 플랫폼 및 API
자동화를위한 기본 Python 스크립트
실습 목차
Cisco ASA 에서 네트워크 설정 및 NAT 구성
Cisco ASA 액세스 제어 정책 구성
Cisco Firepower NGFW NAT 구성
Cisco Firepower NGFW 액세스 제어 정책 구성
Cisco Firepower NGFW 검색 및 IPS 정책 구성
Cisco NGFW 맬웨어 및 파일 정책 구성
Cisco ESA (Email Security Appliance)에서 리스너, HAT (Host Access Table) 및 RAT (Recipient Access Table) 구성
메일 정책 구성
프록시 서비스, 인증 및 HTTPS 암호 해독 구성
허용되는 사용 제어 및 맬웨어 방지 시행
우산 대시 보드 검사
Cisco Umbrella Investigate 조사
Cisco Umbrella 의 DNS 랜섬웨어 보호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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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VTI 지점 간 IPsec IKEv2 터널 구성
Cisco ASA 와 Cisco Firepower NGFW 간에 지점 간 VPN 구성
Cisco Firepower NGFW 에서 원격 액세스 VPN 구성
엔드 포인트 용 Cisco AMP 살펴보기
AMP for Endpoints 콘솔을 사용하여 엔드 포인트 분석 수행
Cisco AMP for Endpoints Console 의 파일 랜섬웨어 보호 탐색
Cisco Stealthwatch Enterprise v6.9.3 살펴보기
Stealthwatch Enterprise v7.0의 CTA (Cognitive Threat Analytics) 탐색
Cisco Cloudlock 대시 보드 및 사용자 보안 둘러보기
Cisco Cloudlock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 보안 탐색
Cisco Stealthwatch Cloud 살펴보기
Stealthwatch Cloud 경고 설정, 감시 목록 및 센서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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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ion

교육명

시스코 Collaboration 기술입문 CLTECH v1.0
▪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일반화되어 있는 현 시대에 ICT 협업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입문 과정입니다.
▪ Cisco® 협업 엔드 포인트 및 운영 환경의 현장 지원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기술에 중점을 둡니다.
▪ 이 분야의 기술자는 Cisco 협업 엔드 포인트 모델, 액세서리, 케이블 및 인터페이스를 식별할 수
있어야합니다.

교육개요

▪ Cisco 협업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소프트웨어를 식별합니다.
▪ Cisco CLI 를 사용하여 제품을 연결하고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 협업 기초에 대한 역량을 높이고, 데이터, 비디오 및 음성 인프라 구성 요소에 대한 공통 네트워크 도구를
사용하고, Cisco 협업 제품과 관련된 공통 서비스 관련 작업을 수행하고, 장애 또는 업그레이드로 인한
하드웨어 교체를 포함한 기본적인 문제 해결 작업을 수행합니다.
기본 Cisco 소프트웨어 구성 및 도구를 사용 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성 요소를 포함하여 비디오 및 공동 작업 기본 사항과 Cisco 공동 작업 제품 설명
할 수 있다.

교육목표

▪ 소프트웨어 및 구성 백업 및 복원, 테스트 호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 다운 그레이드, 엔드 포인트 재설정
및 암호 변경을 포함한 Cisco 협업 제품에 대한 교정 서비스 (하드웨어 고장 / 수리) 수행 할 수 있다.
▪ 협업기술에 필요한 올바른 연결 및 구성을 인식 할 수 있다.
▪ 기본 레이어 1 및 기본 레이어 2 문제를 해결 수행 할 수 있다.

교육기간

3일(21시간)

선수지식

▪ 네트워크 관리 경험
▪ 네트워크 엔지니어
▪ VoIP 엔지니어

교육대상

▪ IPTV 엔지니어
▪ 협업 어플리케이션 관리자
▪ CCT Collaboration 자격증 준비자
1. Collaboration Environment Overview
-Infrastructure Overview
-Cisco Converged Network
-Introducing Cisco Collaboration Technology and Solution
-Basic Video Concepts
-Evolution of Cisco IP Video Solutions
-Cisco Conferencing Infrastructure Overview
-Cisco On-Premises, Cloud, and Hybrid Deployments
-Cisco Webex® Product Lines and Their Components

교육
내용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IM and Presence Service
-Introducing Cisco Unified CM
2. Cisco Collaboration Endpoints Equipment and Related Hardware
-Cisco Webex Desktop Series Hardware Components
-Cisco Webex Board Hardware Components
-Cisco Webex Room Kit System Hardware Components
-Cisco Webex Room 55 and Cisco Webex Room 70 G2 Hardware Components
-Cisco Webex Room Panorama Immersive System Hardware Components
-Cisco MX and SX Quick Set and SX80 Codec
-Cisco TelePresence® IX-5000 Hardware Components
-Cisco Collaboration Peripherals Hard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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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rvice-Related Knowledge
-Basic IP Settings
-Use CLI Commands
-Use a Terminal Emulator for a Console Connection
-Use a Serial Connection to the CLI
-Connect to the Web Interface
-Use File Transfer Protocols
-Use USB for File Transfers
-Backup and Restore
-CLI Commands for Hardware Status and Verification
-Perform a Test Call
-Use the Touch 10 Controller to Find System Information
-Manage the Lists of Trusted Certificate Authorities (CAs)
-Manage Software
-Add an Option or Release Key
-Reset Endpoint Devices
-Change the Device Passphrase
-Find and Edit IP Information
-Access Device and Setup Configuration
-Identify MAC Address Mismatch
-Determining Endpoint Device Status
-Special Safety Precautions
-Hardware Replacement
-Verifying Successful Operation
-Content Sharing
-Speaker Tracking
-Snap to Whiteboard
-Presenter Tracking

교육명

CCNP Collaboration 기본 CLCOR v1.0 (CCNP 대비)
▪ Cisco CLCOR (Collaboration Core Technologies) v1.0 구현 과정은 Cisco® CCNP® Collaboration 및 CCIE®
Collaboration 인증과 Cisco 협업 솔루션의 구현 및 운영에 중점을 둔 고급 역할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인프라 및 설계, 프로토콜, 코덱 및 엔드 포인트, Cisco IOS® (Internetwork Operating System) XE 게이트웨이
및 미디어 리소스, 통화 제어, 서비스 품질을 포함한 QoS 및 추가 Cisco 협업 애플리케이션. 핵심 협업 및
네트워킹 기술을 구현하고 배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합니다.

교육개요

▪ 이 과정은 또한 새로운 CCNP Collaboration, CCIE Collaboration 및 Cisco Certified Specialist-Collaboration
Core 인증의 일부인 Cisco Collaboration Core Technologies 구현 (350-801 CLCOR) 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사용자 동기화 및 사용자 인증을 위해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를 LDAP (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와 통합하고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프로비저닝 기능 구현과 공동
작업 엔드포인트 구성 및 문제 해결합니다.
▪ Cisco 협업 솔루션 아키텍처를 설명할 수 있다.
▪ SIP (Session Initiation Protocol), H323, MGCP (Media Gateway Control Protocol) 및 SCCP (Skinny Client
Control Protocol)의 IP 전화 신호 프로토콜를 비교할 수 있다.

교육목표

▪ 사용자 동기화 및 사용자 인증을 위해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를 LDAP 와 통합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프로비저닝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
▪ 다양한 코덱과 아날로그 음성을 디지털 스트림으로 변환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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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얼 플랜 설명 및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의 통화 라우팅 설명할 수 있다.
▪ MGCP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여 PSTN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액세스 구현할 수 있다.
▪ PSTN 액세스를위한 Cisco 게이트웨이 구현할 수 있다.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에서 통화 권한을 구성할 수 있다.
▪ 유료 사기를 방지 구현할 수 있다.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클러스터 내에서 글로벌화 된 통화 라우팅를 구현할 수 있다.
▪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에서 미디어 리소스 구현 및 문제 해결할 수 있다.
▪ 통화 흐름 및 프로토콜을 포함하여 Cisco Instant Messaging 및 현재 상태를 설명할 수 있다.
▪ 엔드 포인트 및 일반적으로 필요한 기능 설명 및 구성할 수 있다.
▪ Cisco Unity Connection 통합 구성 및 문제 해결할 수 있다.
▪ Cisco Unity Connection 호출 핸들러 구성 및 문제 해결할 수 있다.
▪ MRA (모바일 원격 액세스)를 사용하여 엔드 포인트가 회사 외부에서 작동하도록 허용하는 방법 설명할 수
있다.
▪ 음성, 비디오 및 데이터 트래픽을 지원하는 통합 IP 네트워크의 트래픽 패턴 및 품질 문제 분석할 수 있다.
▪ QoS 모델을 정의할 수 있다.
▪ 분류 및 표시 구현할 수 있다.
▪ Cisco Catalyst® 스위치에 대한 분류 및 마킹 옵션 구성할 수 있다.
교육기간

5일(35시간)
▪ LAN, WAN, 스위칭 및 라우팅을 포함한 컴퓨터 네트워킹의 기본 용어에 대한 실무 지식

선수지식

▪ 디지털 인터페이스, PSTN (공중 전화망) 및 VoIP (Voice over IP)의 기초
▪ 통합 음성 및 데이터 네트워크와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배포에 대한 기본 지식
▪ CCNP Collaboration 인증을 준비하는 학생

교육대상

▪ 네트워크 관리자
▪ 네트워크 엔지니어
▪ 시스템 엔지니어
개요
Cisco 협업 솔루션 아키텍처 설명
IP 네트워크를 통한 호출 신호 탐색 글머리 기호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LDAP 통합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프로비저닝 기능 구현
코덱 탐색
다이얼 플랜 및 끝점 주소 지정 설명
MGCP 게이트웨이 구현
음성 게이트웨이 구현
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에서 통화 권한 구성
요금 사기 방지 구현

교육

글로벌화된 통화 라우팅 구현

내용

Cisco Instant Messaging 및 현재 상태 설명
Cisco Jabber® 활성화
Cisco Unity Connection 통합 구성
통합 네트워크의 품질 문제 분석
QoS 및 QoS 모델 정의
분류 및 마킹 구현
Cisco Catalyst 스위치에서 분류 및 표시 구성
연구실 개요
인증서 사용
IP 네트워크 프로토콜 구성
협업 끝점 구성 및 문제 해결
통화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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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 에서 LDAP 통합 구성 및 문제 해결
자동 및 수동 등록을 통해 IP 전화 배포
자체 프로비저닝 구성
일괄 프로비저닝 구성
Cisco VoIP 대역폭 계산기 살펴보기
지역 및 위치 구성
끝점 주소 지정 및 통화 라우팅 구현
MGCP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여 PSTN 호출 구현
ISDN(통합 서비스 디지털 네트워크) PRI(기본 속도 인터페이스) 구성 및 문제 해결
Cisco IOS Gateway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Dial-Peer 기능 검사
Cisco IOS 게이트웨이에서 숫자 조작 구현 및 문제 해결
호출 권한 구성
Cisco CUCM(Unified Communications Manager)에서 요금 사기 방지 구현
글로벌화된 통화 라우팅 구현
Windows 용 온프레미스 Cisco Jabber 클라이언트 배포
Unity Connection 과 CUCM 간의 통합 검토
Unity Connection 사용자 관리
EAI(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통합): QoS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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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force 과정

교육명

Administrative Essentials for New Admins in Lightning Experience [ADX201] :
Salesforce
▪ 신규 어드민을 위한 포괄적이고 실제적인 Administration Essentials 는 Salesforce 를 성공적으로 사용하게

교육개요

하는 핵심 교육이다. 본 교육은 세일즈포스를 새로 배치하거나 기존 하던 것을 인수인계 할 때 추천되는
과정이다.
▪ Administration Essentials 는 다음의 신규 어드민을 위해 개발된 과정이다.

교육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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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시간)
▪ Page layout, fields, tabs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등을 포함하는 귀하의 어플리케이션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다.

선수지식

▪ 안전한 세일즈포스 환경을 만들수 있다.
▪ 오점 없는 데이터를 유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 고품질의 보고서와 데쉬보드를 생성할 수 있다.
▪ 업무흐름 자동화를 구축할 수 있다.
기본적인 세일즈 포스 개념에 대한 이해와 help.salesfoce.com 에서 아래 online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

교육대상

▪ Getting Started : Navigating Salesforce
▪ Getting Started: Using the Sales Cloud
1. 1 일차
-데이터 모델과 네비게이션 이해
-사용자를 위해 조직 준비시키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정하기
-찾기 세팅 설정하기
-세일즈포스 1 로 모바일 접속하기
2. 2 일차
-사용자 프로필 관리하기
-Salesforce A 기능 이해
-로그인 문제 해결하기

교육
내용

3. 3 일차
-로그인 제한하기
-레코드 접속 구성하기
-예외 레코드 접속 관리
-필드(fields) 수준 보안 관리하기
4. 4 일차
-표준 필드 관리하기(administering)
-선택 필드: 피크리스트(picklists) 만들기
-포뮬러 필드 만들기
-레코드 종류와 비지니스 절차 연구하기
-활동 맞춤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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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일차
-불러오기 마법사(import wizards) 활용하여 새로운 레코드 불러오기
-데이터 닷 컴(data.com)에 레코드 업데이트
-데이터 백업하기
-리포트와 대쉬보드(dashboards)

교육명

Administration Essentials for Experienced Admins in Lightning Experience
[ADX211] : Salesforce
▪ 세일즈포스 관련 기술과 지식을 향상시킬 준비가 되어있는 관리자를 위한 과정

교육개요

▪ custom objects 와 apps 로 세일즈포스 확장, 복잡한 reports 와 dashboards 생성, 복잡한 사업 절차
자동화하기 같은 실생활의 시나리오 사용
▪ 적합한 data access 와 visibility 세팅을 결정하고 이행할 수 있다.
▪ sandbox 환경에서 설정변경을 관리하고 change sets 를 사용하여 환경간에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다.
▪ custom objects 와 apps 를 이용하여 implementation 기능성을 확장할 수 있다.
▪ 비즈니스 최신 관점을 제공하기 위한 reporting 을 확장할 수 있다.

교육목적

▪ Salesforce1 앱을 맞춤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quick actions 을 생성할 수 있다.
▪ 데이터의 품질을 높여 진행중인 데이터 유지 작업이 무리없이 운영될 수 있다.
▪ work flow rules, processes, approval processes 그리고 flow 를 사용하여 복잡한 business processes 를 이행할
수 있다.
▪ Salesforce Certified Advanced Administrator 자격증을 준비할 수 있다.

교육기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4 일(28 시간)
▪ 최소 6 개월의 세일즈포스 사용 경험
▪ Administration Essentials for New Admins, ADM201 과정 수강
▪ 최소 6 개월의 세일즈포스 사용 경험이 있는 관리자
▪ Administration Essentials for New Admins, ADM201 과정을 수강한 관리자
1. Record Access 와 Field Visibility 문제해결하기
-record access 문제해결하기
-공유모델에 관한 영역 관리의 영향 이해하기
-field visibility 관리하기
2. Change Management
-sandbox 에서 변경 관리하기
-change sets 를 사용하여 변경 구축하기

교육
내용

3. Custom Objects 와 Apps 를 이용하여 세일즈포스 확장하기
-custom objects, tabs, apps 만들기
-objects 간 관계 생성하기
-delegated administration 사용하기
4. Reporting 확장하기
-custom report 유형 생성하기
-cross filters 를 사용하여 exception reports 만들기
-bucketing 을 사용하여 report data 범위 설정하기
-reports 와 dashboards 내에서 summaries 확장하기
-joined reports 를 사용한 다양한 관점의 데이터 보여주기
-historical trending 과 reporting snapshots 을 사용하여 시간에 따른 데이터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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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alesforce1 과 Quick Actions 를 사용하여 효율성 높이기
-Salesforce1 모바일 앱을 맞춤화하기
-object-specific quick actions 생성하기
-global quick actions 생성하기
6. 데이터 품질 높이기
-데이터 품질을 access, cleanse, maintain 하기
-Duplicate Management 를 사용하여 중복기록 방지하기
-data.com 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clean 하고 질적 향상시키기
7. 복잡한 Business Processes 를 자동화하기
-business processes 강화 및 자동화를 위해 validation rules, formula fields, workflow
rules 그리고 processes 사용하기
8. Approval Processes 를 사용하여 Requests 간략화하기
-approval processes 관리하기
-approval processes 문제해결하기
9. Visual Workflow 를 이용하여 생산성 향상시키기
-Visual Workflow 에 관한 실사례 이해하기
-flow 를 만들고 구축하기
10. Business Processes 자동화 확장 및 문제해결하기
-business process 자동화를 확장하기 위하여 Apex 와 Visualforce 를 언제 사용할지 이해하기
-자동화된 processes 를 위한 실행순서 이해하기
-business process issues 문제해결을 위해 debug logs 사용하기

교육명

Administer and Maintain Service Cloud [ADX261] : Salesforce
▪ 이 2 일 수업에서는 Service Cloud 전문가가 조직을 위해 Service Cloud 를 구성하고 유지 관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정표 및 권한으로 서비스 계약을 설정하고, 서비스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Lightning

교육개요

Console 에 Softphone 유틸리티를 추가하고, 원활한 고객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웹 채팅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고객을 지식 문서 및 커뮤니티 구성원에 연결하여 즉시 답변을 찾을 수 있도록 고객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 대기열, 할당/에스컬레이션 규칙 및 Process Builder 를 사용하여 지원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사례 관리
프로세스를 설정합니다.
▪ 지식 기사의 작성, 게시 및 유지 관리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Salesforce 지식을 구성합니다.

교육목적

▪ 서비스 계약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활성화합니다.
▪ 지원 담당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Salesforce 서비스 콘솔 앱을 설정하십시오.
▪ Lightning Console 에서 Softphone 유틸리티의 기능을 이해합니다.
▪ 웹 채팅을 사용하여 고객과 온라인 채팅을 구성합니다.
▪ 커뮤니티를 이해하고 설정합니다.

교육기간

2 일(14 시간)
▪ 이 클래스는 Service Cloud 설정, 구성 및 관리를 담당하는 숙련된 Salesforce 관리자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선수지식

▪ 이 클래스를 수강하기 전에 Salesforce 기능 및 개념에 대한 확실한 이해, Salesforce 사용 경험 6 개월 이상,
Salesforce 관리자 자격 증명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대상

54

1. 사례 에스컬레이션 및 권한
- 지원 팀의 워크플로 및 사례 관리를 간소화하는 프로세스를 만듭니다.
- 다양한 종류의 지원 사례에 대한 필드, 페이지 레이아웃 및 레코드 유형을 사용자 정의합니다.
- 각각의 새 레코드 유형에 대한 선택 목록 값을 정의합니다.
- 사례 할당 규칙, 대기열 및 에스컬레이션 규칙을 만들어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지원 팀에 사례를 푸시합니다.
- 권한을 생성하고 관리하여 각 고객에 대한 지원 수준을 사용자 지정합니다.
2. Salesforce 지식
- Lightning Knowledge 를 활성화하고 적절한 사용자 라이선스를 할당합니다.
- 참조 문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페이지 레이아웃 및 레코드 유형을 사용자 정의합니다.
- 지식 도구 및 프로세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 및 가시성을 사용자 정의합니다.
- 정보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기사를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교육

- 지식 문서를 사용하여 사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종료합니다.

내용
3. 라이트닝 서비스 콘솔
- 자신의 서비스 콘솔 앱을 만듭니다.
- Lightning 콘솔 페이지를 사용자 정의합니다.
- 콘솔에 유틸리티를 추가합니다.
- 채팅(이전 Live Agent)을 활성화하고 활용합니다.
- Omni-Channel 사용을 최적화합니다.
4. Salesforce 셀프 서비스 커뮤니티
- Salesforce 조직에서 커뮤니티를 활성화합니다.
- 효과적인 커뮤니티 관리를 위한 권한 집합을 만듭니다.
- 커뮤니티의 모양과 레이아웃을 사용자 지정합니다.
- 커뮤니티에 평판 구성 요소를 추가합니다.

교육명

Create and Manage Experience Cloud Sites [ADX271] : Salesforce
▪ 이 1 일 수업에서는 정보를 공유하고 조직의 핵심적인 사람들과 협업할 수 있는 브랜드 공간을 구축하는

교육개요

방법을 알아봅니다. Salesforce 전문가가 조직에서 디지털 경험을 활성화하고, 파트너와 고객을 위한 사이트를
만들고, 청중 참여를 측정 및 유도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또한 이 수업에서는 자격 증명 획득을 위한 여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Salesforce Experience Cloud Consultant 인증 시험 목표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 조직에서 디지털 경험을 활성화하십시오.
▪ 사이트의 기능과 작동 방식을 설명합니다.

교육목적

▪ 파트너 판매를 위한 새로운 Experience Cloud 사이트를 만드십시오.
▪ 셀프 서비스 지원을 위해 Experience Cloud 사이트를 만드십시오.
▪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사이트의 성공을 측정합니다.
▪ 사이트를 활성 상태로 유지하고 기본 도구를 사용합니다.

교육기간

1 일(7 시간)
▪ 이 수업은 조직에서 Experience Cloud 사이트 설정, 구성 및 관리를 담당하는 숙련된 관리자를 위해

선수지식

설계되었습니다. Salesforce 관리자는 Salesforce 기능 및 개념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Salesforce 사용 경험이
6 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교육대상
1. 시험 개요
교육

- 시험 주제 검토

내용

- 시험 물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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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경험
- 경험에 대해 알아보기
- 사이트 작동 방식 이해
- 디지털 경험 구현
- 배포 유형 이해
- 파트너 사이트 구축
- Experience Builder 템플릿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사이트 구축
3. 보안 및 사용자 정의
- 사이트 제한, 라이선스 및 사용자 이해
- Experience Builder 로 사이트 생성 및 사용자 정의
- 모바일용 Experience Cloud 활성화
- 다국어 사이트로 전 세계 청중에게 서비스 제공
4. 셀프 서비스 사이트
- 셀프 서비스/공개 사이트 기능 이해
- Experience Builder 로 더 나아가기
- 데이터 범주 및 지식을 사용하여 기사, 질문 및 아이디어 분류
- 고객 서비스 템플릿을 사용하여 사이트 구축
- 사이트에 CMS 콘텐츠 추가
- Experience Builder 템플릿으로 반응형 사이트 구축
5. 성공 지표
- 측정 성공
- AppExchange 에서 대시보드 및 통찰력 설치
6. 사이트 참여
- 참여 유도
- 중간 사이트
- 평판으로 회원 참여를 인정하고 보상하십시오
-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과 함께 주제 전문가 강조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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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Certification Preparation for Sales Cloud Consultant [CRT251] : Salesforce

교육

▪ 문제해결 기술을 연마하고 핵심 주제에 대한 지식을 강화

개요

▪ 시험 목표에 부합하는 다양한 관리 및 구성 시나리오와 이해 해당하는 질문 제공
▪ 다양한 시험 목표와 시험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교육

▪ 최선의 시험준비를 위해 어떤 제품 영역에 집중해야 할지 알 수 있다.

목적

▪ 시험 질문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 이용가능한 추가적인 자원을 알 수 있다.

교육
기간
선수
지식

1 일(7 시간)

▪ 최소 6 개월의 세일즈포스 사용 경험

교육

▪ Salesforce Sales Cloud Consultant 인증 준비는 Sales Cloud 솔루션 설계 경험이 있고 Salesforce Sales Cloud

대상

Consultant 인증 시험을 준비하는 개인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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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Programmatic Development Using Apex and Visualforce in Lightning
Experience [DEX450] : Salesforce
▪ Force.com 어플리케이션을 맞춤화하기 위해 Apex 프로그래밍 언어와 Visualforce markup 의 핵심 학습
▪ data objects(sObjects) 설계를 학습하고 이와 연관된 데이터를 프로그래밍을 통해 회수, 조작 및 저장하는
방법 학습
▪ Apex triggers 와 classes 를 이용하여 custom logic 을 작성하고, 내부 테스팅 framework 을 이용하여 logic
테스트

교육개요

▪ Apex code 가 platform 내에서 서술적 맞춤화와 상호작용하는 방법과 multi-tenant platform 의 작동 뉘앙스를
확인
▪ Apex 의 디자인 solutions 를 위한 일반적 기술을 자세히 검토
▪ platform 의 선언적 측면을 이용한 복합한 trigger 를 설계
▪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맞춤화하기 위한 Visualforce pages 작성 및 controller behavior 를 수정하기 위한
Visualforce controllers 작성
▪ Visualforce 의 디자인 기술과 내부 테스트 framework 을 탐색
▪ 서술적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objects 생성 및 수정할 수 있다.
▪ Apex triggers 와 classes 를 이용하여 비즈니스 logic 맞춤화를 작성할 수 있다.(맞춤화는 SOQL 과 DML 사용)
▪ 서술적 맞춤화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solutions 디자인을 할 수 있다.

교육목적

▪ Save Order of Execution 의 기본기능 내에서 tigger code 가 작동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multi-tenant platform 내에서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기본적 측면을 설명할 수 있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맞춤화하는 Visualforce markup 과 code 를 작성할 수 있다.
▪ Apex 와 Visualforces 를 테스트하기 위한 내부 테스팅 framework 을 사용할 수 있다.
▪ Saleforce Platform Development 1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교육기간

5 일(35 시간)
▪ 1 년이상의 Java 프로그래밍 경험(혹은 다른 객체지향언어)
▪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데이터 모델링 기본

선수지식

▪ SQL 기본
▪ HTML 기본
▪ JavaScript 기본

교육대상

▪ Force.com 플랫폼을 처름 접한 프로그래밍 개발자
▪ Apex 와 Visualforce 를 사용한 비즈니스 logic 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층 맞춤화가 필요한 자
1. Objects and Fields
-Force.com platform 내의 objects 기능 설명하기
-custom object 생성하기
-custom fields 생성하기
-relationship fields 생성하기
2. custom objects 와 fields 를 통해 효율적으로 일하기

교육
내용

-formula fields 생성하기
-roll-up summary fields 생성하기
-record 유형의 기능 설명하기
3. Apex 로 프로그래밍하기
-Apex 를 Java 나 C#같은 다른 언어와 구분하는 핵심 측면 설명하기
-Apex 를 작성할 때 Apex transactions 과 governor limits 가 고려되야하는 이유 설명하기
-간단한 Apex 실행하기
-Apex 에서 sObject data 유형, primitive data 유형 그리고 기초 control statements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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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rg’s data 질의를 위해 SOQL 사용하기
-Salesforce 의 질의 언어인 SOQL 을 이용하여 기본 질의 작성하기
-Apex 에서 질의 결과 처리하기
-역동적으로 런타임 질의 생성하기
5. parent-child relationships 질의를 위해 SOQL 사용하기
-relationship 질의 설명하기
-child-to-parent relationship 을 traverse 하는 질의 작성하기
-parent-to-child relationship 을 traverse 하는 질의 작성하기
6. DML essentials
-DML operations 를 불러오는 방법간의 차이점 열거하기
-DML operations 를 불러오고 DML 에러를 다루기 위한 Apex 작성하기
7. trigger essentials
-tigger 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설명하기
-tigger 정의 문법 설명하기
-tigger context variables 사용하기
8. classes
-Apex classes 가 사용되는 방법 설명하기
-Apex 클래스 정의하기하기
-Apex 를 통해 어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지 결정하기
9. Execution 의 Save Order 와 Apex transactions
-Order of Execution 의 핵심 포인트 설명하기
-어떻게 trigger 가 Order of Execution 에 들어맞고 영향을 받는지 설명하기
-Apex transaction 의 주기 설명하기
-정적 변수의 메모리 주기 설명하기
10. testing essentials
-Apex 의 테스트 framework 설명하기
-테스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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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Reporting Fundamentals [RPX101] : Salesforce
▪ Reporting Fundamentals is a must for all users who need to report on the
data managed within their Salesforce instance. The course covers Salesforce’s

교육개요

existing reports as well as the Salesforce reporting toolset, designed to help
you customize existing reports and create your own reports. Information on
building dashboards and enhancing your reports using formulas and filters is
provided to help you analyze your business.
▪ Work with standard reports
▪ Establish a report building process
▪ Build custom reports using different reporting formats

교육목적

▪ Group and summarize reports
▪ Use field filters and filter logic
▪ Add charts and conditional highlighting
▪ Create dashboards

교육기간

1 일(7 시간)
▪ The prerequisites include a solid understanding of basic Salesforce concepts

선수지식

and functionality, and completion of the following online courses which is
available at http://help.salesforce.com:
▪ Getting Started: Navigating Salesforce
▪ Reporting Fundamentals is designed for all users, including Sales and Service

교육대상

Managers
▪ business analysts and administrators who need to use Salesforce reports to analyze their data.
1. Reports Tab, Folders and Formats
-Navigate the reports tab to find suitable reports
-Create report and dashboard folders
-Describe the different formats of reports.
-Run and modify standard reports
2. Using the Report Builder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a report building process
-Explain what a report type is
-Determine when to use a standard report versus a
3. custom report using a standard report type

교육

-Print and Export your report

내용
4. Summarize Your Data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a Summary and
5. a Matrix Report
-Use bucket fields to segment your data
-Use custom summary formulas to perform
6. calculations on your report data
7. Getting more Insight from your Data
-Add conditional highlighting to a report
-Create charts to display summar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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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and email a report to run
8. Dashboards
-Articulate what a dashboard is
-Understand the concept of the running user
-Create a dashboard using the Dashboard Builder
-Understand drill downs, snapshots and push alerts

교육명

Build and Analyze Customer Journeys using Marketing Cloud [MKT101] :
Salesforce
▪ Start your journey to becoming a Marketing Cloud Specialist. In this 5-day, expert-led class, you will learn how

교육개요

to build customer journeys within Marketing Cloud. Our team of Marketing Cloud pros will walk you through
best practices related to executing, monitoring, and analyzing your journeys, arming you with the tools and
know-how to design personalized journeys and engage with your customers in a whole new way.
Explain compliance concepts to ensure optimal deliverability.
▪ Use tools within Marketing Cloud to uphold deliverability standards.
▪ Utilize Email Design best practices to ensure the best customer experience.
▪ Develop effective, relevant messages using Content Builder.
▪ Design and test different delivery methods and options when sending an email message.
▪ Design and execute customer journeys using automation tools within Marketing Cloud.
▪ Differentiate the use cases for different automation activities in Automation Studio and Journey Builder.
▪ Define fundamental data management and structure terminology.

교육목적

▪ Use data segmentation tools to create targeted emails.
▪ Apply a simple data model concept to a real-world scenario.
▪ Define subscriber statuses, unsubscribe methods, and preferences.
▪ Analyze marketing campaigns using common KPIs.
▪ Solve a common marketing problem using troubleshooting guidance.
▪ Prioritize testing methods and tools to ensure quality control.
▪ Explain fundamental account and sending administration.
▪ Know where to go for more information, guidance, and support.
▪ Describe capabilities across the platform.

교육기간

5 일(35 시간)

선수지식
▪ This class is designed for email digital marketers who manage the email channel for their organization.
교육대상

Whether you are new to Marketing Cloud or looking for tips on how to improve your existing customer
journeys, this class is a great place to start. No prior knowledge of Marketing Cloud is needed.
1. Introduction to Salesforce Marketing Cloud
2. Administration
3. Subscriber and Data Management

교육

4. Email Message Design and Creation

내용

5. Message Testing, Delivery, and Email Marketing Best Practices
6. Marketing Automation
7. Analytics and Troubleshooting
8.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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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6 Forum 국제 자격증 과정

교육명

교육개요

교육목표

IPv6 Forum Certified Fundamental
▪ IPv6 Fundamental Course 는 IPv6 기술에 대한 개념과 IPv6 프로토콜을 적용할 때 기능, 전환 메커니즘, 영향,
고려사항들과 같은 필수 정보들을 제공한다.
▪ 수강자들은 IPv6 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현실 상황 속에서 어떻게 관련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다.

교육기간

1 일(7 시간)

선수지식

▪ TCP/IP 의 기본 개념에 익숙

교육대상

▪ 프로젝트 매니저, 네트워크 설계자, 기획자 등과 같이 TCP/IP 의 기본 개념에 익숙한 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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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2. ICMPv6 and the Neighbour Discovery Protocol

내용

-Purposes of ICMPv6 Messages
-Functions of the Neighbor Discovery Protocol
3. IPv6 Transition Mechanisms
-Dual Stack
-Tunneling
-Protocol Translation
4. Understanding IPv6 Routing
-Basic Routing Principles
-RIPng for IPv6
-OSPFv3 for IP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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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교육개요

IPv6 Forum Certified Engineer - Silver
▪ 본 과정은 일반적인 IPv6 프로토콜 개념과, 프로토콜, IPv6 전환 메카니즘에 대해 다룬다.
▪ 해당 과정을 통해 IPv6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다.
▪ IPv6 프로토콜에 대한 기본 이해를 할 수 있다.

교육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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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간

3 일(21 시간) + (1 일 시험별도)
▪ 일반적인 네트워킹 개념에 대한 지식이 필요

선수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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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he Internet Protocol (IP) Version 6
-IPv4 Limitations and Workarounds
-IPv6 Improvements and Features
2. IPv6 Addressing Architecture
-IPv6 Packet Header
-IPv6 Extension Headers
-IPv6 Addresses and Prefixes
-IPv6 Address Types and Scopes
-IPv6 Subnetting
3. IPv6 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 (ICMPv6) & Neighbor Discovery Protocol
-How ICMPv4 Works
-ICMPv6 Introduction
-ICMPv6 Message Types
-The Neighbor Discovery Protocol

교육
내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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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IPv6 Transition Mechanisms
-Introduction to Transition Mechanisms
-Dual Stacking
-Tunneling Mechanisms (* 6in4 / * 4in6 / * 6to4 / * ISATAP / * Teredo / * 6RD / * DS-Lite)
-Transition Mechanisms (* NAT64 / * LISP)
6. Introduction to IPv6 Routing
-Introduction to IPv6 Routing
-Static IPv6 Routing
-RIPng / • OSPFv3 / • 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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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Hands-on Lab
-IPv6 Subnetting Exercise
-IPv6 Host Configuration
-IPv6 Tunnel Configuration
-IPv6 IGP Routing Configuration

교육명

교육개요

IPv6 Forum Certified Engineer - Gold
▪ 본 과정은 고급 IPv6 라우팅, 서비스 등과 같은 추가적인 토픽을 다루는 고급 IPv6 모듈이다.
▪ 실제적인 IPv6 전환을 구현해야 하는 엔지니어에게 적합하다.
▪ IPv6 를 지원하는 새로운 네트워킹 소프트웨어와 장치를 구현할 수 있다.

교육목표

▪ IPv6 주소들을 관리하는 자동 설정 구현할 수 있다.
▪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터널링과 같은 다양한 IPv6 전환 툴을 설정할 수 있다.

교육기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3 일(21 시간) + (1 일 시험별도)
▪ 일반 네트워킹 개념에 대한 지식
▪ IPv6 Forum Certified Engineer(Silver) 수강
▪ 네트워크 관련업계 종사자
▪ 실제적인 IPv6 전환을 구현해야 하는 엔지니어
1. 1 일차
-IPv6 Revisited
-Address Configuration Using DHCPv6
2. 2 일차
-DNSv6 Services

교육

-IPv6 Applications and Services

내용

-Advanced IPv6 Routing
-IPv6 Security
3. 3 일차
-Mobility Services in IPv6
-IPv6 Deployment Scenarios
-Hands-on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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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교육개요

교육목표
교육기간
선수지식

IPv6

Forum Certified Security - Gold

▪ IPv6 보안이슈들을 학습하고 IPv6 와 연관된 새로운 위험요소를 논의하여 보안이슈 해결방법을 제공한다.
▪ 랩을 통해서 IPv6 네트워크의 취약성 분석을 위한 해킹과 방어 도구를 사용해 본다.
▪ IPv6 보안 이슈들을 확인할 수 있다.
▪ IPv6 와 연관된 새로운 위험요소를 탐구하고 완화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구현 할 수 있다.
3 일(21 시간) + (1 일 시험별도)
▪ IPv6 Silver Certification 과정 이수자
▪ 보안 기본 개념 이해
▪ 네트워크 관련업계 종사자

교육대상

▪ IT 보안 아키텍트 / 인프라 설계자 / 설계 및 운영 엔지니어 / 전문 서비스 엔지니어
▪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 / 보안 담당자 / 거버넌스 전문가
1. 1 일차
-IPv6 Refresher and Security Fundamentals
-IPv6 Security Introduction
-Lab 1: IPv6 Security Lab Setup
2. 2 일차

교육
내용

-Securing the IPv6 Layer 2 and 3 Infrastructure
-IPv6 Routing Infrastructure Security Considerations
-Lab 2: IPv6 Threats and Mitigation Techniques
3. 3 일차
-IPv6 Transition Mechanisms and Security Considerations
-IPv6 Best Practices
-Lab 3: IPv6 Security Mitigation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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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IPv6 Forum Certified System Administrator - Gold
▪ 본 과정은 IPv6 프로토콜 설정 및 IPv6 서비스인 DNS, 웹, E-메일 및 NMS 서비스를 구현하고 유지 보수하기

교육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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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교육기간
선수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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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21시간) + (1일 시험별도)
▪ 일반적인 네트워킹 개념에 대한 지식 필수
▪ IPv6 Forum Certified Engineer(Silver) 필요
▪ 시스템 관리자
▪ 프로젝트 매니저

교육대상

▪ IT 매니저
▪ 네트워크 엔지니어
▪ IPv6 플래너
1. 1일차
-Course Introduction
-IPv6 Foundations
-IPv6 Transition Mechanisms
-Planning & Deploying of IPv6 Client OS
2. 2일차

교육
내용

-Domain Name System (DNS)
-World Wide Web
3. 3일차
-Internet Mail
-IPv6 Network Management
4. 4일차
-IPv6 Enterpris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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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교육개요

IPv6 Forum Certified Programming - Gold
▪ 본 과정은 응용 프로그램 개발, 장비의 이동성을 위한 IPv6 관련 기술들을 제공한다.
▪ IPv6 의 API, Winsock 을 리눅스 소켓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학습한다.
▪ IPv6 지원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점을 이해할 수 있다.
▪ IPv6 소켓 프로그래밍을 수행할 수 있다.

교육목표

▪ IPv6를 호환용 클라이언트와 서버 응용 프로그램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다.
▪ IPv6를 포팅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 IPv6 주소 분석 및 매핑할 수 있다.

교육기간

3일(21시간) + (1일 시험별도)
▪ 일반적인 네트워킹 개념에 대한 지식 필수

선수지식

▪ Certified IPv6 Network Engineer(CNE6) 레벨1 또는 유사 자격 필수
▪ 또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경험, 일부 프로그래밍 경험

교육대상

▪ 선수지식에 일치하는 분
1. Introduction to IPv6
2. Initiate of IPv6 Programming
3. Socket Programming
4. IPv6/IPv4 Programming

교육
내용

5. Protocol Independent Socket Programming
6. Multicasting
7. Raw Socket Programming
8. Winsock Programming
9. IPv6 Security
10. Portability and Porting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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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 Foundation 과정

교육명

리눅스파운데이션 쿠버네티스 어드민 Kubernetes Administration LFS458
▪ 오픈소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인 Kubernetes 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필수 지식을 다룹니다.
본 과정에서는 프로덕션 환경에서 Kubernetes 클러스터를 만들고 관리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개념을

교육개

다룹니다.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구성을 결정하며 클러스터를 확장하고 응용 프로그램을 배포하며 일반적인

요

사용에 필요한 저장소, 보안 및 기타 개체를 구성합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 Kubernetes 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많은
기술에 대한 노출을 제공합니다.
또한 본 과정은 Certified Kubernetes Administrator (CKA)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과정입니다.

교육목
적
교육기
간
선수지
식
교육대
상

▪ 운영 환경에서의 Kubernetes 설치, 구성, 관리 방법 습득

4 일(28 시간)

▪ 리눅스 OS / 환경 및 기본 명령어, 텍스트편집기에 대한 이해

▪ Kubernetes 의 기본개념과 Cluster 를 구성,관리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운영자 및 개발자
* 오프라인 과정($2150, 4 일) + 자격증 시험($300, 2 시간) + 온라인 과정($299, 1 년)을 함께 제공합니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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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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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눅스파운데이션 쿠버네티스 개발자 Kubernetes for Developers LFD459
▪ 오픈소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인 Kubernetes 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필수 지식을 다룹니다.
본 과정을 통해 멀티 클러스터에서 애플리케이션의 컨테이너 전환, 호스트, 배포 및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교육개
요

있습니다. 간단한 Python 스크립트로 시작하여 애플리케이션 리소스를 정의하고 핵심 기본 요소를 사용하여
Kubernetes 에서 확장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빌드, 모니터링 및 트러블슈팅 기법들에 대해 배우고, 네트워크
플러그인, 보안 및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함께 작업하면 상용 운영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많은
기능을 알게 됩니다.
또한 본 과정은 Certified Kubernetes Applicaion Developer(CKAD)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과정입니다.

교육목
적
교육기
간

▪ 멀티 클러스터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 생성, 배포, 구성관리 방법 습득

3 일(21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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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지
식
교육대
상

▪ 리눅스 OS, 환경 및 기본 명령어, 텍스트 편집기에 대한 이해, 프로그래밍 언어 (Python) 기초지식

▪ Kubernetes 에서 애플리케이션 생성 배포, 구성방법을 배우려고 하는 운영자 및 개발자

교육
내용

교육명

교육개요

시스템 관리 (관리자, LFS301) with certificate exam
▪ 리눅스 시스템 관리자로 나아갈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 Linux Foundation Certified System Administrator(LFCS) 자격증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 리눅스 파일 시스템 트리를 이해할 수 있다.
▪ RAID 와 LVM 을 학습할 수 있다.

교육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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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지식

4 일(28 시간) + 1 일 2 시간 자격증 시험
▪ 리눅스 설치와 CLI 사용 같은 기본적인 리눅스 지식
▪ 리눅스의 일반적인 유틸리티와 텍스트 에디터에 관한 지식
▪ 새롭게 리눅스 IT 직업을 얻고자 하고자 하는 분

교육대상

• 다른 플랫폼에서 리눅스 플랫폼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분
• 리눅스 시스템 관리자와 관련된 기술을 재학습 하고자 하는 분
* 오프라인 과정($2150, 4 일) + 자격증 시험($300, 2 시간) + 온라인 과정($299, 1 년)을 함께 제공합니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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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다양한 리눅스 배포판에 적용 가능하도록 디자인 되어있습니다. (특정 리눅스 배포판에 종속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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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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
-/proc
-/sys
-/root
-/sbin
-/srv
-/tmp
-/usr
-/var
-/run
-실습
4. 커널 서비스 및 설정
-커널개요
-커널 설정
-sysctl
-커널 모듈
-모듈 유틸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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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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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몬
-프로세스 생성
-프로세스 제한
-프로세스 모니터링
-신호
-nice 조정
-라이브러리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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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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명

교육개요

고급 시스템 관리 및 네트워킹 (엔지니어, LFS311) with certificate exam
▪ 고급 시스템 엔지니어로 나아갈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 Linux Foundation Certified Engineer(LFCE) 자격증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 리눅스에서 네트워크 설정 및 구성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 기본 및 주요 네트워크 서비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교육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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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지식

▪ 리눅스 설치와 CLI 사용 같은 기본적인 리눅스 지식
▪ 리눅스 파운데이션 관리자(LFS301) 과정 이수(권장) 및 이와 동등한 기술 및 지식

교육대상

교육
내용

▪ 리눅스 네트워크 설정과 서비스에 관한 실습 지식을 얻으려는 시스템 관리자
▪ 리눅스 네트워크 설정과 서비스에 관한 실습 지식을 얻으려는 IT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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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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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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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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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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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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DRDB
18. 시스템 로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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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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명
교육개요

오픈스택 관리 핵심 (LFS452)
▪ 오픈스택 서비스를 설치하는 방법과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다.
▪ 오픈스택 서비스의 구조와 운영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교육목적

▪ 오픈스택 인프라 서비스를 설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주요 오픈스택 서비스들에 대해서 학습할 있다.
▪ 오픈스택에서 사용하는 스토리지를 설정 및 운영할 수 있다.

교육기간

▪ 4 일(28 시간)
▪ 리눅스 시스템 관리자 수준의 지식

선수지식

▪ 리눅스 네트워크 설정 및 트러블 슈팅(문제해결) 지식
▪ 기본적인 리눅스 디스크 관리 지식

교육대상

▪ 오픈스택 기반의 클라우드(Cloud) 환경을 운영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시스템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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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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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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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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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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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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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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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zor
-Crowbar
-MaaS
-Juju
-Heat
17. 결론
-기본
-구성요소
-참조 아키텍처
-고가용성
-기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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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TIA 국제공인 보안과정

교육명

CompTIA Security 자격증대비반
▪ CompTIA Security+ 는 오늘날의 복잡한 비즈니스 컴퓨팅 환경에서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방어 할 때
보안 전문가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이버 보안 경력의 발판 역할을 합니다.
실무 능력을 강조하여 다양한 문제에 대한 보안 전문가를 준비합니다.
CompTIA Security+는 다음 주제를 다룹니다.
▪ 실무 네트워크 보안
▪ 위기 관리
▪ 위협 정보
▪ 데이터 및 호스트 보안

교육개요

▪ 신원 관리
▪ 암호화 및 공개 키 인프라 (PKI)
자격증 안내
▪ CompTIA Security+는 IT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보안기술자의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국제자격증입니다.
▪ 미국방부 필수 자격증인 CompTIA Security+ 는 한국에서도 특정 벤더에 종속 되지 않은 국제 자격증으로
최근 많은 각광을 받고 v 있습니다.
▪ CompTIA Security+은 보안의 일반개념, 커뮤니케이션 보안, 구조적 보안, 암호기술의 기본 및 업무·조직
면에서의 보안에 관한 기초지식과 스킬을 요구합니다
▪ 사이버상에 발생하는 다양한 시스템, 네트워크, 유선/무선 등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에 대한 공격과 방어

교육목적

방법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 보안 용어을 정의하고 정책 기안 및 표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문서화 할 수 있다.
▪ 평소에 위험 분석 및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침해 발생시 법적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다.

교육기간

4 일(28 시간)
▪ 시스템에 대한 기본 지식

선수지식

▪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 지식
▪ 운영체제에 대한 기본 지식

교육대상

▪ 보안 관리자
▪ 국제 공인 보안 기술 인증 준비하시는 분
-Networking Basics and Terminology
-Security Terminology
-Security Policies and Standards
-Types of Attacks
-System Security Threats

교육
내용

-Mitigating Security Threats
-Implementing System Security
-Securing the Network Infrastructure
-Wireless Networking and Security
-Authentication
-Access Control
-Cryptography
-Managing a Public Key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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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Security
-Risk Analysis
-Disaster Recovery and Business Continuity
-Computer Forensics
-Security Assessments and Audits
-Monitoring and Auditing

교육명

CompTIA A+ 자격증대비반
▪ 이 5 일간의 CompTIA A + Certification 901 + 902 Support Skills 실습 과정은 CompTIA 220-901 과 CompTIA

교육개요

220-902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PC, 모바일, 프린터 및 네트워크 장치 하드웨어를 설치, 구성 및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 마더 보드, CPU, 메모리, 저장 장치 및 입출력 장치를 포함한 PC, 랩톱 및 모바일 장치 구성 요소의 유형 및
특성 확인
▪ 주변 장치 및 시스템 구성 요소 설치 및 문제 해결
▪ 인쇄 장치 설치, 구성 및 문제 해결

교육목적

▪ 유선 및 무선 LAN 링크 및 인터넷 액세스 장치 설치, 구성 및 문제 해결
▪ Microsoft Windows, Linux, OS X 설치, 구성 및 문제 해결. Android, iOS 및 Windows 모바일 운영체제
▪ 일반적인 SOHO 네트워크에서 장치 네트워크 연결, 사용자, 그룹 및 공유 리소스 구성 및 관리
▪ 안티 바이러스 도구 사용
▪ 방화벽, 암호화 및 인증을 포함한 액세스 제어 조치 구성
▪ 기본적인 PC 유지 보수 수행

교육기간

5 일(35 시간)

선수지식
▪ 이 과정은 특히 지원 엔지니어, 유지 보수 엔지니어, 데스크톱 엔지니어, 컴퓨터 관리자 또는 PC 지원
교육대상

분석가와 같은 직업 역할에서 데스크톱 개인용 컴퓨터 사용자를 지원하는 경력을 쌓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Motherboard Components
-Connection Interfaces
-Display Devices
-Audio and Multimedia Devices
-Removable Storage Devices
-Troubleshooting System Components
-Laptops
-Mobile Devices

교육

-Troubleshooting Mobile Devices

내용

-Managing Devices
-Managing Performance
-Troubleshooting Windows
-Managing Users
-Installing Windows
-Configuring Network Connections
-Securing Network Connections
-Configuring Shared Resources
-Virtualisation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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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과정

⚫

VMware vSphere Training

교육명

VMware vSphere : Install, Configure, Manage V7
▪ VMware ESi™ 6.5 및 VMware vCenter Server® 6.5 가 포함 된 VMware vSphere® 6.5 의 설치, 구성 및 관리에

교육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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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프라에서 vSphere 구성 요소와 해당 기능을 설명

교육목표

▪ ESXi 호스트 배포
▪ vCenter Server 아키텍처 설명

교육기간
교육대상

5 일(35 시간)
▪ 시스템 관리자
▪ 시스템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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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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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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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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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 시스템 디스크 형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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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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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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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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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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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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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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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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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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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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Host 확장성
-vSphere DRS 클러스터의 기능 및 이점 설명
-vSphere DRS 클러스터 구성 및 관리
-선호도 및 부적합성 규칙에 대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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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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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명

VMware vSphere : Fast Track V7
▪ 설치, 구성, 관리, 및 VMware vSphere 6, VMware ESXi 6 및 VMware vCenter 서버 6 을 포함 하여 문제를

교육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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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시간)

선수지식

▪ MS 윈도우 또는 리눅스 경험이 있는 시스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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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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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프트웨어 정의 된 데이터 센터
-가상화 구성요소, 가상화 개념, vSphere 설치, 사용
2. 가상 컴퓨터 만들기
-가상컴퓨터 하드웨어, 파일, 배포, OVF 템플릿
3 . VMware vCenter 서버
-아키텍처, 어플라이언스, 설치, 서버기기 구성, SSO 구성, VM 웨어 플랫폼 서비스 컨트롤러 등
4. vSphere 문제 해결
-구조화된 방법, 로그파일사용
5. 구성 및 가상 네트워크 관리
-표준스위치, 포트그룹 NIC 팀 구성, 분산 스위치 관리, 가상 네트워킹 문제 해결
6. 구성 및 가상 스토리지 관리

교육
내용

-프로토콜, ESXi iSCSI, NFS, 및 파이버 채널 구성 스토리지, vm 웨어 vSphere VMFS 데이터 스토어 관리 등
7. 가상 컴퓨터 관리
-서식파일, 가상 컴퓨터 배포, 스탭숏, vMotion 마이그레이션 구행, vApp 생성, 콘텐츠 라이브러리
8. 자원 관리 및 모니터링
-가상 CPU, 메모리, 리소스 풀 관리, 성능 그래프 등
9. vSphere HA 및 vSphere FT
-아키텍처, 클러스터, 고급매개변수설정 등
10. 호스트 확장성 vSphere DRS 와 함께
-VSphere DRS 클러스터 기능설명, 만들기, 정보보기, 문제해결
11. vSphere 업데이트 관리자 및 호스트 유지 보수
-설치, 업데이트 관리자, 호스트 프로파일 사용 등
12. vSphere 구성 요소 설치
-ESXi 대화형 설치방법, ESXi 호스트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 vCenter 서버 설치를 위한 시스템 요구사항 등

교육명

VMware vSphere: Design V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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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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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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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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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일(35 시간)
▪ VMware vSphere: Install, Configure, Manage [V6.5]
▪ VMware vSphere: Optimize and Scale [V6.5]
▪ 숙련 된 시스템 통합자로서 vSphere 환경을 디자인 및 배포하는 컨설턴트 분들
1. 인프라 평가
-가상화 구성요소, 가상화 개념, vSphere 설치, 사용
2. 핵심 관리 인프라
-vCenter Server 구성 요소 및 데이터베이스에 적합한 플랫폼 선택
-핵심 관리 인프라 설계 검토 및 설계대로 구현
3. 가상 데이터 센터 인프라
-즈니스 및 워크로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가상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디자인 생성, 설계에 필요한 용량
계산 등
4. 컴퓨팅 인프라
-적절한 ESXi 부팅, 설치 및 구성 옵션이 포함 된 컴퓨팅 인프라 디자인을 생성
-ESXi 호스트 설치 자동화 스크립트 구성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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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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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가상 머신 디자인
-리소스 결정을 포함한 가상 컴퓨터 디자인 결정, 가상 컴퓨터 설계
-가상 시스템 설계 검토 및 설계대로 배치
8. 인프라 보안
-vSphere 환경의 다양한 계층에 대한 보안 설계 결정
-vSphere 환경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보안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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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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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Kubernetes: Deploy and Manage [V7]

교육개요
교육목표
교육기간

3 일(21 시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교육
내용

교육명

VMware vSphere: Optimize and Scale V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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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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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Sphere 환경의 변경 관리

교육목표

▪ 모든 vSphere 구성 요소의 성능 최적화
▪ 보안 위협으로부터 vSphere 환경 강화

교육기간

5 일(35 시간)
▪ Understanding of concepts presented in the VMware vSphere: Install, Configure, Manage [V6.5] course

선수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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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코스 소개
-소개 및 과정 물류
-목표
-이 과정을 마친 후 추가 자원 확인
-다른 VMware 교육 제품 정보 확인
2. 네트워크 확장성
-vSphere 분산 스위치 구성 및 관리
-포트 미러링, LACP, QoS 태그 지정 및 NetFlow 와 같은 분산 스위치 기능을 설명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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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호스트 및 관리 확장성
-VMware vCenter® Converter ™ 사용 방법 설명
-콘텐츠 라이브러리 정의 및 사용
-호스트 프로파일 설명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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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vSphere® ESXi ™ Image Builder CLI 및 vSphere Auto Deploy 설명 및 사용
5. CPU 최적화
-CPU 스케줄러 작동, NUMA 지원 및 CPU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기능을 설명
-핵심 CPU 성능 메트릭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esxtop 사용
6. 메모리 최적화
-메모리가 과도하게 커질 때 메모리 교정을 위해 ballooning, 메모리 압축 및 host-swapping 기술을 설명
-핵심 메모리 성능 메트릭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esxtop 사용
7. 스토리지 최적화
-스토리지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설명
-주요 저장 성능 메트릭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esxtop 사용
8. 네트워크 최적화
-네트워크 어댑터의 성능 기능을 설명
-vSphere 네트워킹의 성능 기능을 설명
-주요 네트워크 성능 메트릭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esxtop 사용
9. vSphere 분석
-Proactive DRS 가 가상 컴퓨터 가용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설명
-vRealize Log Insight 를 사용하여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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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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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 VMware vSphere® 6.x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고급 지식, 기술 및 역량을 제공합니다. 이

교육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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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시간)

선수지식

▪ VMware Certified Professional 6.5 Data Center Virtualization (VCP6.5-DCV)
▪ VMware vSphere ICM 과정을 수료했거나 그에 준하는 경험을 가진 분

교육대상

▪ VCP 를 이미 취득하고 VCAP6-DCA 를 준비하시는 분
▪ VMware 가상화 환경을 운영과 관리를 담당한 시스템 관리자나 엔지니어
1. 코스 소개
-VMware 인증 시스템
-VMware 교육 학습 영역의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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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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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4. Networking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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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Storage
-스토리지 (iSCSI, NFS, VMware vSphere® VMFS, VMware vSAN ™ 및 VMware vSphere® Virtual Volumes ™)
연결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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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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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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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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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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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Mware vRealize Training

교육명

VMware vRealize Automation : Install, Configure, Manage V7.0
▪ 본 과정은 VMware vSphere 환경에 익숙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VMware vRealize Automation Center 를

교육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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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간

▪ VMware vRealize Automation Center 플랫폼을 구성하고 사용하는 방법과 셀프 서비스 프로비저닝과 멀티벤더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하는 방법을 학습
5 일(35 시간)
▪ VMware vSphere 6.0: Install, Configure, Manage

선수지식

▪ VMware vSphere 6.0 : Optimize and Scale
▪ VMware vCenter Orchestrator: Develop Workflows
▪ 시스템 관리자 경험이 있으신 분

교육대상

▪ 클라우드 관리자
▪ 시스템 통합 전문가
▪ 운영 개발자
1. 코스 소개
-과정 소개 및 과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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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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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통합 된 청사진 및 카탈로그 관리
-청사진을 구성하는 과정과 옵션 정의, 청사진과 가상머신 및 시스템을 생성, 서비스 카탈로그 역할 및 항목
정의

교육
내용

5. 카탈로그 서비스
-서비스 프로비저닝 상태 모니터 및 프로비저닝 시스템 재인식
-승인 정책 수준과 승인 단계 및 프로비저닝의 속성
6. VMware

NSX 통합

-vRealize Automation 이 사용하는 VMware NSX 구성요소 설명 및 통합 이점 설명
-vRealize Automation 청사진에 VMware NSX 요소 사용
7. 응용 프로그램 제작
-vRealize Automation 응용 프로그램 배포의 라이프 사이클 이해 및 서비스 카탈로그에서 응용 프로그램의
청사진을 적용
8. 모니터링 및 교정
-자원 사용을 모니터하는 방법 정의 및 자원을 재생하는 방법 설명
-기계 임대를 관리하는 방법 설명 및 시스템 이벤트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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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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vRealize 자동화 설치
-vRealize 자동화 설치 전제조건 및 절차, 기기 배치, 기기 인식

교육명

VMware vRealize Automation : Install, Configure, Manage V8
▪ 본 과정에서는 Forensic 및 Predictive 도구로 VMware vRealize Operations Manager 를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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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간

▪ VMware vRealize Operations Manager 를 사용하는 방법, 사용자 정의 및 관리 등의 고급 기능에 대한
명령어를 기반 지식 습득
5 일(35 시간)
▪ 시스템 관리자로써 vSphere 배포의 경험 또는 다음 과정 수료

선수지식

▪ VMware vSphere: Install, Configure, Manage [V6.0]
▪ VMware vSphere: Optimize and Scale [V6.0]
▪ 시스템 관리자

교육대상

▪ 시스템 통합 전문가
▪ vRealize Operations Manager 컨텐츠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컨설턴트 경험자
1. 코스 소개
-과정 소개 및 과정 목표
2. vRealize Operations Manager 소개
-SDDC 관리 위한 vRealize Automation 구현 방식 소개
-vRealize Automation 특징 및 장점 소개
3. vRealize Operations Manager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주요 영역 탐색
-Inventory trees 중요성 설명 및 탐색

교육

4. vRealize Operations Manager 개념

내용

-환경에 관한 정보 수집 및 report 작성
-vRealize Operations Manager 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5. 문제해결 시스템 Health Issues
-시스템 상태 문제 해결과정, 모니터링 등
6. 수용성 계획
-수용성 계획 모델, 위험요소 해결 등
7. Tag, Application 및 Object Group
-그룹객체태그/애플리케이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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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책
-컨텐츠 커스터마이징 가이드라인 등
9. Intelligent Workload Placement
10. Custom Alert 정의
-Symptom 정의, 알림 생성 등
11. Custom Views
12. Custom Dashboard
13. Super Metric
14. 사용자 액세스 제어
15. 운영 시스템과 Application 모니터링
16. Management Packs
17. 아키텍쳐, 확장성 및 가용성
18. vRealize Operations Manager 배포

교육명

VMware vRealize Automation: Orchestration and Extensibility V7.6
▪ VMware 클라우드 인프라 및 IT 프로세스의 자동화를 위해 VMware vRealize® Orchestrator™ 7.4 및 VMware

교육개요

vRealize® Automation™ 7.4 의 사용 방법을 다루는 이 5 일간의 교육 과정에서는
vRealize Automation 에서 vRealize Orchestrator 워크플로우를 사용한 확장성 및 고급 관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봅니다. 또한 이를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는 Hands-on Lab 을 제공합니다.

교육목표
교육기간

▪ 5 일(1 일 7 시간, 총 35 시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1. 과정 소개
-소개 및 세부 계획
-과정 목표
2.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아키텍처 및 구성 요소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확장
교육

-통합 셀프 서비스 포털 구성 요소

내용

-컨버지드 Blueprint 개념
-vRealize Orchestrator 개요
3. vRealize Orchestrator 워크플로우 기본 개념
-vRealize Orchestrator 워크플로우
-워크플로우 로그
-워크플로우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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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변수 바인딩
4. vRealize Orchestrator 워크플로우 설계 시 고려 요소
-구성 및 리소스 요소
-스크립트 작성이 가능한 작업 및 조치
-사용자 상호 작용
-입력 프레젠테이션
5. vRealize Orchestrator 워크플로우 개발
-의사결정 요소 및 스위치 요소
-vRealize Orchestrator 워크플로우 디버깅
-워크플로우에서 루프 생성
-vRealize Orchestrator 워크플로우 호출
-예외 처리
6. vRealize Orchestrator 확장성 소개
-확장성 소개
-vRealize Automation 구성 요소 및 기능
-NSX 온디맨드 구성 요소
7. 이벤트 브로커를 통한 vRealize Automation 확장
-이벤트 브로커 개요
-이벤트 브로커 기능
-이벤트 기반 프로세스
-이벤트 브로커와 vRealize Orchestrator 간 정보 교환
8. vRealize Automation 의 통합 서비스
-XaaS Blueprint 및 작업
-vRealize Automation 양식 설계
9 API 툴
-API 인터페이스 개요
-vRealize Orchestrator REST API 플러그인
-vRealize CloudClient

교육명

VMware vRealize Operations Manager for Operators V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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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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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Realize Operations Manager 사용자 인터페이스 탐색

교육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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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시간)

선수지식

▪ VMware vSphere: Install, Configure, Manage [V5.5] 과정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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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VMware vSphere: Optimize and Scale [V5.5] 과정 수강
▪ 또는 vSphere deployments 시스템 관리 경험
교육대상

▪ vSphere 환경의 일상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자
1. 코스 소개
2. vRealize Operations Manager 소개
3. vRealize Operations Manager 사용자 인터페이스

교육
내용

4. vRealize Operations Manager 개념
5. 문제해결 시스템 Health Issues
6. 수용성 계획
7. Tag, Application 및 Object Group
8. 정책

교육명

VMware vRealize Operations: Install, Configure, Manage V8
▪ 숙련 된 VMware vSphere® 사용자를 대상으로하는이 5 일 코스에서는 VMware vRealize® Operations ™를

교육개요

법의학 및 예측 도구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VMware ESXi ™ 6.7, VMware vCenter Server® 6.7 및
vRealize Operations 6.6 을 기반으로하는이 코스에서는 사용자 정의 및 관리를 포함한 고급 기능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교육목표
교육기간

▪ VMware vRealize Operations Manager 를 사용하는 방법, 사용자 정의 및 관리 등의 고급 기능에 대한
명령어를 기반 지식 습득
5 일(35 시간)
▪ 시스템 관리자로써 vSphere 배포의 경험 또는 다음 과정 수료

선수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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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 숙련 된 시스템 관리자 및 시스템 통합 자 및 vRealize 운영 콘텐트 사용자 정의 컨설턴트
1. 소개
-vRealize Operations 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는 방법 설명
-운영의 기능 및 장점 설명
2. vRealize 운영 사용자 인터페이스

교육
내용

-환경 페이지에서 인벤토리 트리 및 개체보기
3. 운영 개념 소개
-작업을 통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 설명
4. 시스템 상태 문제 해결
-사용자의 성능 문제 해결
5. 능력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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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문제 해결, 효율성 문제 해결
6. Tag, Application 및 Object Group
-그룹객체태그/애플리케이션 사용 등
7. 정책
-조작을 사용자 정의하기위한 목록 지침
-인텔리전트 작업 부하 배치를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식별
-View4 생성방법, 위젯 구성, 탐색 구성 및 관리
12. Super Metric
-로컬 사용자, 사용자 그룹 생성 등
14. 운영 시스템과 Application 모니터링
-클러스터 크기 결정, 설치,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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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Mware vSAN Training

교육명

VMware vSAN: Deploy and Manage plus VMware vSAN: Troubleshooting
Workshop v6.7
▪ 본 교육 과정에서는 VMware vSAN ™ 6.6 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솔루션을 배포 및 관리하는

교육개요

데 중점을 둡니다. VMware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에서 vSAN 이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실습 랩 연습을 완료하면 vSAN 개념 및 문제 해결 방법 및 진단 도구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 vSAN 아키텍처 설명
▪ vSAN 기능 및 사용 사례 식별
▪ vSAN 네트워킹 구성 요소 구성
▪ vSAN 클러스터 구성
▪ vSAN 데이터 저장소에 가상 시스템 배포
▪ 가상 컴퓨터 저장소 정책 구성
▪ 지속적인 vSAN 관리 작업 수행

교육목표

▪ vSAN 6.6 으로 업그레이드하기위한 작업 개요
▪ vSAN 암호화 구성
▪ vSAN 재 동기화 작업 제어
▪ 중첩 된 폴트 도메인 생성 및 관리
▪ vSAN 상태 서비스를 사용하여 상태 및 성능을 모니터링합니다.
▪ 확장 된 클러스터 구성 및 장애 조치 시나리오 관찰
▪ VMware vSphere® 기능 및 기타 제품과의 vSAN 상호 운용성 설명
▪ vSAN 클러스터 계획 및 설계
▪ 진단 및 문제 해결 도구를 사용하여 vSAN 배포 및 아키텍처 문제를 해결합니다

교육기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5 일(35 시간)
▪ 블록 또는 파일 저장 장치에 대한 스토리지 관리 경험
▪ VMware vSphere 의 개념 이해 : [V6.5] 설치, 구성, 관리 과정
▪ vSAN 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를 사용하려는 스토리지 및 가상 인프라 관리자
1. 코스소개
-과정소개
2. 개의 저장 기본 사항
-공통 스토리지 기술 정의
-SAN 성능 요소 식별

교육
내용

3. vSAN 소개
-vSAN 아키텍처 및 구성 요소 설명
- vSAN 의 공간 효율성 기능 설명
4. vSAN 구성
-물리적 네트워크 구성 요구 사항 식별
-vSAN 네트워킹 구성, vSAN 클러스터 구성
-vSAN 구성 및 기능 테스트 및 유효성 검사
5. vSAN 정책 및 가상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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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컴퓨터 저장소 정책 적용 및 수정
-vsanSparse 스냅 샷 형식 토론
6. vSAN 관리 및 작동
-하드웨어 저장 장치 관리
-vSAN 이벤트에 대한 vCenter Server 경보 식별
-오류 도메인 구성, vSAN 6.6 으로 업그레이드
7. 확장 된 클러스터 및 2 노드 클러스터
-확장 클러스터 및 2 노드 클러스터의 아키텍처 설명
-2 노드 구성을 사용하여 확장 된 클러스터 생성
8. vSAN 모니터링
-vSphere Web Client 를 사용하여 문제점 탐지
-vSAN 상태 서비스를 사용하여 상태 및 성능을 모니터링합니다.
-VMware vRealize® Operations Manager ™로 vSAN 모니터링
-ESXi 명령을 사용하여 vSAN 환경 모니터링
-Ruby vSphere Console 로 vSAN 모니터링
9. vSphere 기능과의 상호 운용성
-vSAN 과 상호 운용되는 vSphere 기능 및 VMware 제품 식별
-vSAN 이 타사 제품 및 솔루션과 어떻게 상호 운용되는지 설명하십시오.
10. vSAN 배치 설계
-vSAN 설계 고려 사항 이해
-vSAN 클러스터 계획 및 설계
-vSAN 을위한 디자인 및 사이징 도구 식별
-vSAN 사용 사례 설명
11. 방법론 문제 해결을위한 vSAN 아키텍처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vSAN 아키텍처에 대해 토론합니다.
-vSAN 관련 문제 해결 방법 설명
-확장 된 클러스터 (2 노드 클러스터)
12. vSAN 문제 해결 도구
-esxcli 명령과 Ruby vSphere Console 을 사용하여 문제 진단 및 문제 해결
-vSphere Web Client 및 vSAN 상태 모니터를 사용하여 문제 진단 및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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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VMware vSAN: Deploy and Manage V6.7
▪ 이 3 일 과정에서는 VMware vSANTM 6.7 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솔루션을 구축 및 관리하는

교육개요

데 중점을 둡니다. vSAN 이 VMware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로 어떻게 기능하는지
알아봅니다. vSAN 을 통해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교육목표
교육기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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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21 시간)
▪ Storage administration experience on block or file storage devices
▪ VMware vSphere: Install, Configure, Manage [V6.7] course
▪ vSAN 에서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를 사용하려는 스토리지 및 가상 인프라 관리자
1. 코스 소개
-코스 소개
-코스 목표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 설명
2. vSAN 소개
-vSAN 아키텍처 및 구성 요소 설명
-vSAN 하이브리드 아키텍처와 All-Flash 아키텍처의 차이점 설명
-vSAN 의 공간 효율성 기능 설명
3. vSAN 구성
-물리적 네트워크 구성 요구 사항 파악
-vSAN 네트워킹 구성
-vSAN 클러스터 구성
-vSAN 구성 및 기능 테스트 및 검증
4. vSAN 정책 및 가상 시스템
-스토리지 정책이 vSAN 과 어떻게 연동되는지 설명

교육

-가상 머신 스토리지 정책 정의 및 생성

내용

-가상 머신 스토리지 정책 적용 및 수정
-vsanSparse 스냅샷 형식 설명
-vsanSparse 스냅샷에 대한 고려 사항 설명
5. vSAN 관리 및 운영
-하드웨어 스토리지 장치 관리
-하드웨어 장치 장애 관리
-vSAN 이벤트에 대한 vCenter Server 경보 식별
-장애 도메인 구성
-vSAN 6.7 로 업그레이드
6. 확장 클러스터 및 2 노드 클러스터
-확장된 클러스터 및 2 노드 클러스터의 아키텍처 설명
-2 노드 구성을 사용하여 확장된 클러스터 생성
-확장된 클러스터에 대해 VMware vSphere® High Availability 및 VMware vSphere® Distributed Resource
SchedulerTM 구성
-확장된 클러스터 페일오버 시나리오 시연
7. vSAN 모니터링 및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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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phere Web Client 를 사용하여 문제 감지
-vSAN 상태 서비스를 사용하여 상태 및 성능 모니터링
-VMware vRealize® Operations ManagerTM 를 통해 vSAN 모니터링
-ESXi 명령을 사용하여 vSAN 환경 모니터링
-Ruby vSphere Console 로 vSAN 모니터

교육명

VMware vSAN: Troubleshooting Workshop V6.X
▪ 본 교육 과정에서는 VMware vSAN ™ 6.6 구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기술을 배우는 데 중점을

교육개요

둡니다. 강사 주도 활동 및 실습 챌린지 랩 연습을 통해 vSAN 문제 해결 개념에 대한 실제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설명
▪ 구성 요소가 서로 어떻게 관련되는지 이해합니다.

교육목표

▪ vSAN 객체 배치 이해
▪ 객체 상태 간의 차이점 이해
▪ 스토리지 정책이 개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십시오
▪ 특정 실패가 개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합니다.

교육기간

2 일(14 시간)
▪ VMware vSphere 의 개념 이해 : [V6.x] 설치, 구성, 관리 과정

선수지식

▪ VMware vSAN 완료 [V6.x] 과정 또는 VMware 와 동등한 환경 배포 및 관리
▪ Linux 명령 행 인터페이스 사용 경험.

교육대상

▪ vSAN 에서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를 사용하려는 스토리지 및 가상 인프라 관리자
1. 코스소개
-과정소개
2. vSAN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설명
-vSAN 개체 배치 이해
-객체 상태의 차이점을 이해합니다.
-스토리지 정책이 개체 배치 및 상태에 미치는 영향 설명

교육

-특정 실패가 객체 상태에 미치는 영향 예측

내용
3. 문제 해결 방법론
-문제의 특징
-문제의 원인 규명
-문제 해결
4. 문제 해결 도구
-다양한 문제 해결 도구 사용 이해
-실험실 환경 문제 해결 도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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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Mware Horizon V7.X Training

교육명

VMware Horizon 7: Design Workshop V7
▪ 이 3 일간의 교육 과정을 통해 수강생들은 Vmware Horizon 솔루션을 설계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교육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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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의 비즈니스 및 응용 프로그램 요구 사항 평가
▪ 설계 선택 사항 분석 및 최종 사용자 컴퓨팅을위한 인프라 구조 설계 환경의 요구

교육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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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시간)
▪ 가상화 된 데스크톱 구현 환경

선수지식

▪ VMware Horizon 7 에 제시된 개념 이해
▪ VMware 데이터 센터 가상화 기본 과정에서 제공되는 개념 이해

교육대상

▪ VMware 숙련 관리자
▪ 시스템 통합자 및 컨설턴트
1. 코스소개
-과정 소개
2. 인프라 평가
-고객 비즈니스 목표 정의
-비즈니스 및 응용 프로그램 요구 사항 수집 및 분석
-설계 결정을 평가하고 문서화하는 체계적인 방법론 사용
3. Vmware 수평선 디자인
-Vmware Horizon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한 설계 프로세스 식별
-Vmware Horizon 참조 아키텍처를 확인
-유스 케이스 및 서비스 를 정의하는 프로세스

교육
내용

4. Vmware 수평선 구획 및 포드 디자인
-일반적인 Vmware Horizon 블록 및 폳의 구성 요소
-VMware Horizon 관리 블록 구성 요소 간의 관계 개요
-주어진 유스 케이스에 대한 VMware Horizon 데스크탑 블록 및 포드 구성 설계
-멀티 사이트 풀 액세스를 위한 클라우드 포드 아키텍처 구성
5. 풀 및 데스크탑 구성
-데스크톱 가상 컴퓨터 하드웨어 크기 조정에 대한 주요 고려 사항 나열
-주요 가상 데스크톱 성능 튜닝 및 Windows 최적화 및 VMware Horizon 성능에 미치는 영향 파악
-VMware Horizon 인스턴스 및 VMware Horizon 풀에 대한 사용 사례 매핑
-주어진 유스 케이스의 데스크톱 풀 디자인
6. VMware 인프라 설계
-VMware ESXi ™ 호스트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 및 디자인 결정을 식별
-CPU 및 메모리 요구 사항 예측 및 크기 조정
-VMware vSphere® 고 가용성 및 VMware vSphere® Distributed Resource Scheduler ™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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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요구 사항 결정
-관리 사용자 계정에 필요한 권한 개요
7. 저장 디자인
-공유 저장 장치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 식별
-복제 디스크의 스토리지 크기 결정 공식 결정
-인스턴트 클론으로 스토리지 요구 사항
-View Storage Accelerator 를 사용하는 경우의 유스 케이스 및 이점 확인
-VMware vSAN ™ 사용의 유스 케이스 및 이점 확인
8. 네트워크 및 보안 설계
-대역폭 사용과 관련된 설계 결정 식별
-로드 밸런싱 및 트래픽 관리를 사용하여 유스 케이스 및 이점 확인
-네트워크 정체를 방지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확인
-PCoIP 및 Blast Extreme 최적화 전략을 인식
-네트워크 용량의 크기 조정을 위한 설계 고려 사항 설명
-보안 서버 및 VMware Unified Access Gateway ™의 보안 기능 평가
-보안 서버 및 Unified Access Gateway 를 비교
9. 최종 사용자 세션 디자인
-최종 사용자 개인화를 위해 Horizon Persona Management 구성
-데스크톱 개인화를위한 VMware User Environment Manager ™의 사용법 설명
-Active Directory 컨테이너, 그룹 및 그룹 정책 개체 정책에 대한 VMware 우수 사례 확인
-True SSO 에 대한 VMware 모범 사례 확인
-클라이언트 장치 특성 및 요구 사항 식별
10. 응용 프로그램 배포 및 관리
-애플리케이션 전달 메커니즘의 중요성
-VMware Horizon 애플리케이션 도구를 사용 결정
-원격 데스크톱 서비스 팜 및 응용 프로그램 풀 디자인 및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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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VMware Horizon 7: Install, Configure, Manage V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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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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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Mware Horizon 구성 요소 식별

교육목표

▪ View Connection Server 설치 및 구성
▪ 가상 데스크톱 설치 및 구성
▪ VMware Horizon® Client ™ 시스템 구성 및 관리

교육기간

▪ 5 일(35 시간)
▪ DNS, DHCP 및 시간 동기화를 포함한 Active Directory 서비스 구성 경험

선수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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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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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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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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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Horizon Agent 설치 시 구성 옵션 선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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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Horizon 클라이언트 옵션
-Horizon Client 설치 요구 사항 설명
-USB 리디렉션 및 옵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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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전체 가상 컴퓨터의 자동 Pool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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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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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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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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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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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 Composer 연결된 클론 기술로 RDS 서버 팜의 구축을 자동화하는 방법을 설명
-RDS 호스트의 부하 분산 옵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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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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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사용자 환경 관리자를 사용한 프로파일 관리
12. 애플리케이션 볼륨을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프로비저닝 및 관리
13. Command-Line 도구 및 백업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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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VMware Horizon 성능 및 확장성

교육명

VMware Horizon 7: Troubleshooting and Performance Optimization V7
▪ 5 일간의 과정을 통해 VMware Horizon® 7 의 View 구성 요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고급 지식, 기술,

교육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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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rizon Administrator 웹 클라이언트, 로그 파일, VMware 및 타사 도구를 사용하여 View 환경의 문제를

교육목표

분석, 진단 및 문제를 해결
▪ View 와 관련된 인프라 문제 식별

교육기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 5 일(35 시간)
▪ Horizon (with View): Install, Configure, Manage or Horizon 7: Install, Configure, Manage
▪ VMware Data Center Virtualization Fundamentals
▪ VMware Horizon 7 의 View 구성 요소를 유지 관리하는 숙련 된 시스템 관리자 및 시스템 통합자
1. 문제 해결에 대한 소개
2. 해결 도구
3. 가상 데스크톱 문제 해결
4 . USB 연결 및 인쇄 문제 해결

교육
내용

5. 카탈로그 서비스
6. VMware

NSX 통합

7. 응용 프로그램 제작
8. 모니터링 및 교정
9. vRealize 자동화 확장
10. vRealize 자동화 설치

교육명

VMware Horizon V7 Install, Configure, Manage Plus App Volumes Fast Track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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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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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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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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ew Connection Server 설치 및 구성
교육목표

▪ 가상 데스크톱 설치 및 구성
▪ VMware Horizon® Client ™ 시스템 구성 및 관리

교육기간

▪ 5 일(35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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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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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VMware Horizon 에 대한 소개
2. View 연결 서버
3. VMware Horizon Pools and Desktops
4. Horizon Client Options
5. 전체 가상 컴퓨터의 자동 Pool 생성
6. Linked-Clone 데스크톱 생성 및 관리
7.

Instant-Clone Pool 생성 및 관리

8. RDS 데스크톱 및 응용 프로그램 Pool 생성
9. VMware Horizon 7 인증
교육
내용

10. VMware Horizon 보안 관리
11. Command-Line 도구 및 백업 옵션
12. VMware Horizon 성능 및 확장성
13. App Volume Enterprise 개요
14. App Volume 개요
15. App Volume 설치
16. AppStacks 작업하기
17. 쓰기 가능한 볼륨 작업
18. 사용자 환경 관리자 개요
19. 사용자 환경 관리자의 설치
20. 사용자 환경 관리자 설정
21. 애플리케이션 구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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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Mware NSX Training

교육명

VMware NSX : Install, Configure, Manage V6.4
▪ 이 5 일 간의 포괄적이고 신속한 교육 과정에서는 VMware NSX®를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의 일부로

교육개요

제공합니다. NSX 의 논리적 전환을 사용하여 전환 환경을 가상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다른 가상
환경 간에 동적으로 라우팅할 수 있는 논리적 라우팅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게이트웨이 서비스, 방화벽
구성 및 보안 서비스를 사용하여 NSX 환경을 보호하고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교육목표

▪ NSX 설치, 구성, 관리 방법에 관하여 학습

교육기간

▪ 5 일(35 시간)
▪ Understanding of enterprise switching and routing
▪ Knowledge of TCP/IP services

선수지식

▪ Experience with firewalls and firewall rule sets
▪ Understanding of concepts presented in the VMware Data Center Virtualization Fundamentals course or
▪ VCA-DCV certification

교육대상

▪ 숙련 된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관리자
1. 코스 소개
-소개 및 코스 물류
-코스 목표 검토
2. vSphere 네트워킹 소개
-VMware vSphere® 네트워킹 구성 요소 설명
-vSphere 표준 스위치 설명
-vSphere Distributed Switch 설명
3. NSX 소개
-NSX 의 이점 설명
-NSX 주요 사용 사례 식별
4. NSX 아키텍처
-NSX 아키텍처 설명

교육

-NSX 의 클라우드 관리, 관리, 제어 및 데이터 평면 설명

내용

-구성 요소 상호 작용 식별
-VMware NSX® ControllerTM 클러스터 및 기능에 대해 설명
-NSX 컨트롤러 워크로드 분포 설명
5. NSX 인프라 준비
-NSX 설치에 필요한 단계 설명
-NSX 구축 계획과 관련된 사항 설명
-NSX 컨트롤러 클러스터 및 배포 설명
-NSX 컨트롤러 클러스터 고가용성 및 로드 분포에 대해 설명
-NSX 컨트롤러 클러스터를 배포 및 구성하는 방법 설명
-호스트 준비와 관련된 워크플로우 설명
6. NSX 논리적 스위치 네트워크
-전송 영역, VXLAN 및 VXLAN 터널 끝점(VTEP) 설명
-가상 네트워킹을 위한 인프라 준비 절차 설명
-VXLAN 용 vSphere Distributed Switch 의 구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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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X 논리적 전환과 관련된 구성 요소 식별
-VXLAN 용 VLAN 정의
7. NSX 논리적 라우팅
-동서 및 북-남 간 라우팅 개념 설명
-NSX 분산 논리적 라우터 정의
-논리적 라우터, 인터페이스 및 인터페이스 주소를 설명
-관리 및 제어부 상호작용 설명
-동-서 트래픽을 위한 논리적 라우터 배치 모델 및 2 계층 라우팅 설명
-NSX Edge 서비스 게이트웨이의 일반적인 토폴로지를 설명
8. 고급 NSX 논리적 라우팅
-라우터가 원격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방법 설명
-경로 재배포 방법 설명
-동일하지 않거나 동일하지 않은(LE) 구성과 동일하거나 동등한(GE)보다 큰 구성 설명
-라우팅 이벤트 알림 기능 향상 설명
-동일 비용의 다중 경로(ECMP) 라우팅 구성
-NSX Edge 서비스 게이트웨이의 고가용성 설명
Module 9. NSX L2 브리지
-L2 브리징 사용 사례 설명
-VXLAN 과 VLAN 간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L2 브리징 설명
-L2 브리징 패킷 흐름 논의
Module 10. NSX Edge 서비스
-NSX Edge 서비스 설명
-NAT(네트워크 주소 변환)의 작동 방식 설명
-NAT64 에 대해 설명
-부하 분산의 기능 설명
-단일 암 및 인라인 로드 밸런싱 아키텍처 설명
-NSX Edge 에 대한 DHCP 및 DNS 서비스에 대해 설명
11. NSX Edge VPN 서비스
-NSX Edge VPN 서비스에 대해 설명
-VPN 사용 사례 설명
-NSX Edge 인스턴스에서 L2 VPN 구성
-IPsec VPN 서비스에 대한 NSX Edge 인스턴스 구성
-NSX Edge SSL VPN-Plus 서비스에 대해 설명
-NSX Edge SSL VPN-Plus 서버 설정 구성
12. NSX 보안 서비스
-분산 방화벽의 정책 시행 설명
-가상화 컨텍스트 인식 설명
-맞춤형 네트워크 및 보안 컨테이너 설명
-NSX Edge Firewall 의 아키텍처 설명
-DHCP 스누핑 설명
-ARP 스누핑 설명
13. NSX 고급 보안 서비스
-NSX SpoofGuard 설명
-태그가 동적 보안 서비스 체인을 활성화하는 방법 식별
-Service Composer 그룹, 정책 및 태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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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ty Firewall 아키텍처 설명
-애플리케이션 규칙 관리자 설명
-모니터링 세션 생성 방법 설명
14. NSX 검사 서비스
-자기성찰 서비스의 유형 설명
-게스트 및 네트워크 검사 설치 및 구성 설명
-게스트 및 네트워크 검사 경보, 이벤트 및 감사 메시지 요약
15. 크로스 vCO NSX
-교차 vCenter 특징 및 사용 사례 설명
-VMware NSX® ManagerTM 역할 및 NSX 컨트롤러 클러스터 배치 식별
-범용 논리적 네트워크 구축
-교차 VCenter NSX 에 대한 설계 고려 사항 설명

교육명

VMware NSX-T Data Center: Design [V3.0]
▪ 설계 원칙, 프로세스 및 프레임워크를 비롯하여 NSX-T Data Center 2.4 릴리스에서 제공되는 NSX-T Data

교육개요

Center 설계를 이끌어가는 역량을 미리 갖출 수 있습니다. 수강자는 NSX-T Data Center 아키텍처 및 이
아키텍처를 활용하여 고객의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대응하는 솔루션을 생성하는 방법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클라우드 구현에서의 NSX-T Data Center 인프라 설계 및 지원 이해

교육목표

▪ 레이어 2 논리적 스위칭 및 브리징 구성
▪ 데이터 센터 랙 솔루션을 설계하여 확장성과 고가용성 지원

교육기간

5 일(35 시간)
▪ TCP/IP 서비스에 대한 양호한 수준의 이해

선수지식

▪ 엔터프라이즈 스위칭 및 라우팅 실무 경험
▪ 하기 과정 수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VMware NSX-T Data Center: Install, Configure, Manage

교육대상

▪ 네트워크 관리자
▪ 시스템 관리자
1. 기본 설계 개념
-설계 프로세스 및 프레임워크 이해
-VVD 및 VVD 의 중요성 이해
2. 아키텍처 및 구성요소
-NSX-T Data Center 소개 및 아키텍처
-NSX-T 관리 클러스터

교육
내용

3. 설계 고려사항
-물리적 인프라 설계
-가상 인프라 설계
-축소 관리 및 Edge 리소스 설계
4 . 스위칭 설계
-NSX-T 논리적 스위칭
-트래픽 플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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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dge 설계
-Edge VM 설계
-Edge 베어메탈 설계
6. 논리적 라우팅 설계
-논리적 라우터 구성 요소
-멀티 Tier 라우팅
7. 네트워크 서비스
-NAT, Proxy ARP, DHCP 및 메타데이터 프록시
-로드 밸런서
8. 보안 설계
-NSX-T Data Center 분산 방화벽
-NSX-T Data Center 게이트웨이 방화벽
9. Multisite 설계
-Multisite Lite 배포
-Multisite Lite 페일오버 절차
10. 컨테이너
-PKS 및 PAS 도입을 통한 NSX-T 설계
-VCF 및 컨테이너를 사용한 NSX-T 설계

교육명

VMware NSX-T Data Center: Install, Configure, Manage [V3]
▪ 전반적인 인프라, 논리적 스위칭, 논리적 라우팅, 네트워킹 및 보안 서비스, 마이크로 세분화 및 방화벽 등을

교육개요

비롯하여 NSX-T Data Center 2.4 릴리스에서 제공되는 주요 NSX-T Data Center 특징 및 기능에 대해 다룹니다.
Hands-on Lab 에서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 환경에 액세스할 수 있으므로 과정에서 다룬 기술과 개념을
복습할 수 있습니다.
▪ VMware Virtual Cloud Network 및 NSX-T Data Center 아키텍처 이해

교육목표

▪ 레이어 2 논리적 스위칭 및 브리징 구성
▪ 파트너 서비스 삽입을 통한 고급 보안 강화의 이해

교육기간

5 일(35 시간)
▪ TCP/IP 서비스 및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양호한 수준의 이해 및 방화벽 실무 경험
▪ 아래 과정에서 다루는 개념에 대한 확실한 이해

선수지식

▪ VMware Data Center Virtualization Fundamentals
▪ VMware Introduction to Network Virtualization with NSX
▪ VMware Network Virtualization Fundamentals

교육대상

▪ 네트워크 관리자
▪ 시스템 관리자
1. VMware Virtual Cloud Network 및 NSX-T Data Center

교육
내용

-VMware 의 Virtual Cloud Network 비전 소개
-NSX-T Data Center 솔루션, 사용 사례 및 이점 논의
2. 인프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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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X 관리 클러스터 설명
-VMware ESXiTM 및 KVM 하이퍼바이저에 VMware NSX® ManagerTM 노드 배포
-NSX Manager UI 탐색
3. 논리적 스위칭
-논리적 스위칭의 주요 구성 요소 및 용어 소개
-L2 세그먼트의 유형 및 기능 설명
-터널링 및 GENEVE 캡슐화 설명
4. 논리적 라우팅
-논리적 라우팅 기능 및 사용 사례 설명
-2 Tier 라우팅 아키텍처, 토폴로지 및 구성 요소 소개
5. 논리적 브리징
-논리적 브리징의 기능 설명
-논리적 브리징 사용 사례 논의
6. 서비스
-NAT(네트워크 주소 변환) 설명 및 구성
-DNS 및 DHCP 서비스 설명 및 구성
7. 보안
-마이크로 세분화 이점 및 사용 사례 설명
-분산 방화벽 아키텍처, 구성 요소 및 기능 설명
-분산 방화벽 섹션 및 규칙 구성
8. 사용자 및 역할 관리
-NSX-T Data Center 에서의 VMware Identity Manager 의 기능 및 이점 설명
-NSX-T Data Center 와 VMware Identity Manager 의 통합

교육명

VMware NSX-T Data Center: Troubleshooting and Operations [V3.0]
▪ 5 일 과정을 통해 VMware NSX-T™ Data Center 에 관한 고급 지식과 기술 및 도구들을 활용하여 장애해결 및

교육개요

전반적인 기능에 대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과 보안이슈에서 VMware NSX-T™ Data
Center 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루며 다양한 기술적인 문제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 NSX-T Data Center 인프라와 구성요소간의 이해

교육목표

▪ NSX-T Data Center 설치와 업그레드의 설치 및 장애에 관한 이해
▪ 클라우드 환경에서 NSX-T Data Center 의 다양한 장애해결

교육기간

5 일(35 시간)
▪ TCP/IP 서비스 및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양호한 수준의 이해 및 방화벽 실무 경험

선수지식

▪ L2-L3 스위쳐와 라우터에 대한 경험
▪ L4-L7 네트워크과 App 서비스 경험
▪ VMware vSphere®환경과

KVM 기반 환경에서의 지식과 업무 경험

▪ 숙련된 네트워크 관리자
교육대상

▪ 숙력된 시스템 관리자
▪ 엔터프라이즈와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와 보안솔루션 경험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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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SX-T 아키텍트
-네트워크 프레임 가상화 개요
-아키텍트와 구성요소의 개요
2. 장애해결의 접근
-장애해결의 구조적인 접근방식
-장애의 현상과 근본적인 이유
3. NSX 관리 클러스터 장애해결
-NSX 관리 클러스터 의 아키텍트, 구성요소 등
-NSX 관리 클러스터폼의 장애해결
4. 장애해결의 인프라준비
-ESXI 애서의
6. 논리적 라우팅 장애해결
-논리적 라우팅과 NSX Edge 노드의 아키텍트 개요
-Tier-0 과 Tier-1 게이트웨이의 환경설정 워크플로
교육
내용

-일반적인 논리라우팅에서의 장애해결 이슈확인
7. 로드발래싱 장애해결
-로드발랜싱의 아키텍트와 구성요소 개요
-일반적인 로드발랜싱에서의 장애해결 이슈확인
8. 보안 장애해결
-분산 파이어월 아키텍트의 개요
-분산 파이어월 워크로드 설명
-케이트웨이 파이어월 개요
9. 운영 및 도구들
-NSX-T Data Center 환경에서의 백업과 복구 개요
-장애해결 도구의 입증 및 설명
10.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를 위한 적절한 시퀀스 확인
11. 데이터 경로
-NSX-T 데이타경로의 구성요호
-NSX-T 데이타경로 패킷 확인하는 방법

교육명

VMware NSX: Design and Deploy V6.4
▪ 이 과정은 일반적인 디자인 프로세스와 프레임 워크의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VM 웨어 NSX® 디자인 및 배포

교육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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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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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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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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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코스 소개
-코스 소개 및 목표 설정
2. 프로세스 및 원칙 설계
-설계 프로세스 이해
-설계 프레임 워크 이해
3. 아키텍처 및 구성 요소
-관리, 제어 및 데이터 평면 이해
-VMware NSX® Manager ™ 설명
-VMware NSX® Controller ™ 클러스터 디자인
4. 전환 및 라우팅
-이더넷 인프라 설계
-VMware vSphere® 분산 스위치 ™ 설명
-논리적 스위칭 솔루션 설계
-브리징 솔루션 설계
-VMware NSX 논리적 라우터 솔루션 설계
5. Edge Services

교육

-원격 액세스 솔루션 디자인

내용

-로드 밸런싱 서비스 설계
6. 안전성
-심층적 인 방어 설계
-에지 방화벽 서비스 설계
-분산 형 방화벽 서비스 설계
-보안 서비스 설계 및 통합
7. 교차 vCenter 및 다중 사이트
-Cross-vCenter 솔루션 설명
-멀티 사이트 NSX 솔루션 설계
-확장 된 클러스터로 VMware NSX 솔루션 설계
8. 운영 및 자동화
-네이티브 운영 도구 설명
-VMware 통합 모니터링 툴 설명
-타사 도구를 활용하는 VMware NSX 모니터링 및 운영 솔루션 설계
9. 엔터 프라이즈 디자인 연구소
-개념적 해결책을 디자인하고 제시
-논리적 솔루션을 설계하고 제시

교육명

VMware NSX: Install, Configure, Manage plus Troubleshooting & Operations
Fast Track V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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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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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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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교육기간

▪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해와 도구를 사용하여 NSX 배포를 모니터링, 작동 및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 5 일(1 일 7 시간, 총 35 시간)
▪ VMware Data Center Virtualization Fundamentals 과정 이수 혹은 VCA-DCV 자격 취득
▪ 다음의 지식 필요

선수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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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코스 소개
-코스 소개 및 목표 설정
2.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의 진화 설명
-VMware vSphere 설명 및 VMware NSX 설명
3. 관리 및 제어 평면 구성 요소
-관리, 제어 및 데이터 평면 이해
-VMware NSX® Manager ™ 설명
-VMware NSX® Controller ™ 클러스터 설명
4. 논리 스위치 네트워크
-이더넷 기본 요소 설명
-VMware vSphere® 분산 스위치 ™ 설명

교육

-스위치 링크 집계 설명

내용

-Describe VLAN
-VXLAN 논리 스위치 네트워크 설명
-VMware NSX Controller 복제 설명
5. VMware NSX 논리적 라우팅
-라우팅 프로토콜 논의
-VMware NSX 논리적 라우터 설명
-NSX Edge 서비스 게이트웨이 설명
6. NSX 에지 게이트웨이 서비스
-네트워크 주소 변환 설명
-로드 밸런싱 설명 및 고 가용성 설명
-가상 사설망 설명 및 L2 VPN 구성과 SSL VPN Plus 구성
7. VMware NSX 방화벽 및 보안 서비스
-NSX Edge 방화벽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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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ware NSX 분산 형 방화벽 설명
-VMware NSX 데이터 보안 설명
-서비스 작성자 설명
-신원 인식 방화벽 설명
8. Cross vCenter VMware NSX
-Cross-vCenter VMware NSX 기능의 이점을 이해하고 확인
-Cross-vCenter VMware NSX 구성
-Cross-vCenter 의 배포 모델 설명
-Mware NSX
9. 문제 해결 방법론
-구조적 문제 해결 접근법 개발
-증상과 근본 원인을 구분
-여러 영역에 걸친 문제 식별하고 격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법론 및 절차 적용
10. NSX 인프라의 문제 해결 및 운영
-NSX 인프라 및 구성 요소 통신
-일반적인 VMware NSX® Controller ™ 사용
-호스트 준비 문제 해결
-관리 및 제어 플레인 동기화 문제 해결
-NSX 중앙 CLI 소개
11. NSX 논리적 스위치 문제 해결 및 운영
-VXLAN 아키텍처 설명
-논리 스위치 생성 및 제어 플레인 및 데이터 플레인 문제 해결
-중앙 CLI 를 사용하여 논리적 스위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12. NSX 논리적 라우터 문제 해결 및 운영
-NSX 논리적 라우팅 아키텍처 설명
-논리 라우팅 전제 조건 이해
-운영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 라우팅 정보 수집
-논리 라우팅 하위 시스템 요구 사항
-CLI 를 사용하여 컨트롤러 및 제어 VM 과 관련된 문제 해결
-라우팅 하위 시스템 구성 요소 오류 문제 해결
-로그 및 패킷 캡처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라우팅 문제 식별 및 해결
13. NSX 보안 서비스 문제 해결 및 운영
-NSX 분산 방화벽 구성 요소 및 통신 채널
-분산 된 방화벽 구성 확인 및 문제 해결
14. 추가 NSX 작동 도구
-NSX 운영 요구 사항 및 도구 개요
-네트워크 인사이트 도입
-VMware NSX 을 위한 Log Insight 컨텐츠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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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VMware NSX: Troubleshooting and Operations V6.4
▪ 이 과정에서는 VMware NSX® 6.2 환경의 운영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급 지식, 기술 및

교육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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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간

▪ VMware NSX 인프라 및 구성 요소 문제 해결
▪ 네트워크 보안 문제 해결
5 일(35 시간)
▪ Understanding of layer 2-3 networking protocols, and switching and routing methodology
▪ Understanding of layer 4-7 network services

선수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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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코스 소개
-코스 소개 및 목표 설정
-학습 경로 및 인증 탐색
2. 문제 해결 방법론
-구조적 문제 해결 접근법 개발
-증상과 근본 원인을 구분
-여러 영역에 걸친 문제를 식별하고 격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법론 및 절차 적용
3. NSX 인프라의 문제 해결 및 운영
-NSX 인프라 및 구성 요소 통신을 설명
-일반적인 VMware NSX® Controller ™ 배포 문제 논의
-호스트 준비를 위해 NSX 구성 요소 설치
-호스트 준비 문제 해결

교육
내용

-관리 및 제어 플레인 동기화 문제 해결
-NSX 중앙 CLI 소개
4. NSX 논리적 스위치 문제 해결 및 운영
-VXLAN 아키텍처 설명
-논리 스위치 생성, 논리적 스위치 제어 플레인 및 데이터 플레인 문제 해결
-중앙 CLI 를 사용하여 논리적 스위치 문제 해결
5. 문제 해결 및 운영 NSX 논리 라우터
-NSX 논리적 라우팅 아키텍처 설명
-논리 라우팅 전제 조건 이해
-VMware NSX® Edge ™ 용 VMware NSX® Manager ™ 플러그 인 이해
-운영 및 문제 해결을위한 논리 라우팅 정보 수집
-논리 라우팅 하위 시스템 설명
-CLI 를 사용하여 컨트롤러 및 제어 VM 과 관련된 문제 해결
-라우팅 하위 시스템 구성 요소 오류 문제 해결
-로그 및 패킷 캡처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라우팅 문제 식별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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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NSX 보안 서비스 문제 해결 및 운영
-NSX 분산 방화벽 구성 요소 및 통신 채널
-분산 된 방화벽 구성 확인 및 문제 해결
-SpoofGuard 및 ID 방화벽 기능 이해
-분산 방화벽 임계 값, 가용성 및 운영 설명◦ Service Composer 구성 요소를 설명하고 Service Composer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게스트 내성 아키텍처, 구성 요소 및 배포 세부 정보 설명
-제 3 자 통합 및 자동화 논의
-분산 된 방화벽 모니터링 및 로깅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
-CLI 를 사용하여 에지 서비스 게이트웨이 방화벽 작업 문제 해결
7. NSX Edge 서비스 문제 해결 및 운영
-NSX Edge 고 가용성 모델 확인 및 문제 해결
-ECMP 이해 및 라우팅 실패 처리
-DHCP 및 DNS 와 같은 에지 서비스 문제 해결
-다양한 유형의 VPN 서비스 문제 해결
-일반적인 로드 밸런싱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문제 해결에서 코어 덤프 도구 사용
8. vRealize Operational Tools for NSX Operations Management
-NSX 운영 요구 사항 및 도구 개요
-네트워크 인사이트 도입
-VMware NSX 를 위한 Log Insight 컨텐츠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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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햇 과정

 리눅스관리자 기본
교육명

RH124 Red Hat System Administration I
▪ Red Hat System Administration I 은 주요 명령줄 개념과 기타 엔터프라이즈급 툴을 소개하여 Linux 시스템

교육개요

관리자가 되려는 수강생이 기초를 다질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후속 과정인 Red Hat System
Administration II(RH134)에서 더욱 발전합니다.

교육기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5 일(35 시간)
▪ 이 과정을 위한 공식적인 선수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운영 체제를 관리해본 경험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설치, 네트워크 연결 설정, 물리적 스토리지 관리 및 기본 보안 관리 등 필수적인 Linux 관리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분야의 IT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 시작
오픈소스, Linux 배포판, Red Hat Enterprise Linux 를 설명하고 정의합니다.
커맨드라인 액세스
Linux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셸을 사용하여 간단한 커맨드를 실행합니다.
커맨드라인에서 파일 관리
Bash 셸에서 작업 도중 파일을 복사, 이동, 작성, 삭제 및 정리합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 내에서 지원 받기
로컬 도움말 시스템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텍스트 파일 생성, 보기 및 편집
커맨드 출력 또는 텍스트 편집기에서 텍스트 파일을 관리합니다.

간단내용

로컬 사용자 및 그룹 관리
로컬 사용자 및 그룹을 생성, 관리, 삭제하고 로컬 암호 정책을 관리합니다.
파일 액세스 제어
파일에 대해 Linux 파일 시스템 권한을 설정하고 다른 권한 설정에 따른 보안 영향을 해석합니다.
Linux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관리
Red Hat Enterprise Linux 시스템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평가 및 제어합니다.
서비스 및 데몬 제어
systemd 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서비스 및 시스템 데몬을 제어 및 모니터링합니다.
SSH 설정 및 보안
OpenSSH 를 사용하여 원격 시스템에서 안전한 커맨드라인 서비스를 설정합니다.
로그 분석 및 저장
시스템 이벤트 로그를 찾고 이를 정확하게 해석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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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킹 관리
Red Hat Enterprise Linux 서버에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및 세팅을 설정합니다.
파일 아카이브 및 전송
파일을 아카이브하고 한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복사합니다.
소프트웨어 설치 및 업데이트
Red Hat 및 yum 패키지 리포지토리에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다운로드한 후에 설치, 업데이트 및 관리합니다.
Linux 파일 시스템 액세스
Linux 서버에 연결된 스토리지에서 기존 파일 시스템을 액세스, 검사, 사용합니다.
서버 분석 및 지원 받기
문제 해결을 위해 Red Hat 의 지원을 받아 웹 기반 관리 인터페이스에서 문제를 검사 및 해결합니다.
종합 복습
핸즈온 실습을 완료하여 이 교육 과정에서 다룬 콘텐츠를 복습합니다.

교육명

RH134 (Red Hat System Administration II) + KIOSK EX200 (RHCSA 자격증
시험)
▪ Red Hat System Administration II(RH135)에서는 Linux 관리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작업들을 중점적으로
학습합니다.

교육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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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시간) + 1 일(시험)

선수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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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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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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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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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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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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명

RH200 RHCSA Rapid Track Course (EX200 KIOSK 시험포함)
▪ RHCSA Rapid Track course with Exam(RH200)은 풍부한 Linux® 관리 경험을 보유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육개요

합니다. 이 과정은 Red Hat System Administration I(RH124)과 Red Hat System Administration II(RH134)를
통합한 것으로, Red Hat Certified System Administrator(RHCSA) Exam(EX200) 시험을 포함하고 있어 태스크를
빠른 진도로 복습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

5 일(35 시간) + 1 일(시험)
▪ Linux 컴퓨팅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며, 시스템 관리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 Red Hat Enterprise Linux
방식을 실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 관리자로서 Linux 를 사용한 풍부한 현장 경험이 권장됩니다.

선수지식
▪ Linux 컴퓨팅의 기본 개념에 대한 경험이 없을 경우 Red Hat System Administration I(RH124) 과정을 우선
수강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과정은 현재 보유한 기술을 보완하거나 다른 팀원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Windows 시스템 관리자, 네트워크
관리자, 기타 시스템 관리자, 그리고 다음과 같은 태스크를 담당하는 Linux 시스템 관리자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교육대상

▪ 정해진 표준과 절차를 사용하여 Linux 시스템을 설정, 설치, 업그레이드, 유지 관리
▪ 오퍼레이션 지원 제공
▪ 시스템 성능 및 가용성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
▪ 태스크 자동화 및 시스템 관리를 위한 스크립트 작성 및 배포
RH124 와 RH135 가 합해진 속성과정 (시험 포함)
RH199 (RHCSA Rapid Track Course) + KIOSK EX200 (RHCSA 자격증 시험)
시스템에 액세스하여 도움 받기
로컬 및 원격 Linux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Red Hat Insights 와 지원팀이 제공하는 문제 해결 방법을 알아봅니다.
파일 시스템 탐색

간단내용

Bash 셸에서 작업 도중 파일을 복사, 이동, 작성, 삭제 및 정리합니다.
로컬 사용자 및 그룹 관리
로컬 사용자 및 그룹을 생성, 관리, 삭제하고 로컬 암호 정책을 관리합니다.
파일 액세스 제어
파일에 대해 Linux 파일 시스템 권한을 설정하고 다른 권한 설정에 따른 보안 영향을 해석합니다.
SELinux 보안 관리
SELinux 를 사용하여 서버를 보호하고 보안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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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성능 튜닝
Red Hat Enterprise Linux 시스템에서 프로세스를 평가 및 제어, 튜닝 매개 변수 설정, 프로세스 스케줄링
우선순위를 조정합니다.
소프트웨어 패키지 설치 및 업데이트
Red Hat 및 yum 패키지 리포지토리에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다운로드한 후에 설치, 업데이트 및 관리합니다.
기본 스토리지 관리
커맨드라인에서 스토리지 기기, 파티션, 파일 시스템, 스왑 공간을 생성 및 관리합니다.
서비스 및 부팅 프로세스 제어
systemd 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서비스, 시스템 데몬, 부팅 프로세스를 제어하고 모니터링합니다.
네트워킹 관리
Red Hat Enterprise Linux 서버에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및 세팅을 설정합니다.
로그 분석 및 저장
시스템 이벤트 로그를 찾고 이를 정확하게 해석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고급 스토리지 기능 구현
커맨드라인에서 파일 시스템과 스왑 공간을 포함하는 논리 볼륨을 생성 및 관리하고, Stratis 와 VDO 를
사용하여 고급 스토리지 기능을 설정합니다.
향후 태스크 예약
향후 자동으로 실행되는 태스크를 예약합니다.
네트워크 연결 스토리지 액세스
NFS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연결 스토리지(Network-Attached Storage, NAS)에 액세스합니다.
네트워크 보안 관리
시스템 방화벽과 SELinux 룰을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네트워크 연결을 제어합니다.

교육명

RH259 Red Hat Enterprise Linux for SAP Solutions
▪ Red Hat Enterprise Linux for SAP HANA Solutions(RH259)는 Linux® 관리자들에게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SAP

교육개요

HANA 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Red Hat® Enterprise Linux 를 조정하는 방법을 학습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교육 과정에서는 SAP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성능 튜닝 및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명합니다.

교육기간

3 일(21 시간)

선수지식

▪ Red Hat Certified System Administrator(RHCSA) 자격을 취득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험 보유

교육대상

▪ 이 교육 과정은 Red Hat Enterprise Linux 에서 SAP 환경을 관리하며 필요한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성능 확보
방법을 학습하려는 시스템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Red Hat Enterprise Linux 내에서 지원 받기
Red Hat 지원 유틸리티 및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서비스 관리 및 부팅 문제 해결 수행
시스템 데몬을 제어 및 모니터링하고 Red Hat Enterprise Linux 부팅 프로세스 문제를 해결합니다.

간단내용

시스템 튜닝 가능 항목 설정
운영 체제 튜닝 매개변수를 설정하는 여러 방법을 학습합니다.
IPV4 네트워킹 검토 관리
Red Hat Enterprise Linux 시스템에서 기본 IPv4 네트워킹을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네트워크 티밍(Teaming) 실행
803.3ad 네트워크 링크 어그리게이션 설정 방법을 학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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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패키지 업데이트
Red Hat 및 YUM 패키지 리포지토리에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다운로드한 후에 설치, 업데이트 및 관리합니다.
튜닝 프로파일 관리
자동 튜닝 데몬을 배포하고 튜닝 프로파일을 생성합니다.
리소스 사용량 제한
POSIX 리소스 제한을 설정하고 제어 그룹을 관리합니다.
스토리지 프로파일링 이해
스토리지 프로파일을 생성하기 위한 툴을 설명하고 사용합니다.
파일 시스템 튜닝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에 대해 Linux 파일 시스템을 튜닝합니다.
SAP HANA 아키텍처 살펴보기
SAP HANA 아키텍처의 핵심 개념을 이해합니다.
SAP HANA 용 Red Hat Enterprise Linux 학습
Red Hat Enterprise Linux 및 SAP HANA Express 에 대해 SAP HANA 애드온을 설치하기 위한 요구 사항과 설치
방법을 이해합니다.
SAP HANA 용 Red Hat Enterprise Linux 배포 옵션 고려
Red Hat® Satellite 또는 Red Hat® Ansible Automation 을 사용하거나 클라우드에서 SAP HANA 용 Red Hat
Enterprise Linux 를 배포하는 다양한 방법을 학습합니다.

교육명

RH295 Red Hat Enterprise Linux Automation with Ansible and
exam(RH294+EX294)
▪ Red Hat System Administration III: Linux Automation with exam(RH295)은 프로비저닝, 설정, 애플리케이션
배포 및 오케스트레이션을 자동화하는 방법을 배우고 검증해야 하는 Linux® 시스템 관리자 및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강생은 관리 워크스테이션에 Ansible®을 설치 및 설정하고, 자동화를 위해 관리형 호스트를
준비하고, Ansible 플레이북을 작성하여 태스크를 자동화하고, 서버가 올바르게 배포 및 설정되도록 플레이북을

교육개요

실행하는 능력을 입증하게 됩니다.
▪ Red Hat Certified Engineer(RHCE) exam for Red Hat Enterprise Linux 8(EX294) 및 Red Hat Certified System
Administrator(RHCSA) exam(EX200)은 이 과정에 포함됩니다. 이 과정은 Red Hat® Enterprise Linux 8 및 Red
Hat Ansible Engine 2.8 을 기반으로 합니다.

교육기간

4 일(28 시간) + 1 일(시험)

선수지식
이 교육 과정과 시험은 Linux 시스템 관리자, DevOps 엔지니어, 인프라 자동화 엔지니어 및 시스템 설계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대상

▪ 설정 관리 자동화
▪ 일관되고 반복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배포 보장
▪ 배포, 테스트 및 프로덕션 서버의 프로비저닝 및 배포
▪ DevOps 지속적인 통합(CI)/지속적인 배포(CD) 워크플로우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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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ible 소개
Ansible 개념을 설명하고 Red Hat Ansible Engine 을 설치합니다.
Ansible 배포
Ansible 을 설정하여 호스트를 관리하고 애드혹 Ansible 커맨드를 실행합니다.
플레이북 구현
간단한 Ansible 플레이북을 작성하고 실행하여 여러 관리 호스트에서 태스크를 자동화합니다.
변수 및 팩트 관리
변수를 사용하는 플레이북을 작성하여 플레이북 및 팩트 관리를 간소화하고 관리형 호스트에 대한 정보를
참조합니다.
태스크 제어 구현
Ansible 플레이북의 태스크 제어, 핸들러 및 태스크 오류를 관리합니다.
간단내용

관리형 호스트에 파일 배포
Ansible 을 사용하여 관리되는 호스트에서 파일을 배포, 관리, 조정합니다.
대규모 프로젝트 관리
복잡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최적화된 플레이북을 작성합니다.
롤을 사용하여 플레이북 간소화
Ansible 롤을 사용하여 플레이북을 보다 신속하게 개발하고 Ansible 코드를 재사용합니다.

Ansible 문제 해결
플레이북과 관리형 호스트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Linux 관리 태스크 자동화
Ansible 을 사용하여 일반 Linux 시스템 관리 태스크를 자동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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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눅스관리자 고급
교육명

RH319 Red Hat Enterprise Virtualization (시험포함)
▪ Red Hat Virtualization with exam(RH319)을 통해 조직에서 사용하는 가상 머신의 배포와 관리, 운영에 Red
Hat® Virtualization 을 활용하는 스킬을 습득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핸즈온 실습을 통해 Red
Hat Virtualization 인프라를 배포하고 설정하며 이를 사용해 가상 머신을 프로비저닝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교육개요

입증합니다. 이 교육 과정은 Red Hat Certified Specialist in Virtualization Exam 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 교육 과정은 Red Hat Enterprise Virtualization 4.3, Red Hat Enterprise Linux® 7.6 및 8, Red Hat
Hyperconverged Infrastructure for Virtualization 1.6 을 기반으로 합니다.

교육기간

4 일(28 시간) + 1 일(시험)
▪ Red Hat Certified System Administrator(RHCSA®) 자격을 취득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험 보유

선수지식

▪ Red Hat Certified Engineer(RHCE®) 자격 취득은 Ansible® 자동화 이해를 위해 적극적으로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 Red Hat Virtualization 오픈 가상화 관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데이터센터에서 대규모 가상화 솔루션을

교육대상

배포하고 가상 서버를 관리하는 데 관심이 있는 Linux 시스템 관리자, 가상화 관리자, 하이브리드 인프라
엔지니어
Red Hat Virtualization 개요
Red Hat Virtualization 의 목적과 아키텍처를 설명합니다.
Red Hat Virtualization 설치 및 설정
최소한의 Red Hat Virtualization 환경을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여 가상 머신을 생성합니다.
데이터센터와 클러스터 생성 및 관리
데이터센터와 클러스터를 사용하여 하이퍼바이저를 그룹으로 구성합니다.
사용자 계정 및 롤 관리
중앙 디렉터리 서비스를 사용해 사용자 계정을 설정하고 롤을 사용해 직무를 기반으로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를 할당합니다.
물리 호스트 추가

간단내용

추가 Red Hat Virtualization 호스트를 자동으로 추가하고 필요에 따라 데이터센터에서 호스트를 이동하거나
제거합니다.
Red Hat Virtualization 인프라 확장
Red Hat Virtualization 호스트를 자동으로 추가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데이터센터에서 Red Hat
Enterprise Linux 호스트를 설정하고 이동하고 제거합니다.
Red Hat Virtualization 네트워크 관리
하나 이상의 인터페이스에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여러 네트워크로 분리하여 Red Hat Virtualization 의 성능과
보안을 개선합니다.
Red Hat Virtualization 스토리지 관리
데이터와 ISO 스토리지 도메인을 생성하고 관리합니다.
가상 머신 배포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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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Hat Virtualization 환경에서 가상 머신을 운영합니다.
가상 머신 마이그레이션
가상 머신을 마이그레이션하고 가상 머신의 자동 마이그레이션을 제어합니다.
가상 머신 이미지 관리
가상 머신 스냅샷과 디스크 이미지를 관리합니다.
가상 머신 배포 자동화
템플릿과 cloud-init 를 사용하여 가상 머신의 배포를 자동화합니다.
Red Hat Virtualization 백업 및 업그레이드
Red Hat Virtualization 환경에서 소프트웨어를 백업, 복원, 업그레이드합니다.
고가용성 프랙티스 확인
단일 장애 지점을 제거하고 고가용성 기능을 구현하여 Red Hat Virtualization 의 복원성과 신뢰성을 개선하
는 절차를 살펴봅니다.
종합적인 검토 수행
Red Hat Virtualization 를 설치 및 설정하고 플랫폼을 사용하여 가상 머신을 생성하고 관리하며 Red Hat
Virtualization 의 구성 요소를 백업하고 업데이트하여 이 교육 과정에서 배운 기술을 시연합니다.

교육명

RH437 Red Hat High Availability Clustering with Exam(레드햇 리눅스
클러스터링 과정+EX436)
▪ Red Hat® High Availability Clustering exam(RH437)은 Red Hat Enterprise Linux 고가용성 애드온의 Pacemaker
구성 요소와 Resilient Storage 애드온의 클러스터 스토리지 구성 요소, 클러스터형 논리 볼륨 관리자(Cluster
Logical Volume Manager, CLVM), Red Hat Global File System 2(GFS2) 및 Device-Mapper Multipath 를 활용해
집중적인 핸즈온 경험을 제공합니다.
▪ 이 교육 과정은 Red Hat Enterprise Linux 7.1 에 기반을 두며, Red Hat Certified Specialist in High Availability

교육개요

Clustering exam(EX436)을 포함합니다.
고급 Linux® 시스템 관리자를 위해 마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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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과정은 또한 Red Hat Certified Specialist in High Availability Clustering Exam(EX436)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교육 과정은 시험이 포함된 버전입니다.

교육기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 4 일(28 시간) + 1 일(시험)
▪ RH436 을 치르지 않고 RHCE® 자격증 없이 이 교육 과정을 수강하려는 경우 온라인 기술 평가를 통과하여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고가용성 클러스터링 서비스를 통한 복원력 극대화와 내결함성 공유 스토리지 기술 사용을 담당하는 고급
Linux 시스템 관리자
클러스터 및 스토리지
▪ 스토리지 및 클러스터 기술 개요 제공

간단내용

ISCSI 구성
▪ iSCSI 를 설정하고 관리
UD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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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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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복습
▪ 고가용성 서비스 및 스토리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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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stack
교육명

CL110 Red Hat OpenStack Administration I: Core Operations for Cloud
Operators(레드햇 오픈스택 기본 과정)
▪ Red Hat OpenStack Administration I: Core Operations for Cloud Operators(CL110) 교육 과정은 OpenStack 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구현하고자 하는 시스템 관리자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육개요

▪ Red Hat® OpenStack Platform 설정, 사용, 유지 관리 방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 이 교육 과정은 Red Hat Linux 7.5 및 Red Hat OpenStack Platform 13.0 을 기반으로 합니다.

교육기간

5 일(35 시간)

선수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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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 이 교육 과정은 프라이빗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Linux 시스템 관리자, 클라우드 관리자, 클라우드 운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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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액세스와 함께 인스턴스 배포 준비
인스턴스 시작을 준비하기 위해 이미지, 플레이버 및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관리합니다.
인스턴스 배포

간단내용

인스턴스를 시작하고 검증합니다.
블록 스토리지 관리
일회성 및 퍼시스턴트 블록 스토리지를 관리합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관리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관리합니다.
외부 인스턴스 배포 준비
공개 액세스와 함께 인스턴스 시작을 준비하기 위해 외부 네트워크 및 보안을 관리합니다.
공개 액세스와 함께 인스턴스 배포
공개 액세스와 함께 인스턴스를 시작하고 검증합니다.
인스턴스 커스터마이징
Cloud-init 으로 인스턴스를 커스터마이징합니다.
확장 가능한 스택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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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택을 배포하고 자동 확장을 설정합니다.
OpenStack 오버클라우드 설치
Director UI 를 사용하고 서비스 템플릿을 프로비저닝하여 OpenStack 기술 검증(POC)을 설치합니다.
실습: CL110 종합 복습
Red Hat OpenStack Administration I: Core Operations for Cloud Operators 과정의 태스크를 복습합니다.

교육명

CL211 Red Hat OpenStack Administration with Expertise Exam (레드햇
오픈스택 중급과정+EX210)
▪ Red Hat OpenStack Administration II: Infrastructure Configuration for Cloud Administrators with exam(CL211) 은
OpenStack 을 사용하여 모든 기능을 갖춘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구현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이를 검증합니다.
Red Hat® OpenStack Platform 인프라를 설정, 운영 및 관리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Red Hat Certified System
Administrator in Red Hat OpenStack exam(EX210)은 이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개요

▪ 이 교육 과정은 Red Hat OpenStack Platform 13.0 and Red Hat® Enterprise Linux® 7.5 를 기반으로 합니다.
▪ 이 교육 과정은 서버 인스턴스, 컴퓨팅 및 스토리지 리소스, 사용자 Identity 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OpenStack 클라이언트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와 디렉터 및 대시보드 그래픽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 관리 및
사용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교육기간

4 일(28 시간) + 1 일(시험)
▪ Red Hat Certified System Administrator(RHCSA) 자격을 취득했거나 온라인 기술 평가에 통과하여 이에

선수지식

상응하는 경험 보유
▪ Red Hat OpenStack Administration I: Core Operations for Cloud Operators(CL110) 수강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험 보유

교육대상

▪ 이 교육 과정은 프라이빗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Linux 시스템 관리자, 클라우드 관리자, 클라우드 운영자 및 인프라 아키텍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Red Hat OpenStack Platform 아키텍처 활용
강의실 환경, 지원 시스템, 언더클라우드 구성요소 기능 등을 설명합니다.
OpenStack 컨트롤 플레인 설명
컨트롤러 노드에서 실행되는 공유 서비스를 식별하고 서비스 엔드포인트 설정 및 보안에 대해 설명합니다.
Identity 관리 통합
OpenStack Identity 서비스를 위한 Red Hat Identity Management 백엔드 설치 및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합니다.

간단내용

이미지 작업 수행
Diskimage-builder 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구축하고 cloud-init 을 사용하여 배포 중 시작된 인스턴스를
커스터마이징합니다.
스토리지 관리
기본 Red Hat® Ceph Storage 의 기능 확장에 중점을 두고 OpenStack 에서 사용하기 위한 퍼시스턴트 스토리지
옵션에 대해 설명합니다.
OpenStack 네트워킹 관리
Openstack 네트워킹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Open Virtual network 로
네트워크 성능을 향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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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 리소스 관리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비우기(evacuation), 컴퓨팅 노드의 활성화 및 비활성화 등 공통 컴퓨팅 노드 관리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자동화
애플리케이션 스택을 배포하고 HOT(Heat Orchestration Template) 언어를 사용하여 템플릿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오케스트레이션 아키텍처를 설명합니다.
OpenStack 작업 문제 해결
권장되는 진단 및 문제 해결 툴과 기법에 대해 다룹니다.
종합 복습
커스텀 이미지를 구축하고 커스텀 이미지를 사용하여 인스턴스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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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shift
교육명

DO180 Introduction to Containers, Kubernetes, and Red Hat
OpenShift(쿠버네티스, 컨테이너 및 레드햇 오픈쉬프트 기초 과정)
▪ 이 강의를 수강하는 수강생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컨테이너화한 다음 Docker,

교육개요

Kubernetes, Red Hat OpenShift 를 사용하여 배포하고 컨테이너화된 버전을 테스트하며 배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기간

3 일(21 시간)
Red Hat 에서 권장하는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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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하려 하는 개발자

교육대상

▪ 컨테이너 기술과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처음 접하는 관리자
▪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서 컨테이너 기술을 사용하려 하는 아키텍트
컨테이너 기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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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사이클을 관리합니다.

간단내용

커스텀 컨테이너 이미지 생성
Docker 파일을 설계하고 코딩하여 커스텀 컨테이너 이미지를 구축합니다.
Red Hat OpenShift 에서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 배포
Red Hat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에서 단일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합니다.
멀티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 배포
멀티플 컨테이너 이미지를 사용하여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설정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와 관련된 문제 해결
Red Hat OpenShift 에 배포된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를 관리합니다.
커리큘럼 종합 복습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한 다음 Podman 을 사용하여 테스트하고 Red Hat OpenShift 클러스터에
배포하는 방법을 시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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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DO280 Red Hat OpenShift Enterprise Administration(레드햇 오픈쉬프트 관리자
과정)
▪ Red Hat OpenShift Administration I(DO280)을 통해 Red Hat®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이 핸즈온 랩 기반 교육 과정에서는 OpenShift 클러스터를 설치, 설정,
관리하고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방법을 익혀 개발자들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육개요

▪ 이 교육 과정은 Red Hat® Enterprise Linux® 7.5 및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3.9 를 기반으로 합니다.
▪ OpenShift 는 기업이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여 컨테이너 배포를 관리하고 애플리케이션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 플랫폼입니다. OpenShift 는 사전 정의된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제공하며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으므로 시장 출시 시간 단축, 코드형 인프라, 지속적인 통합(CI), 지속적인
제공(CD)과 같은 DevOps 원칙을 지원합니다.

교육기간

3 일(21 시간)
▪ Red Hat Certified System Administrator 자격증 취득 또는 이에 상응하는 Red Hat Enterprise Linux 시스템

선수지식

관리 경험 입증
▪ Introduction to Containers, Kubernetes, and Red Hat OpenShift(DO180)를 이수했거나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OpenShift 기본 사항과 관련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험 입증

교육대상

▪ 이 교육 과정은 Red Hat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을 설치 및 설정하려는 시스템 관리자, 시스템
아키텍트, 개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Red Hat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소개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의 기능을 열거하고 아키텍처를 설명합니다.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설치
OpenShift 를 설치하고 클러스터를 설정합니다.
OpenShift 네트워킹 개념 탐색
OpenShift 네트워킹 개념을 설명하고 탐색합니다.
커맨드 실행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CLI)를 사용하여 커맨드를 실행합니다.

간단내용

OpenShift 리소스 관리
OpenShift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합니다.
퍼시스턴트 스토리지 할당
퍼시스턴트 스토리지를 구현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배포 관리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기 위해 리소스를 조작합니다.
메트릭 하위 시스템
메트릭 수집 시스템을 설치하고 설정합니다.
관리 및 모니터링
OpenShift 리소스와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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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DO285 Containers, Kubernetes, and Red Hat OpenShift Administration
I(레드햇 오픈쉬프트 통합 관리자 과정(쿠버네티스, 컨테이너 포함)
▪ Introduction to Containers, Kubernetes, and Red Hat OpenShift(DO285)를 수강하여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및
Red Hat®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을 사용한 핸즈온 경험을 통해 컨테이너 관리를 위한 핵심 지식과
기술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이 교육 과정은 Red Hat OpenStack Platform 3.9 및 Red Hat® Enterprise Linux® 7.5 를 기반으로 합니다.
DO285 에는 Introduction to Containers, Kubernetes, and Red Hat OpenShift(DO180)와 Red Hat OpenShift
Administration I(DO280)의 내용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교육개요
▪ 이 교육 과정에서는 Docker, 쿠버네티스, Red Hat OpenShift Platform 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여 DevOps 의
주요 원리 중 하나인 지속적인 통합과 연속 배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컨테이너는 애플리케이션과
마이크로서비스를 설정하고 배포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 되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Red Hat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에서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으로, 기업이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여
컨테이너 배포를 관리하고 애플리케이션을 확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 이러한 툴을 이해하고 OpenShift 클러스터를 설치, 설정, 관리하면서 핵심 관리 기술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

5 일(35 시간)
▪ Linux 터미널 세션을 사용할 수 있고 운영 체제 커맨드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함

선수지식

▪ Red Hat Certified System Administrator(RHCSA) 자격을 취득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지식 보유
▪ 웹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및 해당 기술과 관련된 경험 보유
▪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하려는 개발자
▪ 컨테이너 기술과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처음 접하는 관리자

교육대상

▪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서 컨테이너 기술을 사용하려 하는 아키텍트
▪ OpenShift 에 대해 자세히 배우려는 시스템 관리자
▪ OpenShift 에 대해 자세히 배우려는 시스템 아키텍트
▪ OpenShift 를 설치하고 설정하려 하는 아키텍트와 개발자
컨테이너 기술 설명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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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내용

컨테이너 이미지 관리
생성에서 삭제까지 컨테이너 이미지의 라이프사이클을 관리합니다.
커스텀 컨테이너 이미지 생성
Dockerfile 을 설계하고 코딩하여 커스텀 컨테이너 이미지를 구축합니다.
멀티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 배포
멀티 컨테이너 이미지를 사용하여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합니다.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설치
OpenShift 를 설치하고 클러스터를 설정합니다.

132

OpenShift 네트워킹 개념 탐색
OpenShift 네트워킹 개념을 설명하고 탐색합니다.
OpenShift 에서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 배포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에서 단일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합니다.
OpenShift 에서 멀티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 배포
OpenShift 클러스터에서 멀티플 컨테이너 이미지를 사용하여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합니다.
커맨드 실행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커맨드를 실행합니다.
리소스 액세스 제어
OpenShift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합니다.
퍼시스턴트 스토리지 할당
퍼시스턴트 스토리지를 구현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배포 관리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기 위해 리소스를 조작합니다.
메트릭 하위 시스템 설치
메트릭 수집 시스템을 설치하고 설정합니다.
OpenShift Container Platform 관리
OpenShift 리소스와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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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

교육명

RH236 Red Hat Gluster Storage Administration
▪ 이 교육 과정은 오프더쉘프 하드웨어와 클라우드 환경에서 확장 가능한 고가용성 스토리지를 배포하고자
하는 시니어 시스템 및 스토리지 관리자를 위한 것입니다.
▪ 이 교육 과정은 Red Hat Gluster Storage 3 에 기반을 둡니다.
▪ 수강생들은 Red Hat Storage 서버 클러스터를 설치, 설정, 유지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이 교육

교육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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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교육 과정은 Red Hat Certified Specialist in Gluster Storage Administration Exam(EX236)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

3 일(21 시간)

선수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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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 Red Hat Storage 를 사용한 대규모 스토리지 클러스터의 유지관리에 관심이 있거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Linux 시스템 관리자 및 스토리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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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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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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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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교육명

CEPH125 Red Hat Ceph Storage Architecture and Administration
▪ Red Hat Ceph Storage Architecture and Administration(CEPH125)은 수강생이 Red Hat Ceph Storage 로
엔터프라이즈 서버와 Red Hat® OpenStack Platform 을 위한 통합 스토리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교육개요

Ceph 스토리지 클러스터를 사용하여, 서버와 클라우드 리소스에 Amazon S3 또는 OpenStack Swift API, Ceph
네이티브 또는 iSCSI 기반 블록 스토리지 및 CephFS 를 이용한 파일 스토리지와 호환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방법을 학습해 보세요.

교육기간
선수지식

4 일(28 시간)
▪ Red Hat Certified System Administrator(RHCSA) 자격을 취득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험 보유
▪ 스토리지 관리 경험 권장(필수 사항 아님)
▪ 이 교육 과정은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센터 또는 Red Hat OpenStack Platform 환경의 서버에서 사용할 Red Hat

교육대상

Ceph Storage 를 배포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려는 스토리지 관리자, 클라우드 운영자 및 클라우드 개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Red Hat Ceph Storage 준비
전통적인 스토리지가 당면한 과제를 확인하고 Ceph 가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Red Hat Ceph Storage 배포
새로운 Red Hat Ceph Storage 클러스터의 스토리지 용량을 확대하고 배포합니다.
Red Hat Ceph Storage 설정
Ceph 가 풀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을 관리하고, 설정 파일을 통해 Red Hat Ceph Storage 를
설정하며, Ceph 스토리지 클러스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Ceph 클라이언트에 대해 사용자를 설정합니다.
RBD 로 블록 스토리지 제공
RBD(RADOS Block Device)를 통해 Ceph 를 설정하여 클라이언트에 블록 스토리지를 제공합니다.
RADOSGW 로 오브젝트 스토리지 제공
RADOSGW/RGW(Rados gateway)를 통해 Ceph 를 설정하여 클라이언트에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제공합니다.

간단내용

CephFS 를 통해 파일 스토리지 제공
CephFS(Ceph Filesystem)를 통해 Ceph 를 설정하여 클라이언트 블록 스토리지를 제공합니다.
CRUSH 맵 설정
복원력과 성능을 최적화하려면 Ceph 클러스터의 OSD 전반에서 데이터 저장, 복제 및 분산 방식을
제어하는 CRUSH 맵을 조정합니다.
클러스터 맵 관리 및 업데이트
클러스터 운영, 쿼럼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니터와 OSD 맵이 관리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Red Hat Ceph Storage 클러스터 관리
Ceph 클러스터 상태를 확인하고 Ceph 데몬 문제를 해결하며 Ceph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합니다.
Red Hat Ceph Storage 튜닝 및 문제해결
Ceph 클러스터에 대한 KPI(핵심 성과 지표)를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여 운영 체제와 Ceph 소프트웨어를 최적의
성능을 위해 튜닝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합니다.
Red Hat Ceph Storage 를 OpenStack 과 통합
OpenStack 클라우드를 설정하여 Ceph 를 사용해 이미지, 블록, 오브젝트 및 파일 스토리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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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on

교육명

DO409 Automation with Ansible II: Ansible Tower(레드햇 Ansible Tower 과정)
▪ Automation with Ansible II: Ansible Tower(DO409)는 대규모 팀과 함께 수많은 관리형 노드 태스크를
자동화해야 하거나 Ansible 운영을 중앙에서 조정하고 로깅하는 Ansible 현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Red
Hat® Ansible Tower 를 설치하고, 웹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리소스 및 호스트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하며,
템플릿을 생성하여 Ansible 작업을 시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 이 교육 과정은 Red Hat Ansible Tower 3.3 및 Red Hat® Ansible Engine 2.7 을 기반으로 합니다.

교육개요

▪ 이 교육 과정에서는 설정을 통해 사용자를 팀으로 구성하고 권한을 부여하여, 이들이 Ansible Tower 에서
리소스를 검토, 사용 또는 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급 워크플로우 관리에 대해 배우고 Ansible
Tower API 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봅니다.
▪ 이 커리큘럼에서 다루는 교육 자료는 이제 새로 공개된 Advanced Automation: nsible Best Practices(DO447)
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Red Hat Ansible Automation 을 사용하여 다양한 직무를 자동화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인프라의 효율적 확장에 관한 모범 사례 학습에 관심이 있는 경우 지금 Linux 자동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교육기간

2 일(14 시간)
▪ Automation with Ansible I(DO407)을 수료했거나 Ansible, Ansible 플레이북, 롤과 관련해 상응하는 경험 보유
▪ Red Hat Certified Specialist in Ansible Automation 자격증 취득 또는 이에 상응하는 Ansible 경험 보유

선수지식

▪ Red Hat Certified System Administrator(RHCSA) 자격증 취득 또는 이에 상응하는 Red Hat® Enterprise Linux®
지식 및 경험 보유
▪ Red Hat Certified Engineer(RHCE) 자격증을 취득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음
▪ 이 교육 과정은 시스템 관리자, DevOps 엔지니어, 릴리스 엔지니어 및 기타 IT 전문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대상

해당 커리큘럼은 특히 복잡한 멀티 애플리케이션 프로덕션 환경에서 DevOps 기능을 설계 및 구현하고, 지속적
통합 및 지속적 제공(CI/CD) 파이프라인과 툴을 유지관리 및 실행하고, 원하는 규모로 Red Hat® Ansible
Automation 을 중앙에서 관리 및 제어하는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Ansible Tower 설치 및 액세스
Red Hat Ansible Tower 를 설명하고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탐색하고 사용합니다.
사용자 및 팀으로 액세스 관리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여 이를 Red Hat Ansible Tower 에서 팀으로 설정한 후, Ansible Tower 서비스의 리소스를
관리하고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해당 사용자 및 팀에 할당합니다.
인벤토리와 인증 정보 관리

간단내용

머신 인벤토리를 생성하여 Red Hat Ansible Tower 가 해당 시스템에서 로그인하여 Ansible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크리덴셜을 관리하고 설정합니다.
프로젝트 및 Ansible 작업 시작 관리
관리형 호스트에서 태스크를 자동화하려면 웹 UI 에서 프로젝트와 작업 템플릿을 생성하고 이를 사용하여 Git
리포지토리에 저장된 Ansible 플레이북을 시작합니다.
고도화된 작업 워크플로우 구축
작업 템플릿의 고급 기능을 사용하여 성능을 개선하고, 작업 커스터마이징을 간소화하고, 여러 작업을 시작하고,
반복되는 작업을 자동 스케줄링하고, 작업 결과 알림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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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된 인벤토리 관리
외부 파일에서 로드되거나 스크립트 또는 Ansible Tower 스마트 인벤토리 기능에서 동적으로 생성된
인벤토리를 관리합니다.
Ansible Tower 유지보수 및 정기적인 관리 수행
Ansible Tower 유지보수 및 정기적인 관리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합니다.
종합 복습
기본 제공 사양, Ansible 프로젝트, 프로비저닝 및 관리형 호스트를 사용하여 Ansible Tower 에서 새로운 조직을
구성 및 운영함으로써 이 교육 과정에서 배운 기술을 보여줍니다.

교육명

DO405 Configuration Management with Puppet
▪ 이 교육 과정에서는 Puppet 을 사용하는 Red Hat Enterprise Linux OpenStack® Platform 및 Red Hat

교육개요

Satellite 와 관련된 사례 연구를 다룹니다. 언어 구성 요소, 모듈, 클래스, 리소스를 포함한 Puppet 의 주요
개념을 소개합니다. 또한 이 교육 과정에서는 Red Hat Enterprise Linux 에서 Puppet 서버를 배포하는 방법과
Puppet 을 클라이언트로 배포하는 방법도 다룹니다.

교육기간

4 일(28 시간)

선수지식

▪ RHCE®(Red Hat Certified Engineer) 자격증 취득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 보유

교육대상

▪ Red Hat Enterprise Linux OpenStack Platform 또는 Red Hat Satellite 에서 시스템 및 클라우드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관리하는 시스템 관리자 및 클라우드 관리자
교육 과정 소개
교육 과정을 소개합니다.
Puppet 의 시스템 관리 기능 식별
Puppet 코드에 포함된 시스템 관리 기능을 식별합니다.
Puppet 아키텍처
Puppet 아키텍처 및 상태 모델을 설명합니다.
Puppet 매니페스트 구현
Puppet 매니페스트를 구축, 검증, 배포합니다.

간단내용

Puppet 매니페스트 문제 해결
설명서를 찾아서 Puppet 매니페스트의 오류를 진단합니다.
Git 구현
Git 을 구현하여 소프트웨어를 관리합니다.
Facter 로 정보 찾기
Facter 를 사용하여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Puppet 모듈 구현
Puppet 모듈을 생성하고 매니페스트를 사용하여 클래스를 구현합니다.
Puppet 모듈로 관계 구현
Puppet 모듈로 네임스페이스, 관계, 종속성을 구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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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ppet 모듈로 변수 및 조건 구현
Puppet 모듈로 변수 및 조건을 구현합니다.
Puppet 의 고급 시스템 관리 기능 식별
Puppet 코드에 포함된 고급 시스템 관리 기능을 식별합니다.
Puppet 구현
Puppet 마스터 및 Puppet 클라이언트를 배포 및 설정합니다.
외부 Puppet 모듈 구현
Puppet Forge 의 Puppet 모듈을 구현합니다.
DevOps 환경에 Puppet 구현
DevOps 환경에 Puppet 을 구현합니다.
Red Hat Satellite 6 환경에 Puppet 구현
Red Hat Satellite 6 환경에 Puppet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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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과정

⚫

S/4HANA 아카데미

교육명

[KFI400] SAP [S/4HANA 아카데미] FI All: SAP Financial Accounting
▪ 본 과정은 SAP S/4HANA 의 Financial Accounting 의 기본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핵심 컴포넌트들의

교육개요

구성(Configuration)을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총계정원장(G/L Account), 채무(Accounts Payable), 채권(Accounts
Receivable), 은행계정(Bank Account), 자산계정(Asset Account), 결산 처리가 SAP S/4HANA 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학습하고, 각 기능들의 통합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 과정을 통해 다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S/4HANA 기초 이해
▪ 총계정 원장 회계, 외상매출금 회계, 외상 매입금 회계의 기본 이해 및 해당 영역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해

교육목적

▪ 자산 회계에서 사용하는 마스터 데이터 관리 및 구성(Configure)
▪ 자산 회계에서의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활용 및 구현, 결산 업무
▪ 특별목적원장(Special G/L) 트랜잭션과 임시저장 문서 이해
▪ Sutitutions 과 Validations 이해 및 활용
▪ 새로운 자산 회계의 사용과 구성(Configure)

교육기간

20 일(140 시간)
필수선행과정

선수지식

▪ 기본적인 회계 지식
▪ 권장 과정: Business Processes in Financial Accounting in SAP S/4HANA (S4F10)
▪ SAP S/4HANA Financial Accounting 컨설턴트가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

교육대상

▪ SAP S/4HANA Financial Accounting 의 주요 기능을 학습하고자 하는 사람
▪ 프로젝트 팀원
Unit 1 SAP S/4HANA Overview
Lesson Introducing SAP HANA and SAP S/4HANA
Lesson Introducing SAP Fiori
Unit 2 Core Financial Accounting (FI)
Lesson Managing Organizational Units in Financial Accounting (FI)
Lesson Checking the Basic Settings in General Ledger (G/L) Accounting
Lesson Outlining the Variant Principle
Lesson Managing Fiscal Year Variants
Lesson Identifying the Basic Functionality of Currency Keys and Exchange Rate Types

교육

Lesson Managing Currency Types

내용

Lesson Common Practices for Implementing SAP S/4HANA
Unit 3 Master Data
Lesson Maintaining General Ledger (G/L) Accounts
Lesson Creating Profit Centers and Segments
Lesson Managing Business Partners
Unit 4 Document Control
Lesson Configuring the Header and Line Items of Financial Accounting (FI) Documents
Lesson Managing Posting Periods
Lesson Managing Posting Authorizations
Lesson Creating Simple Documents in 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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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5 Posting Control
Lesson Analyzing Document Splitting
Lesson Maintaining Default Values
Lesson Configuring Change Control
Lesson Configuring Document Reversal
Lesson Configuring Payment Terms and Cash Discounts
Lesson Maintaining Taxes and Tax Codes
Lesson Posting Cross-Company Code Transactions
Unit 6 Financial Document Clearing
Lesson Performing Open Item Clearing
Lesson Managing Payment Differences
Lesson Managing Exchange Rate Differences
Unit 1 Automatic Payments
Lesson Executing an Automatic Payment Run
Lesson Using Bank Accounts
Lesson Modifying Master Records and Financial Accounting Documents
Lesson Implementing SEPA
Lesson Configuring the Payment Program
Lesson Configuring the Bank Selection
Lesson Running the Payment Program
Lesson Executing a Payment Run
Lesson Automating a Payment Run
Unit 2 The Dunning Program
Lesson Executing the Dunning Program
Lesson Updating Master Records and Financial Accounting Documents
Lesson Configuring the Dunning Program
Lesson Running the Dunning Program
Unit 3 Correspondence
Lesson Explaining Correspondence
Lesson Modifying Master Records
Lesson Configuring Options for Correspondence Types
Lesson Creating a Correspondence
Unit 4 Special General Ledger Transactions
Lesson Managing the Application View for Special General Ledger Transactions
Lesson Maintaining Special General Ledger Transactions
Lesson Understanding Purchasing (MM Integration)
Lesson Understanding Sales and Distribution Integration
Unit 5 Parking Documents
Lesson Managing Document Parking Basics and Document Holding
Lesson Processing Parked Documents
Lesson Managing Document Parking and Workflow
Unit 6 Validations and Substitutions
Lesson Understanding the Basics of Validation and Substitution
Lesson Maintaining and Executing Validations
Lesson Maintaining and Executing Substitutions
Lesson Using Additional Techniques for Substitutions and Validations
Unit 7 Data Archiving in FI
Lesson Outlining the Basics and Classifications of Data Archiving
Lesson Maintaining Data Archiving
Lesson Executing Data Archiving for Specific FI Objects
Unit 8 Data Aging in 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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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Using Data Aging
Unit 1 Organizational Structures
Lesson Assigning a Chart of Accounts and a Chart of Depreciation to a Company Code
Lesson Assigning Management Accounting Objects to Fixed Assets
Lesson Defining How Depreciation Areas Post to the General Ledger
Lesson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Asset Classes in Fixed Assets
Unit 2 Master Data
Lesson Explaining the Components of an Asset Class
Lesson Creating and Changing Master Data in Asset Accounting
Lesson Carrying Out Mass Changes to Asset Master Data Using a Worklist
Unit 3 Asset Transactions
Lesson Processing Acquisitions
Lesson Posting Non-Integrated Asset Acquisitions and Understanding the Integration with Materials
Management
Lesson Posting Integrated and Non-Integrated Asset Retirements
Lesson Performing Transfers Within Company Code and Intercompany Asset Transfers
Lesson Representing, Distributing, and Settling Assets Under Construction
Lesson Entering and Analyzing Unplanned Depreciation
Unit 4 Periodic Processing and Valuation
Lesson Defining Depreciation Areas, Keys, Calculation, and Posting
Lesson Executing Programs for Fiscal Year Change and Year-End Closing in Asset Accounting
Lesson Parallel Accounting in Asset Accounting
Unit 5 Information System
Lesson Executing Various Asset Accounting Reports Using SAP List Viewer and Sort Variants
Lesson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analytics architecture in SAP S/4HANA
Lesson Executing Depreciation and Transaction Simulation
Lesson Understanding the Layout of an Asset History Sheet
Unit 6 Legacy Data Transfer
Lesson Entering Legacy Data Manually
Unit 1 Financial Closing Overview and Basic Settings
Lesson Explaining the Periodic Closing Process
Unit 2 Financial Statements
Lesson Managing Financial Statements
Lesson Using SAP S/4HANA Reporting Options
Unit 3 Fixed and Current Assets
Lesson Executing Closing Activities Within Asset Accounting
Lesson Managing Closing Activities in Materials Management
Unit 4 Receivables and Payables
Lesson Creating Balance Confirmations
Lesson Managing the Foreign Currency Valuation
Lesson Managing Value Adjustments
Lesson Regrouping Receivables and Payables
Unit 5 Profit and Loss
Lesson Explaining Cost of Sales Accounting
Lesson Posting Accruals and Deferrals
Lesson Accruals Management - Manual Accruals
Lesson Accruals Management - Purchase Order Accruals
Unit 6 Ledger Group-Specific Postings
Lesson Posting Ledger Group-Specific FI Documents
Unit 7 Technical, Organizational, and Documentary Closing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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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Managing Technical Steps During the Period-End Closing Activities
Lesson Executing the Balance Audit Trail
Lesson Explaining the Purpose of Document Splitting in General Ledger Accounting
Unit 8 Financial Closing Cockpit
Lesson Managing the Financial Closing Cockpit
Unit 9 Intercompany Reconciliation
Lesson Performing the Intercompany Reconciliation Process

교육명

[KCO400] SAP [S/4HANA 아카데미] CO All: SAP Management Accounting
▪ 본 과정에서는 SAP S/4HANA Management Accounting 의 기본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핵심 구성 요소를

교육개요

개괄적으로 살펴봅니다. 본 과정을 통해 계획생산(MTS, Make-to-Stock)과 주문생산(MTO, Make-to-Order)
프로세스를 위한 관리 회계, 코스트 센터 및 내부 오더 회계, 제품 원가 계획 및 제품 원가 관리에 대한 글로벌
세팅 구성 및 사용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 간접비 관리의 조직 구조 및 마스터 데이터
▪ 코스트 센터 및 내부 오더 계정 지정
▪ 제품 원가 분석 및 추정, 계획
▪ 원가 계산 실행 및 처리

교육목적

▪ 원가 대상 관리(COC, Cost Object Controlling)
▪ 오더별/기간별 제품 원가 관리
▪ 수익성 분석의 조직 구조 및 마스터 데이터
▪ CO-PA(Controlling Profitability Analysis)에 포스팅
▪ 손익 센터 회계(PCA, Profit Center Accounting) 개요

교육기간

▪ 20 일(140 시간)
▪ 필수선행지식

선수지식

▪ 기본적인 회계 지식
▪ 권장 과정: Business Processes in Management Accounting in SAP S/4HANA (S4F20)
▪ SAP S/4HANA Management Accounting 컨설턴트가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

교육대상

▪ SAP S/4HANA Management Accounting 의 주요 기능을 학습하고자 하는 사람
▪ 프로젝트 팀원
SAP S/4HANA Overview
└Introducing SAP HANA and SAP S/4HANA
└Introducing SAP Fiori
Organizational Units
└Describing the Components of Management Accounting
Master Data
└Creating Cost Centers
└G/L Accounts of Type Primary and Secondary Costs

교육내용

└Creating Activity Types
└Creating Statistical Key Figures
└Describing Global Functions For Master Data
Event-Based Postings
└Entering Primary Postings
└Reporting in SAP S/4HANA
└Account Assignment Tools
└Adjustment postings
└Direct Activity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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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End Closing
└Accrual Calculation
└Entering Statistical Key Figures
└Using the Cycle Segment Method
└Using a Period Lock
Overview of Internal Orders
└Using Overhead Orders
└Using Real and Statistical Orders
└Describing the Different Scenarios for Internal
Master Data of Internal Orders
└Maintaining Master Data
└Processing Status Management for Overhead Cost O
└Describing Grouping and Collective Processing
Event-Based Postings for Internal Orders
└Creating Event-Based Postings Within and Outside
└Describing Commitment Management
Period-End Closing of the Internal Orders
└Periodic Debit Postings
└Explaining Periodic Credit Postings
└Settlement: Special Features
Planning, Budgeting and Availability Control
└Cost Center Planning in ERP
└Planning in Embedded BW
└Advanced Planning Techniques for Internal Orders
└Planning Aids
└Budgeting and Availability Control
Product Cost Planning Methods
└Explaining Product Cost Planning
└Selecting the Right Product Cost Planning Method
Product Cost Planning Basics
└Defining Costing Items
└Understanding Product Cost Planning Basics
Material Cost Estimate Without Quantity Structure
└Integrating Material Master Records and Product Cost Planning
└Creating a Single-Level Cost Estimate Without Quantity Structures
└Working Efficiently with Single Level Unit Cost Estimates
└Creating a Multi-level Material Cost Estimate Without Quantity Structure
└Maintaining Multi-level Cost Estimates
Material Cost Estimate with Quantity Structure
└Defining the Quantity Structure
└Determining the Quantity Structure
└Creating Material Cost Estimates with Quantity Structure
└Updating the Material Master
└Changing Prices in the Material Master
Costing Run
└Using Costing Runs in Product Cost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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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ing the Results of a Costing Run
Product Cost Planning Configuration
└Explaining the Costing Variant
└Configuring the Costing Variant
└Explaining the Cost Component Split
└Configuring the Cost Component Structure
└Applying Overhead Costs to a Product
└Allocating Process Costs to a Product
Additional Costing Functions
└Using Transfer Control
Cost Object Controlling
└Outline Cost Object Controlling
Product Cost Controlling by Period
└Using a Product Cost Collector
└Using a Production Order and Product Cost Collector
└Performing Preliminary Costing for Product Cost Collector
└Performing Simultaneous Costing for Product Cost Collector
Period-End Closing for Product Cost Controlling by Period
└Outlining Period-End Closing for a Product Cost Collector
└Performing Template Allocation
└Performing Revaluation at Actual Prices
└Performing Actual Overhead Calculation
└Calculating Work in Process (WIP)
└Performing Variance Calculation
└Performing Settlement
Product Cost Controlling by Order
└Using Process Orders
└Using a Production Order and Product Cost Collector
└Performing Preliminary Costing for Process Orders
└Performing Preliminary Costing for Production Orders
└Performing Simultaneous Costing for Process Orders
└Performing Simultaneous Costing for Production Orders
Period-End Closing for Product Cost Controlling by Order
└Using Periodic Costs for Manufacturing Orders
└Performing Preliminary Settlement using Co-Production
└Calculating Work in Process based on Actual Costs
└Performing Settlement of Work in Process (WIP)
└Using Periodic Cost and WIP for Final Delivered Manufacturing Orders
└Calculating Variances for Final Delivered Manufacturing Orders
└Performing Settlement of Final Delivered Manufacturing Orders
└Comparing Period-End Closing of Product Cost Collectors and Manufacturing Orders
Sales-Order-Related Production Scenarios in Cost Object Controlling
└Managing Sales Orders
└Controlling Scenarios in Make-to-Order
Product Cost Controlling by Sales Order with Production
└Using Make-to-Order Production (MTO) for Sales Orders
└Using Simultaneous Costing in Stock Valuation and Purch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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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taneous Costing
└Using Simultaneous Costing in Confirmation and Delivery
Configuration of Product Cost Controlling by Sales Order
└Using Sales Document Item Categories
└Controlling Product Costs by Sales Order

Period-End Closing in Product Cost Controlling by Sales Order
└Period-End Closing for Production Order in MTO Scenario
└Period-End Closing Sales Order - Overhead Cost
└Period-End Closing Sales Order - Results Analysis
└Configuring Results Analysis
└Period-End Closing Sales Order - Settlement
Profitability Management
└Outlining Profitability Management Options
└Comparing Profitability Analysis and Profit Center Accounting
└Analyzing Profitability Management Objects
Structures
└Introducing the Concept of an Operating Concern
└Defining Data Structures
Master Data
└Describing the Concepts of Characteristic Derivation and Valuation
└Defining a Derivation Strategy
└Valuation with Product Costing
└Evaluating with a Costing Sheet
Actual Data
└Defining the Flow of Actual Data
└Analyzing the Integration with Sales Order Management
└Processing Cost Allocations
└Processing Internal Orders
└Creating Direct Postings from FI
└Evaluating Other Actual Postings in CO-PA
Planning
└Evaluating the Profit Planning Process
└Outlining Planning Methods
Information Systems
└Executing CO-PA Reports (Financial Analytics)
└Creating Basic Reports and Outlining Report Components
└Creating Form Reports
└Creating Line Item Reports and Account-Based Reports
Tools
└Analyzing Performance Tools
└Analyzing the Customizing Monitor
Profitability Management
└Outlining Profitability and Sales Accounting Options
└Outlining Global Settings for Profit Center Accounting
Profit Center Master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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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ng Profit Center Master Data
└Assigning Profit Centers to Account Assignment Objects
Profit Center Accounting (PCA) Actual Postings
└Explaining Profit Center Updates
└Explaining the Data Flow in Financial Accounting
└Integrating Profit Centers and Materials Management (MM)
└Integrating Cost Object Controlling (COC) and PCA
└Integrating Sales and Distribution (SD) and PCA
└Processing Allocations in PCA
Profit Center Planning
└Planning Values for Profit Centers
Transfer Pricing
└Understanding Transfer Pricing

교육명

[KMM400] SAP [S/4HANA 아카데미] MM All: SAP Material Management
▪ 본 과정에서는 SAP S/4HANA 에서의 Material Management, 즉 구매관리, 재고관리, 세금계산서 처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학습합니다. 자재를 구매할 때 어떠한 공급업체로부터 언제, 얼만큼, 어떠한 가격조건으로 구매 할

교육개요

지를 다루는 자재관리와 구매한 자재가 창고에 입고되는 순간부터 필요처로 출고되는 순간까지의 일련 과정을
다루는 구매관리를 학습합니다. Procurement 솔루션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관련 Configuration 을 학습함으로써 기본 기능 및 주요 기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SAP S/4HANA 기초 이해
▪ SAP S/4HANA 에서의 외부조달 기본 기능 이해
▪ Consumption-based planning 필수 설정 수행
▪ 조달 최적화 기술 활용

교육목적

▪ 송장 프로세스 수행 및 차이(discrepancies) 관리
▪ SAP S/4HANA 에서의 자재 이동 입력 및 특별 기능 세팅 수행
▪ 재고관리 수행
▪ 자재관리의 커스터마이징 세팅 수행
▪ 평가 및 계정 결정 구성(Configuration)
▪ 문서 유형 구성(Configure)

교육기간

20 일(140 시간)

선수지식
▪ SAP S/4HANA Procurement 컨설턴트가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
교육대상

▪ SAP S/4HANA Procurement 의 주요 기능을 학습하고자 하는 사람
▪ 프로젝트 팀원
<1 주차>
Unit 1: Navigation in SAP S/4HANA
Lesson: Identifying the SAP Fiori User Experience
Lesson: Working with the SAP GUI

교육내용

Unit 2: Processes and Enterprise Structure in Procurement
Lesson: Delineating Procurement Processes
Lesson: Identifying the Organizational Units in Procurement
Unit 3: Plain Procurement Process
Lesson: Creating a Purchase Order
Lesson: Posting a Goods Rece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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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Entering an Invoice
Unit 4: Master Data in Procurement
Lesson: Maintaining Business Partner Master Data
Lesson: Maintaining Material Master Data
Lesson: Maintaining Purchasing Info Record
Lesson: Analyzing Material Valuation
Unit 5: Stock Material Compared with Consumable Material
Lesson: Comparing Procurement Processes for Stock and Consumption
Lesson: Creating a Purchase Requisition
Lesson: Creating a Purchase Order with Reference to a Purchase Requisition
Lesson: Entering Valuated and Non-Valuated Goods Receipts
Unit 6: Advanced Transactions in Procurement
Lesson: Maintaining a Purchasing Contract
Lesson: Creating a Purchase Requisition with Source Determination
Lesson: Using Advanced Transactions for Purchase Order Creation
Lesson: Using the Advanced Transaction for Goods Receipt
Lesson: Using the Advanced Transaction for Invoice Verification
Unit 7: Customizing of Organizational Units
Lesson: Defining Organizational Units in Materials Management
Lesson: Defining and Assigning Plants
Unit 8: Consumption-Based Planning
Lesson: Describing the Material Requirements Planning (MRP) Process
Lesson: Defining MRP Procedures
Lesson: Maintaining the Material Master
Lesson: Setting Up Reorder Point Planning
Unit 9: The Planning Run
Lesson: Describing the Planning Run
Lesson: Executing a Planning Run
Lesson: Converting Planning Results
Lesson: Evaluating the Planning Results
Lesson: Calculating Lot Sizes
<2 주차>
Unit 1: Purchasing Master Data
Lesson: Extending Material Master Records
Lesson: Creating Business Partners
Lesson: Using Partner Functions in Purchasing
Unit 2: Sources of Supply
Lesson: Creating Purchasing Info Records
Lesson: Creating Special Info Records
Lesson: Using Special Functions in Info Records
Lesson: Creating Central Contracts
Lesson: Creating Contracts for Material Groups
Lesson: Creating Scheduling Agreements Without Release Documentation
Lesson: Creating Scheduling Agreements with Release Documentation
Unit 3: Source Determination
Lesson: Controlling Source Determination with Source Lists
Lesson: Maintaining Source Lists
Lesson: Controlling Source Determination with Quota Arrangements
Lesson: Executing the Planning Run with Quota Arrangements
Lesson: Identifying Additional Aspects of Source Determination
Lesson: Blocking Sources of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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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4: Optimized Purchasing
Lesson: Processing Unassigned Purchase Requisitions
Lesson: Processing Assigned Purchase Requisitions
Lesson: Monitoring Purchase Orders
Unit 5: Special User Parameters for Purchasing
Lesson: Analyzing Special Aspects in Customizing
Lesson: Defining Function Authorizations for Buyers
Unit 6: Document Release Procedure
Lesson: Releasing Purchasing Documents
Lesson: Converting Released Purchase Requisitions
Lesson: Configuring Release Procedures in Customizing
Lesson: Creating Release Procedures
Lesson: Setting Up Flexible Workflows in Purchasing
Unit 7: Self-Service Requisition
Lesson: Performing a Self-Service Process
Lesson: Confirming a Goods Receipt
Unit 8: Specific Procurement Processes
Lesson: Creating Invoices Using Invoicing Plans
Lesson: Creating Blanket Purchase Orders
Unit 9: Reporting and Analytics
Lesson: Using Analytical Apps
Lesson: Using the Procurement Overview App
Unit 10: Further Customizing for Purchasing
Lesson: Creating Document Types in Purchasing
Lesson: Adjusting the Screen Layout of Purchasing Documents
Lesson: Creating Account Assignment Categories
Lesson: Controlling the Output of Messages in Purchasing
Lesson: Using Condition Technique for Message Determination
Lesson: Explaining SAP HANA-based Output Management
<3 주차>
Unit 1: Introduction to Inventory Management
Lesson: Defining Inventory Management and Physical Inventory
Lesson: Moving Goods with the MIGO Transaction
Unit 2: Goods Receipts (GRs)
Lesson: Posting a Goods Receipt Without Reference
Lesson: Posting a Goods Receipt with Reference
Lesson: Posting a GR with Automatic Generation of a PO
Lesson: Posting Cancellations, Return Deliveries, and Returns
Lesson: Applying Order Price Unit in Inventory Management
Lesson: Applying Tolerances and the Delivery Completed Indicator
Lesson: Setting Up Date Checks to Goods Receipt for Purchase Order
Unit 3: Stock Transfers and Transfer Postings
Lesson: Performing Transfer Postings
Lesson: Performing Stock Transfers Between Storage Locations
Lesson: Performing Stock Transfers Between Plants
Unit 4: Reservations
Lesson: Creating Manual Reservations
Lesson: Evaluating Reservations
Unit 5: Goods Issues (GIs)
Lesson: Posting Unplanned GIs
Lesson: Posting a GI with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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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Configuring Stock Determination
Unit 6: Special Procurement Processes
Lesson: Performing the Process of Subcontracting
Lesson: Performing Vendor Consignment
Unit 7: Physical Inventory
Lesson: Conducting Physical Inventory
Lesson: Simplifying Physical Inventory
Unit 8: Analyses
Lesson: Applying Stock Lists and Document Lists
Lesson: Applying Periodic Processing
Lesson: Using Analytical Apps for Inventory Management
Unit 9: Further Customizing for Inventory Management
Lesson: Implementing Settings for Documents
Lesson: Setting Up Movement Types
Lesson: Applying Other Customizing Settings
Unit 10: Customizing for Supplier Master Data
Lesson: Defining Settings for Business Partners
<4 주차>
Unit 1: Invoice Entry
Lesson: Working with Logistics Invoice Verification
Lesson: Using Different Types of Invoice Verification
Lesson: Parking of Documents
Lesson: Explaining the Attributes of Prepayment
Lesson: Applying Taxes
Lesson: Applying Cash Discounts
Lesson: Entering Invoices in Foreign Currencies
Lesson: Creating Invoices for Purchase Orders with Account Assignment
Unit 2: Variances and Invoice Block
Lesson: Entering Invoices with Variances
Lesson: Use Further Blocking Reasons
Lesson: Reducing Invoices
Lesson: Handling of Variances Without Reference to an Item
Lesson: Releasing Blocked Invoices
Unit 3: Subsequent Debit/Credit, Delivery Costs, and Credit Memos
Lesson: Entering Subsequent Debits/Credits
Lesson: Entering Delivery Costs
Lesson: Entering Unplanned Delivery Costs
Lesson: Entering Invoices Without Reference to a Purchase Order
Lesson: Handling Credit Memos and Reversals
Unit 4: Evaluated Receipt Settlement (ERS)
Lesson: Performing Evaluated Receipt Settlement
Unit 5: GR/IR Account Maintenance
Lesson: Performing GR/IR Account Maintenance
Unit 6: Customizing for Material Master Data
Lesson: Setting Up Material Master Records
Lesson: Creating Material Types
Lesson: Setting Up Field Selection for Material Master Records
Lesson: Defining Field References for Material Master Records
Unit 7: Valuation and Account Assignment
Lesson: Describing Automatic Account Determination
Lesson: Determining the Relevance of Company Codes and Valuatio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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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Creating Valuation Classes and Account Category References
Lesson: Setting Up Account Determination for Specific Transactions
Lesson: Subdividing a Transaction with the Account Grouping Code
Lesson: Adjusting Account Determination for Special Cases
Unit 8: Special Features of Material Valuation
Lesson: Posting Goods Movements for Material Types UNBW and NLAG
Lesson: Configuring Split Valuation
Unit 9: Case Study
Lesson: Processing the Case Study – Procedure
Lesson: Reviewing Company Structure and Master Data
Lesson: Business Process 1 - Purchasing of Brochures
Lesson: Business Process 2 - Procurement of Production Components Using a Value Contract
Lesson: Business Process 3 - Procurement of Office Supplies

교육명

[KPP400] SAP [S/4HANA 아카데미] PP All: SAP Product Planning
▪ 본 과정에서는 SAP S/4HANA 에서의 Product Planning, 즉 생산관리 관련 Master Data 관리, 계획, 실행의
업무 프로세스를 학습함으로써 회사의 실무가 어떻게 SAP 시스템으로 구현되는 지 이해하고, 세계수준의 기업

교육개요

생산 Best Practice 를 경험하여 보다 나은 생산 System 을 구축, 활용, 발전시키는 것을 학습합니다. SCM
Manufacturing 솔루션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관련 Configuration 을
학습함으로써 기본 기능 및 주요 기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SAP S/4HANA 기초 이해

교육목적

▪ 생산 계획 영역의 마스터 데이터 활용
▪ 생산 계획 주요 기능 수행
▪ 생산 오더 관리, 반복 제조, 프로세스 오더, KANBAN 의 기본 기능 활용

교육기간

20 일(140 시간)

선수지식
▪ SAP S/4HANA Manufacturing 컨설턴트가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
교육대상

▪ SAP S/4HANA Manufacturing 의 주요 기능을 학습하고자 하는 사람
▪ 프로젝트 팀원
<1 주차>
Unit 1: Master Data for Production
Lesson: Accessing and Creating Types of Data
Lesson: Using Organizational Elements and Master Data in Production
Unit 2: Material
Lesson: Introducing Material
Lesson: Creating a Material
Lesson: Assign Documents

교육내용

Lesson: Classifying Material
Lesson: Managing the Material
Lesson: Working with the Product Master
Unit 3: Bill of Material (BOM)
Lesson: Introducing Bills of Material (BOMs)
Lesson: Managing BOMs
Lesson: Changing BOMs with Engineering Change Management
Lesson: Performing mass changes and working with browsers
Lesson: Analyzing BOMs
Unit 4: Work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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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Creating Work Centers
Lesson: Creating Capacities in a Work Center
Unit 5: Task Lists
Lesson: Explaining Task Lists
Lesson: Creating Material Assignments and Component Allocations
Lesson: Creating Suboperations and User-Defined Fields
Lesson: Creating Product Versions
Lesson: Creating Production Resources and Tools (PRTs)
Lesson: Analyzing and Changing Task Lists
Unit 6: Advanced Bill of Material Functions
Lesson: Describing Phantom Assemblies
Lesson: Creating Co-Products and By-Products
Lesson: Creating Alternative Components
Lesson: Creating Multiple BOMs
Lesson: Creating Variant BOMs
Unit 7: Advanced Routing Functions
Lesson: Modeling Sequences
Lesson: Modeling Alternative Manufacturing Processes
Lesson: Creating Reference Operation Sets
Lesson: Applying Lead-Time Scheduling to Update a Material
Lesson: Scheduling Time Elements and Reduction in the Routing
Lesson: Allowing for Scrap in the Routing
Unit 8: Appendix
Lesson: Engineering Workbench
Lesson: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PLM) Web User Interface
Lesson: Customizing
Lesson: Material
Lesson: Routing
<2 주차>
Unit 1: Overview of Supply Chain Planning
Lesson: Outlining Supply Chain Planning at a Glance
Unit 2: SAP S/4HANA Production Planning Overview
Lesson: Outlining Production Planning in SAP S/4HANA
Unit 3: Master Data for SAP S/4HANA Production Planning
Lesson: Outlining Master Data for SAP S/4HANA Production Planning
Unit 4: SAP S/4HANA Demand Management
Lesson: Outlining Demand Management in SAP S/4HANA
Lesson: Planning Make-to-Stock Production
Lesson: Planning Make-to-Order Production
Lesson: Applying Demand Management Enhancements
Unit 5: Material Requirements Planning in SAP S/4HANA
Lesson: Outlining Prerequisites, Setting Up, and Executing MRP
Lesson: Highlighting Technical Process Steps of MRP
Unit 6: Prerequisites and Tools for Advanced Planning in SAP S/4HANA
Lesson: Outlining Advanced Planning: PP/DS in SAP S/4HANA
Lesson: Reviewing Master Data for Advanced Planning
Lesson: Activating Advanced Planning
Lesson: Evaluating Alerts with the Alert Monitor
Lesson: Planning Production with the Product View
Unit 7: Demand Management in SAP S/4HANA with regard to Advanced Planning
Lesson: Recapitulating Planning Strategies 20 and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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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Recapitulating Planning Strategies 40 and 70
Unit 8: Advanced Production Planning in SAP S/4HANA
Lesson: Exploring Steps in PP/DS Material Requirements Planning
Lesson: Exploring Heuristics and Functions in PP/DS
Lesson: Applying the PP/DS Planning Run
Unit 9: Detailed Scheduling in SAP S/4HANA
Lesson: Exploring Concepts and Principles for Detailed Scheduling
Lesson: Applying Transactional Tools for Detailed Scheduling
Lesson: Applying Apps for Detailed Scheduling
Lesson: Using the PP/DS Optimizer
Unit 10: Demand-Driven Replenishment
Lesson: Outlining Demand-Driven Replenishment
<3 주차>
Unit 1: Introduction to Production Orders
Lesson: Outlining SAP Fiori and the System Landscape
Lesson: Outlining Production Orders
Unit 2: Order Processing and Order Structure
Lesson: Processing a Production Order
Lesson: Analyzing the Order Structure
Unit 3: Order Creation
Lesson: Creating Production Orders
Lesson: Analyzing Master Data Selection
Lesson: Scheduling Production Orders
Lesson: Describing the Costing of Production Orders
Unit 4: Availibility Checks, Capacity Planning, Order Release and Printing
Lesson: Performing Availability Checks
Lesson: Discussing Capacity Planning
Lesson: Releasing Production Orders
Lesson: Printing Shop Floor Papers
Unit 5: Order Execution
Lesson: Performing Material Staging and Goods Issue Postings
Lesson: Confirming Production Orders
Lesson: Posting Goods Receipts
Unit 6: Order Settlement, Archiving, and Deletion
Lesson: Performing Order Settlement
Lesson: Archiving and Deleting Production Orders
Unit 7: Information Systems, Mass Processing, and Automation
Lesson: Outlining Informations Systems and Reporting
Lesson: Outlining Mass Processing and Automation
Lesson: Outlining the Data Exchange with the Process Control Level
Unit 8: Further and Advanced Functions
Lesson: Performing Order Splits
Lesson: Creating Shift Notes and Shift Reports
Lesson: Outlining SAP S/4HANA Manufacturing for Production Engineering and Operations
<4 주차>
Unit 1: Overview of Production Execution
Lesson: Outlining Production Types
Unit 2: Production with Process Orders
Lesson: Exploring Process Orders: Characteristics and Execution
Unit 3: Production with Repetitive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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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Exploring Repetitive Manufacturing: Characteristics and Execution
Unit 4: Material Staging with Kanban
Lesson: Exploring Kanban: Characteristics and Execution
Unit 5: Introduction to Capacity Planning
Lesson: Outlining SAP Fiori and the System Landscape
Lesson: Outlining S/4HANA Capacity Planning
Unit 6: Capacity Evaluation
Lesson: Evaluating with the Work Center Load Report
Lesson: Using Further Capacity Evaluation Reports
Lesson: Evaluating with the Manage Work Center Capacity App
Unit 7: Capacity Leveling: Tabular Planning Table and Schedule Production App
Lesson: Navigating the Tabular Planning Table
Lesson: Dispatching Operations in the Tabular Planning Table
Lesson: Capacity Leveling Using the Schedule Production App
Unit 8: Capacity Leveling: Graphical Planning Table
Lesson: Navigating the Graphical Planning Table
Lesson: Using Basic Scheduling and Dispatching Control Settings
Lesson: Using Additional Scheduling Control Settings for Interactive Planning
Lesson: Using Floats to Limit Dispatching
Lesson: Using Period Splits in Dispatching
Lesson: Using Dispatching Sequences and Methods for Setup Time Optimization
Lesson: Dispatching and Rescheduling with Production Versions
Unit 9: Further Capacity Planning Topics
Lesson: Dispatching and Deallocating Operations Using Background Processing
Lesson: Modelling Down Times in Capacity Planning

교육명

[KSD600] SAP [S/4HANA 아카데미] SD All: SAP S/4HANA Sales & Distribution
▪ 본 과정은 SAP S/4HANA 에서의 Sales & Distribution, 즉 판매 및 물류관리에 대한 교육 과정으로 Sales,

교육개요

Shipping, Billing 영역에 해당하는 기본 판매 활동부터 고객 지불에 이르는 오더 수행까지의 전체 프로세스와
관련 Configuration 에 대해 학습합니다. Order Fulfillment 솔루션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관련 Configuration 을 학습함으로써 기본 기능 및 주요 기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SAP S/4HANA 기초 이해
▪ 판매관리 프로세스에서의 주요 비즈니스 절차 수행

교육목적

▪ 판매 및 출하 프로세스에서의 주요 기능 구현 및 커스터마이징 세팅 수행
▪ 가격 및 빌링의 주요 기능 구현 및 커스터마이징 세팅 수행
▪ 일반 판매관리 프로세스에서의 주요 기능 활용 및 커스터마이징 세팅 수행

교육기간

20 일(140 시간)

선수지식
▪ SAP S/4HANA Order Fulfillment 컨설턴트가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
교육대상

▪ SAP S/4HANA Order Fulfillment 의 주요 기능을 학습하고자 하는 사람
▪ 프로젝트 팀원
<1 주차>
Unit 1: Navigation with SAP Fiori

교육내용

Lesson: Identifying Key Features of SAP Fiori
Unit 2: Enterprise Structures
Lesson: Identifying Enterprise Structures in SAP S/4HANA Sales
Unit 3: Overview of Sales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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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Executing SAP S/4HANA Sales Processes
Lesson: Processing Sales Documents
Lesson: Processing Outbound Deliveries
Lesson: Shipping Goods
Lesson: Processing Billing Documents
Unit 4: Master Data
Lesson: Maintaining Business Partner Master Data
Lesson: Maintaining Material Master Data
Lesson: Maintaining Customer-Material Info Records
Lesson: Maintaining Condition Master Data for Pricing
Lesson: Explaining Additional Master Data Topics
Unit 5: Automatic Data Determination and Scheduling
Lesson: Analyzing the Results of Automatic Data Determination
Lesson: Analyzing the Results of Delivery and Transportation Scheduling
Unit 6: Availability Check
Lesson: Performing an Availability Check - Basics
Lesson: Performing an Availability Check - Further Topics
Unit 7: Collective Processing
Lesson: Executing Collective Processing
Unit 8: Additional Processes in Sales
Lesson: Using Presales Documents
Lesson: Executing Make-to-Order Production
Lesson: Selling Service Products
Unit 9: Complaints Processing
Lesson: Creating Credit Memo Requests
Lesson: Cancelling Billing Documents
Lesson: Creating Returns
Unit 10: Monitoring and Sales Analytics
Lesson: Utilizing the Sales Order Fulfillment Monitor
Lesson: Managing Sales Plans
Lesson: Using Analytical Apps
Unit 11: Introduction
Lesson: Introduction to the Sales and Distribution Process
Unit 12: Enterprise Structures in Sales and Distribution
Lesson: Enterprise Structures in Sales and Distribution
Unit 13: Sales Order Processing
Lesson: Source of Data
Lesson: Order Processing – Special Features
<2 주차>
Unit 1: Controlling Sales Documents
Lesson: Controlling Sales Documents - Sales Document Type
Lesson: Controlling Sales Documents - Item Category
Lesson: Controlling Sales Documents - Schedule Line Categories
Unit 2: Data Flow
Lesson: Data Flow in the Application
Lesson: Copying Control
Unit 3: Special Business Transactions
Lesson: Special Business Transactions
Unit 4: Incompletion
Lesson: Incompletion Check and its Configuration
Unit 5: Partner Functions in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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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Function and Significance of Partner Functions
Lesson: Configuration of Partner Functions and Partner Function Determination
Unit 6: Outline Agreements
Lesson: Scheduling Agreements and Quantity Contracts
Lesson: Value Contracts
Unit 7: Material Determination, Listing and Exclusion
Lesson: Material Determination
Lesson: Material Listing and Exclusion
Unit 8: Free Goods
Lesson: Free Goods
Unit 9: Idea and Function of the Delivery Document
Lesson: Explaining the Concept and Structure of the Delivery Document
Unit 10: Basic Organizational Units for the Delivery Process
Lesson: Maintaining the Organizational Units for Delivery Processes
Unit 11: Controlling Deliveries
Lesson: Controlling Delivery Documents
Unit 12: The Goods Issue Process Based on the Delivery
Lesson: Adjusting Automatic Determination of Relevant Fields for Outbound Delivery Creation
Lesson: Adjusting Delivery and Transportation Scheduling
Lesson: Processing Outbound Deliveries
Lesson: Using the Outbound Delivery Monitor
Unit 13: Processes and Functions based on the Delivery with Embedded EWM
Lesson: Adjusting Automatic Determination of Relevant Fields for Outbound Delivery Creation
Lesson: Adjusting Delivery and Transportation Scheduling
Lesson: Processing Outbound Deliveries
Lesson: Using the Outbound Delivery Monitor
<3 주차>
Unit 1: Condition Technique in Pricing
Lesson: Introducing Pricing
Lesson: Introducing the Condition Technique
Unit 2: Pricing Configuration
Lesson: Configuring Pricing
Lesson: Further Options for Pricing Control
Unit 3: Condition Records
Lesson: Working with Condition Records
Lesson: Reports for Condition Records
Unit 4: Special Functions
Lesson: Applying Special Pricing Functions
Unit 5: Condition Types
Lesson: Using Special Condition Types
Lesson: Using Statistical Condition Types
Lesson: Analyzing the Determination of Taxes
Unit 6: Pricing Agreements
Lesson: Using Pricing Agreements
Unit 7: Introduction to Condition Contract Management
Lesson: Introduction to Condition Contract Management
Lesson: Maintenance of Condition Contracts
Lesson: Process of Condition Contract Settlement
Unit 8: Appendix
Lesson: Appendix
Unit 9: Billing Documents in Sales and Distribution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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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Integrating Billing Documents in the Sales and Distribution Process
Unit 10: Organizational Units
Lesson: Setting Up Organizational Units
Unit 11: The Billing Process
Lesson: Controlling the Billing Process
Unit 12: Special Billing Types
Lesson: Creating Billing Documents in Complaint Processing
Lesson: Creating Pro Forma and Cash Sales Invoices
Unit 13: Data Flow
Lesson: Setting Up the Data Flow for Billing Documents
Unit 14: Billing Document Creation
Lesson: Creating Billing Documents in Different Ways
Unit 15: Types of Settlement
Lesson: Analyzing Invoice Combination and Invoice Split
Lesson: Setting Up Invoice Lists
Lesson: Omnichannel Convergent Billing
Unit 16: Special Business Processes
Lesson: Set Up Billing Plans
Lesson: Processing Down Payments
Lesson: Processing Installment Payments
Unit 17: Account Determination
Lesson: Setting Up the Account Determination
Unit 18: Interface Between Sales and Distribution and Financial Accounting
Lesson: Adjusting the Interface Between Sales and Distribution and Financial Accounting
Unit 19: Appendix
Lesson: More Information on Output Management, Technical Information, and Basics of Accounting Principles
<4 주차>
Unit 1: Impact of Organizational Structures
Lesson: Creating Organizational Elements
Lesson: Applying Shared Master Data and Cross-Division Sales
Unit 2: Copy Control
Lesson: Modifying Copy Control
Unit 3: Text Control
Lesson: Identifying Text Sources
Lesson: Configuring Text Control
Unit 4: Output
Lesson: Adjusting Output Determination
Lesson: Adjusting Output Types
Lesson: New Output Management
Unit 5: Enhancements and Modifications
Lesson: Using Enhancement Technology
Lesson: Adding New Fields
Lesson: Adjusting Lists in Sales and Distribution
Lesson: Setting Up Field Selection for Material Master Records
Lesson: Defining Field References for Material Master Records
Lesson: Performing System Modifications Using Classic Enhancement Technology
Lesson: Performing System Modifications Using the Enhancement Framework
Unit 6: Sales Workshop
Lesson: Sales Workshop: Sales-to-Employee Scenario
Lesson: Sales Workshop: Bill of Material Scenario
Lesson: Sales Workshop: Material Determination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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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base & Technology

교육명

[HA100] SAP HANA Introduction
▪ 본 과정은 차세대 실시간 분석 플랫폼인 SAP HANA 를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하기 위한 입문 과정입니다.

교육개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해를 통해 SAP HANA 를 관리하고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본 과정을 통해 다음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 HANA 의 아키텍처

교육목적

▪ 차세대 실시간 분석 플랫폼인 SAP HANA In-Memory 컴퓨팅 구조 및 주요 특징과 기능
▪ SAP HANA 모델링을 위한 단계별 데이터베이스 View
▪ HANA 를 위한 데이터 프로비젼 및 어플리케이션 실행 관련

교육기간

2 일(14 시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 SAP HANA 신규 사용자, Application 컨설턴트, Technology 컨설턴트,
▪ SAP HANA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프로젝트 관리자
Unit 1: Describing SAP HANA
Lesson: Understanding the Need for a Modern Digital Platform
Lesson: Describing How SAP HANA Powers a Digital Platform
Unit 2: Architecture of SAP HANA
Lesson: Outlining Components of SAP HANA
Lesson: Working with SAP HANA interfaces
Lesson: Understanding Key Features of the SAP HANA Database
Lesson: Describing High Availability
Unit 3: Analytical Processing with SAP HANA
Lesson: Understanding Core Modeling with SAP HANA
Lesson: Advanced Analytics with SAP HANA

교육내용

Unit 4: Data Management with SAP HANA
Lesson: Implementing Data Tiering
Lesson: Describing Data Acquisition Tools
Unit 5: Developing and Running Applications on SAP HANA
Lesson: Running SAP Enterprise Suites on SAP HANA
Lesson: Connecting SAP Business Intelligence Tools to SAP HANA
Lesson: Running SAP Business Warehouse on SAP HANA
Lesson: Developing Custom SQL Data Warehouses with SAP HANA
Lesson: Building Native HANA Applications
Unit 6: Appendix
Lesson: Develop Your SAP HANA Skills
Lesson: Glo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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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HA150] SAP HANA 2.0 - SQL and SQLScript for SAP HANA
▪ 이 과정은 SAP HANA 데이터베이스에서 SQL 및 SQLScript 를 사용한 프로그래밍을 다루며 declarative 및

교육개요

imperative code 작성을 위한 모든 내용을 학습합니다. 또한 권장되는 접근 방법의 사용법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Push down data intensive tasks to the SAP HANA database using SQL and SQL Script

교육목적

▪ 고급 SQL Script 기술을 사용하여 코딩하는 방법 이해
▪ 최적의 SQL 및 SQL Script 작성
▪ SQL 및 SQL Script 코드 디버그 및 분석

교육기간

3 일(21 시간)

선수지식

▪ HA100 - SAP HANA Introduction
▪ 시스템 관리자

교육대상

▪ SAP 기술 컨설턴트
▪ 데이타베이스 관리자
Unit 1: Getting Started
Lesson: What Is SQL and SQLScript?
Lesson: Understanding XS Advanced and HDI
Lesson: Working with the SAP Web IDE for SAP HANA
Lesson: Understanding the Course Data
Unit 2: SQL Logic Containers
Lesson: Creating User-Defined Functions
Lesson: Creating Database Procedures
Lesson: Trapping Errors in SQLScript
Lesson: Creating User-Defined Libraries
Unit 3: Declarative Logic
Lesson: Using Declarative Logic
Unit 4: Imperative Logic

교육내용

Lesson: Implementing Imperative Logic
Unit 5: Temporal Tables
Lesson: Working with Temporal Tables
Unit 6: OLAP Operations
Lesson: Using OLAP Analytic Features
Unit 7: Working with Hierarchies
Lesson: Working with Hierarchies
Unit 8: Troubleshooting and Best Practices
Lesson: Understanding Tools for Troubleshooting
Lesson: Following Best Practices
Unit 9: APPENDIX - Basic SQL for Beginners
Lesson: Understanding Motivation and Basic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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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Using Data from a Table or View
Lesson: Understanding NULL Values
Lesson: Aggregating Data
Lesson: Understanding Unions and Joins
Lesson: Sub Queries
Lesson: Changing Data Stored in Tables
Lesson: Defining How Data Is Stored
Lesson: Using Views for Data Access
Lesson: Defining Data Access
Lesson: Explaining Database Transactions

교육명

[HA201] SAP HANA 2.0 - High Availability and Disaster Tolerance Administration
▪ 본 과정은 High Availability 와 Disaster Tolerance 관점에서 SAP HANA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모든 주요
관리 기능을 다루는 Advanced 과정입니다. 강의 및 실습을 통해 스케일아웃(scale-out) 및 자동 호스트
페일오버, SAP HANA 스토리지 및 시스템 복제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고,셋업을 위한 설치 및 컨피규레이션

교육개요

방법을 학습합니다. 본 과정을 통해 SAP HANA Multitenant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테넌트 생성, 시작/중지,
삭제, 백업, 복원와 같은 관리 작업을 학습하며 더 나아가 SAP HANA python 스크립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SAP HANA 플랫폼에서 시스템 관리를 수행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과정으로, SAP NetWeaver Administration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 Slave Node 또는 Master Node 에러가 SAP HANA 스케일아웃(scale-out)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교육목적

▪ SAP HANA 시스템 복제 설치 및 구성
▪ SAP HANA 멀티테넌트 기능 (데이터베이스에서 테넌트 생성, 시작/중지, 삭제, 백업, 복구 작업 수행)
▪ SAP HANA python 스크립트 이해

교육기간
선수지식

3 일(21 시간)
▪ HA200: SAP HANA Installation & Operation 수강자
▪ Linux 운영 체제 사용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경험이 있으면 과정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 시스템 관리자

교육대상

▪ SAP 기술 컨설턴트
▪ 데이타베이스 관리자
SAP HANA High Availability Features Overview
┕ Explaining the SAP HANA High Availability Features
┕ Exploring Fault Recovery in SAP HANA
┕ Exploring Disaster Recovery in SAP HANA
SAP HANA Fault Tolerance
┕ Explaining SAP HANA Scale-out
┕ Installing High Available SAP HANA

교육내용

┕ Reconfiguring a Scale-out SAP HANA System
┕ Understanding Failure of a SAP HANA Slave Node
┕ Understanding Failure of the SAP HANA Master Node
┕ Removing a Host from a Scale-out System
┕ Adding a Host to a Scale-out System
Scale-out and Multitenant Database Containers
┕ Creating a Scale-out Tenant
┕ Starting and Stopping Tenants

160

┕ Backing up a Tenant
┕ Deleting a Scale-out Tenant
┕ Restoring a Tenant Database
SAP HANA Disaster Tolerance
┕ Introducing SAP HANA Disaster Tolerance
┕ Explaining SAP HANA Storage Replication
┕ Explaining SAP HANA System Replication
┕ Setting up SAP HANA System Replication
┕ Setting up Active/Active System Replication
┕ Explaining Tenant Replication
Python Support Scripts
┕ Using Python Support Scripts in SAP HANA

교육명

교육개요

[HA215] SAP HANA 2.0 - Using Monitoring Performance Tools
▪ 본 과정은 SAP HANA 시스템의 성능 문제, 모델 및 Statement 를 분석하고 SAP HANA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한 workload 관리 방법을 학습합니다.
▪ SAP HANA Cockpit 을 이용한 리소스 문제 분석
▪ 캡처 및 재생 기능 사용

교육목적

▪ workload 분석 기능 사용
▪ workload 관리 구성
▪ 디버그 뷰를 이용한 Statement 및 모델 분석, 계획 설명 및 계획 시각화
▪ Solution Manager 및 기술 모니터링 Cockpit 을 사용한 SAP HANA 모니터링

교육기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2 일(14 시간)
▪ SAP HANA, 관리 및 모니터링 도구에 대한 기본 경험
▪ 데이터 모델링 및 SQL 에 대한 기본 경험
▪ Developer Consultant
▪ System Administrator
Emergency Analysis and Troubleshooting
┕Handling System Offline Situations
┕Handling System Hang bu Reachable Situations
┕Analyzing a Suddenly Slow System
Structural System Performance Root Cause Analysis
┕Analyzing Memory Issues

교육내용

┕Analyzing CPU Issues
┕Analyzing Expensive Statements Issues
┕Analyzing Disk and I/O Issues
Proactive Monitoring and Performance Safeguarding
┕Configuring the SAP HANA Alerting Framework
┕Setting up SAP HANA Workload Management
┕Using SAP HANA Capture and Re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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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HA240] SAP HANA 2.0 - Authorizations, Scenarios & Security Requirements
▪ 본 과정을 통하여 권한 설정, 보안 및 통합 시나리오에 대하여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REPOSITORY,

교육개요

AUTHORIZATION, Governance, Risk 와 Compliance 등 보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학습합니다. 또한 주요
시나리오를 HANA 보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도록 합니다.

교육목적
교육기간

▪ SAP HANA 이해와 운영기술
▪ SAP HANA 운영시나리오별 인증/보안/유저관리 실습
3 일(21 시간)

선수지식
▪ 시스템 관리자
교육대상

▪ 유지 보수 담당자
▪ 프로젝트 개발팀원
Unit 1: SAP HANA Overview
Lesson: Introducing SAP HANA
Lesson: Understanding SAP HANA Implementation Scenarios
Lesson: Outlining Security Functions
Lesson: Describing Security Administration Tools
Unit 2: Network and Communication Security
Lesson: Describing Communication Channels
Lesson: Securing Data Communications
Unit 3: Certificate Management
Lesson: Describing Certificate Management in SAP HANA
Unit 4: Data Storage Security
Lesson: Describing Data-at-Rest Encryption
Unit 5: Object Ownership
Lesson: Understanding Object Ownership

교육내용
Unit 6: User Management
Lesson: Comparing User Types
Lesson: Describing User Administration Tools
Lesson: Understanding User Groups
Unit 7: Authentication and Single Sign-On
Lesson: Understanding Authentication and Single Sign-On Mechanisms
Unit 8: Elements of Application Development in XS Advanced
Lesson: Introducing Application Development Tools
Lesson: Describing the Multi-Target Application
Lesson: Using the CDS Entity
Unit 9: Elements of Application Development in XS Classic (optional)
Lesson: Introducing SAP HANA Repository (optional)
Unit 10: Authorizations
Lesson: Describing Authorization in SAP H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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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Describing Privileges
Lesson: Managing Roles
Lesson: Describing Analytic Privileges in XS Classic (optional)
Lesson: Understanding Cross-Database Authorizations in Tenant Databases
Lesson: Describing Data Masking
Lesson: Describing Anonymization
Lesson: Describing LDAP Group Authorization
Lesson: Setting up and Analyzing an Authorization Trace
Unit 11: Analyzing Users and Authorizations
Lesson: Viewing Information about Users and Authorizations
Unit 12: Auditing
Lesson: Using Audit Logging
Unit 13: Security for SAP HANA Extended Application Services, Classic Model (optional)
Lesson: Describing SAP HANA Extended Application Services Security and Application Privileges (optional)
Unit 14: Security for SAP HANA Extended Application Services, Advanced Model
Lesson: Describing SAP HANA Extended Application Services, Advanced Model Security
Unit 15: SAP BW Models in SAP HANA
Lesson: Understanding SAP BW Models in SAP HANA
Unit 16: Integration with SAP BusinessObjects BI (optional)
Lesson: Understanding Authentication Options and User Management Implications for the Integration of SAP
BusinessObjects BI 4.X and SAP HANA (optional)
Unit 17: SAP HANA with ERP or S/4HANA and the Analytics Authorization Assistant (optional)
Lesson: Describing SAP HANA with ERP or SAP S/4HANA and the Analytics Authorization Assistant (optional)
Unit 18: Integration with SAP GRC (optional)
Lesson: Outlining SAP GRC Integration for Governance, Risk and Compliance (optional)
Unit 19: Integration with SAP Identity Management (optional)
Lesson: Understanding SAP Identity Management Integration (op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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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HA250] SAP HANA 2.0 - Database Migration
▪ 본 과정은 DMO 을 이용한 One Step Migration 을 소개하고, 실습과정을 진행합니다. SAP 시스템을 SAP

교육개요

HANA 데이터베이스로 업데이트 및 마이그레이션하는 절차 준비 및 프로세스 기술의 세부 사항에 대해
학습합니다.
▪ DMO 사용 방법

교육목적

▪ SAP HANA 로의 마이그레이션
▪ 여러 종류의 마이그레이션 단계별 준비 및 방법 학습

교육기간

2 일(14 시간)
▪ Software Update Manager(SUM) 사용 경험

선수지식

▪ 추천과정: HA100: SAP HANA Introduction
▪ TADM70: SAP System: Operating System and Database Migration
▪ 시스템 관리자

교육대상

▪ 유지 보수 담당자
▪ 프로젝트 개발팀원
Unit 1: Getting Familiar with Database Migration Option (DMO)
Lesson: Listing DMO Benefits
Lesson: Explaining DMO Basics
Unit 2: Preparing Database Migration Option (DMO) Procedure
Lesson: Preparing the File System for DMO
Lesson: Configuring SAP Host Agent for DMO
Lesson: Examining the SUM UI
Unit 3: Configuration of Database Migration Option (DMO) Procedure
Lesson: Starting with Roadmap Step 1 - Extraction

교육내용

Lesson: Continuing with Roadmap Step 2 - Configuration
Lesson: Continuing with Roadmap Step 3 - Checks
Lesson: Continuing with Roadmap Step 4 - Preprocessing
Lesson: Listing DMO Procedure Steps
Lesson: Monitoring the Migration
Lesson: Continuing with Roadmap Step 5 - Execution
Lesson: Continuing with Roadmap Step 6 - Postprocessing
Unit 4: Planning Aspects of Database Migration Option (DMO)
Lesson: Resetting the DMO Procedure
Lesson: Tuning the DMO Downtime
Lesson: Explaining the DMO Release Schedule
Lesson: Listing Migration Options to SAP H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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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HA400] SAP ABAP Programming for SAP HANA
▪ 본 과정은 SAP HANA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ABAP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교육개요

최적화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본 과정을 수강하시기 전에, HA100, BC400, BC401 과정을 학습하면, 본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본 과정을 통해 다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육목적

▪ Eclipse 환경에서의 SAP HANA ABAP 개발 능력 확보
▪ ABAP Managed Database Procedures 의 생성 및 사용과 디버깅
▪ HANA Fuzzy Search 등 유용한 ABAP 개발의 활용

교육기간

▪3 일(21 시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 개발자 및 개발 컨설턴트
▪ HANA 를 이용한 ABAP 기반 애플리케이션 최적화 프로그램 코드 점검 또는 구축이 필요한 사람
Introduction
┕ SAP HANA Basics and Technical Concepts
┕ Introducing the SAP HANA Studio
┕ Introducing the ABAP Development Tools (ADT)
┕ Introducing the EPM Sample Application
Taking ABAP to SAP HANA
┕ SAP HANA as Secondary Database– Access via Open SQL
┕ Preparing for SAP HANA
┕ Guided Performance Analysis
┕ Performance Rules and Guidelines for SAP HANA
Database Independent Code-to-Data
┕ Classical Open SQL and Its Limitations
┕ ABAP Database Connectivity (ADBC)
┕ Native SQL Syntax
┕ Working with Views in SAP HANA Studio
┕ Consuming SAP HANA Views using Native SQL
┕ Working with Database Procedures in SAP HANA Studio

교육내용

┕ Calling SAP HANA Procedures in ABAP
Code-to-Data with ABAP 7.4
┕ New Open SQL
┕ Core Data Services in ABAP
┕ Associations in Core Data Services
Consuming SAP HANA Objects in ABAP
┕ Working with Views in SAP HANA Studio
┕ Consuming SAP HANA Views using Native SQL
┕ Working with Database Procedures in SAP HANA Studio
┕ Calling SAP HANA Procedures in ABAP
SAP HANA Proxy Objects
┕ Accessing SAP HANA Views via ABAP Dictionary External Views
┕ Calling SAP HANA Procedures via ABAP Database Procedure Proxies
┕ Transport of SAP HANA Objects
Advanced Topics
┕ Using SAP HANA Full Text Search
┕ ABAP List Viewer with Integrated Database Access (ALV IDA)
Case Study: Optimize a Report on Flight Customer Revenue
┕ Optimizing a Report with CDS View and ALV 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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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Other New ABAP Language Elements
┕ Additional ABAP Language Enhan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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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HANA

교육명

[EWM100] SAP Processes in SAP Extended Warehouse Management
▪ 본 과정은 SAP Extended Warehouse Management(EWM)를 학습하는 과정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다룹니다.

교육개요

▪ 본 과정을 학습하면, 주요 비즈니스 프로세스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고, SAP EWM 의 가장 중요한 특징과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구성(Configuration) 및 통합(Integration)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본 과정을 학습하기 전에 Delivery Processes(SCM610), Core Interface APO(SCM210), SAP Supply Chain
Management Solution Overview(SAPSCM)을 학습하면 과정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육목적

▪ Extended Warehouse Management 의 주요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

5 일(35 시간)

선수지식
▪ Application Consultant
교육대상

▪ Project Manager
▪ Systems Architect
Unit 1: Warehousing Structures and Master Data
Lesson: Differentiating the SAP Solutions for Warehouse Management
Lesson: Outlining Organizational Structures
Lesson: Maintaining Master Data for SAP EWM
Unit 2: Basic Processes in SAP EWM
Lesson: Processing Goods Received
Lesson: Processing Goods for Shipping
Unit 3: Warehouse Monitoring and Processing with Mobile Devices
Lesson: Managing the Warehouse
Lesson: Outlining the Radio Frequency (RF) Framework
Unit 4: Additional Functions in SAP EWM
Lesson: Applying Storage Control
Lesson: Employing Serial Numbers
Lesson: Processing Batches
Lesson: Mapping Quality Inspection Processes

교육내용

Lesson: Applying Value-Added Services
Unit 5: Warehouse Organization
Lesson: Performing Slotting
Lesson: Applying Replenishment Methods
Lesson: Performing a Physical Inventory
Unit 6: Optimization of Resources
Lesson: Applying Wave Management
Lesson: Applying Labor Management
Lesson: Executing the Production Supply Process
Lesson: Executing Expected Goods Receipts Processes
Lesson: Applying Cross Docking
Unit 7: Warehouse Extensions
Lesson: Planning the Shipping and Receiving of Products
Lesson: Controlling the Material Flow System (MFS)
Unit 8: SAP Best Practices
Lesson: Accelerating Implementation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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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9: Combined Inbound and Outbound Processes
Lesson: Executing an End-to-End Process with SAP EWM

교육명

[EWM110] Basic Customizing in SAP EWM

교육개요
교육목적

▪ Configure and use major features of SAP Extended Warehouse Management

교육기간

5 일(35 시간)

선수지식

▪ 필수 선행 과정
▪ EWM100 (Processes in SAP Extended Warehouse Management)
▪ Application Consultant

교육대상

▪ Program/Project Manager
▪ Solution Architect
•SAP Extended Warehouse Management (SAP EWM) System Environment
•Outlining the Basics of SAP EWM
•Integration
•Setting Up the Integration Between SAP ERP and SAP EWM and the Delivery Document Integration
•Structural Elements and Master Data
•Creating Structural Elements, Storage Bins, and Work Centers in SAP EWM
•Transferring Master Data from SAP ERP to SAP EWM
•Creating Warehouse Product Master Data and Packaging Specifications
•Warehouse Process Types
•Applying Warehouse Process Types
•Goods Receipt

교육내용

•Configuring Direct Putaway
•Applying Putaway Rules and Checking Capacities
•Goods Issue
•Applying the Stock Removal Strategies
•Configuring Exception Handling and Combining Items in Waves
•Storage Control
•Configuring Process-Oriented Storage Control and Understanding Layout-Oriented Storage Control
•Warehouse Order Creation
•Creating Warehouse Orders
•Posting Changes, Stock Transfers, and Replenishment
•Physical Inventory
•Slotting
•Post Processing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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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EWM120] Customizing Additional Topics in SAP Extended Warehouse
Management

교육개요
▪ Configure settings for complex processes like value added services, cross docking or yard management in
교육목적

Extended Warehouse Management.
▪ Describe the optimization of resources and the integration of material flow system and transportation
planning.

교육기간

5 일(35 시간)
필수 선행 과정

선수지식

▪ EWM100 - SAP Extended Warehouse Management
▪ EWM110 - SAP Extended Warehouse Management Customizing
Application Consultants

교육대상

Business Analyst
Program/Project Manager
Solution Architects
•EWM Analytics
•Monitoring and Analyzing the Warehouse
•Extension of Work with Deliveries
•Setting Up Value-Added Services
•Setting Up Cross-Docking
•Creating Direct Outbound Deliveries
•Work with Packed Materials
•Use Stock Specific Unit of Measure
•Plan Cartonization
•Create Items for Packaging Materials
•Warehouse Expansion
•Managing Shipping and Receiving
•Setting Up the Determination of Staging Areas, Doors, and Routes

교육내용

•Planning Transportation
•Optimization of Resources and Processes
•Setting Up Travel Distance Calculation
•Using Mobile Devices
•Managing Resources
•Optimizing Resources
•Setting Up the Pick, Pack, and Pass Process
•Control of Physical Movements in the Warehouse
•Setting Up Layout-Oriented Storage Control
•Integrating a Material Flow System
•Extension of Work with Special Products
•Using Serial Numbers
•Kitting in EWM
•Using Batch-Managed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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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KABAP300] SAP [아카데미] ABAP All: Application Development <인증시험
포함>
▪ 본 과정은 ABAP Workbench 의 기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ABAP 의 확장된 개념을 통한 개발과

교육개요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교육과정입니다. SAP 아카데미 과정으로 ABAP 개발을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요소를 모두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 ABAP Workbench 의 기초에 대한 이해

교육목적

▪ ABAP Workbench 의 확장된 개념을 통한 개발 및 커스터마이징
▪ 새로운 SAP ABAP 기술의 습득 및 NW 시험대비반

교육기간

▪ 25 일(1 일 7 시간, 총 175 시간)

선수지식
▪ 일반 사용자
교육대상

▪ 유지 보수 담당자
▪ 프로젝트 개발팀원
SAP Systems
┕Explaining the Key Capabilities of SAP NetWeaver
┕Explaining the Architecture of an SAP System, AS ABAP and AS Java
SAP Portfolio Overview
┕Identifying the Components of the SAP Applications Portfolio
Navigation Basics
┕Navigating with SAP GUI for Windows in AS ABAP Systems
SAP User Interfaces
┕Accessing AS ABAP Systems with SAP GUI
System Core
┕Explaining AS ABAP and AS Java System Architecture
┕Identifying the Processes of an AS ABAP System
┕Processing User Requests in AS ABAP
┕Explaining Additional Processes of an AS ABAP System
Communication and Integration Technologies

교육내용

┕Describing Communication with Remote Function Call (RFC) Based Technology
┕Describing the Basics of Web Services
┕Describing OData in SAP
Flow of an ABAP Program
┕Describing the Processing of ABAP Programs
ABAP Workbench
┕Introducing the ABAP Workbench
┕Organizing ABAP Development Projects
┕Developing ABAP Programs
┕Finalizing ABAP Development Projects
Basic ABAP Language Elements
┕Defining Elementary Data Objects
┕Using Basic ABAP Statements
┕Analyzing Programs with the ABAP Debugger
Modularization Techniques in ABAP
┕Explaining Modularization
┕Defining and Calling Subrout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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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ing Function Modules
┕Creating Function Modules
┕Describing Business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 (BAPIs)
┕Calling Methods of Global Classes
┕Creating Global Classes and Static Methods
┕Using Local Classes
Complex Data Objects
┕Using Structured Data Objects
┕Using Internal Tables
Data Modeling and Data Retrieval
┕Explaining Data Models
┕Retrieving Single Database Records
┕Retrieving Multiple Database Records
┕Describing Other Aspects of Database Access
┕Implementing Authorization Checks
Classic ABAP Reports
┕Implementing ABAP Lists
┕Implementing Selection Screens
┕Implementing Events of ABAP Reports
Program Analysis Tools
┕Improving the Quality of ABAP Code with the Code Inspector
Program Calls and Memory Management
┕Calling Programs Synchronously
┕Describing the ABAP Runtime and Memory Management
ABAP Open SQL
┕Implementing Complex WHERE Conditions and Special INTO Clauses
┕Processing and Aggregating Datasets on the Database
┕Selecting Data from Multiple Database Tables
Introduction to the ABAP Dictionary
┕Describing the ABAP Dictionary
Data Types in the ABAP Dictionary
┕Creating Domains and Data Elements
┕Creating Flat Structures
┕Creating Table Types and Deep Structures
┕Creating Type Groups
Database Tables
┕Creating Transparent Tables
┕Defining Cluster Tables and Pooled Tables
Performance During Table Access
┕Creating Database Table Indexes
┕Setting Up Table Buffering
Input Checks
┕Creating Fixed Values
┕Defining Foreign Keys to Perform Input Checks
┕Creating Text Tables
Dictionary Object Dependencies
┕Differentiating Between Active and Inactive Dictionary Objects
┕Identifying Dependencies with ABAP Dictionary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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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hanges
┕Performing a Table Conversion
┕Enhancing Tables Using Append Structures
Views and Maintenance Views
┕Creating Database Views
┕Creating Maintenance Views
┕Creating View Clusters
Search Helps
┕Creating Search Helps
┕Applying Advanced Search Help Techniques
Selection Screens
┕Implementing a Selection Screen
┕Implementing Multiple Selection Screens
┕Implementing Input Checks and Creating Variants
Introduction to Screen Programming
┕Explaining the User Dialog Programming Model
┕Introducing Screen Programming
┕Creating Screens and Screen Elements
┕Modifying Screens at Runtime
┕Designing Screen Sequence
┕Calling a Dialog Box Dynamically
The Program Interface
┕Explaining User Interfaces
┕Setting a GUI Title and a GUI Status
Simple Screen Elements
┕Creating Screen Elements for Output
┕Creating Input/Output Fields
┕Defining Checkboxes and Radio Button Groups
┕Creating Pushbuttons
Screen Error Handling
┕Handling Errors Using Dialog Messages and Field Input Checks
┕Handling Errors Using Navigation and Input Help
Subscreens
┕Creating Subscreens
Tabstrip Controls
┕Creating Tabstrip Controls
┕Programming Tabstrip Controls
Introduction to ABAP Reports
┕Using Standard Reports
┕Implementing a Simple List
Selection Screens
┕Implementing a Selection Screen
┕Implementing Multiple Selection Screens
┕Implementing Input Checks and Creating Variants
┕Modifying the Selection Screen at Runtime
SAP List Viewer (ALV) Creation
┕Using ALV Functionality
┕Preparing the Container Screen for an ALV Gri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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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ing Data using an ALV Grid
ALV Design
┕Programming Layout Variant Functionality in the ALV Grid
┕Changing the Layout of the ALV Grid
┕Adapting the Appearance of the ALV Grid
┕Adapting the ALV Grid Control using the Field Catalog
ALV Events and Methods
┕Handling Events of the ALV Grid Control
┕Handling Additional Events of the ALV Grid
┕Calling Additional Methods of the ALV Grid
┕Implementing Context Menus for the ALV Grid
Data Retrieval With Logical Databases
┕Explaining the Functionality of Logical Databases
┕Retrieving Data using Logical Databases
┕Using Advanced Functionality of Logical Databases
Data Retrieval without Logical Databases
┕Reading Data from Multiple Database Tables
┕Implementing Aggregate Functions and Grouping in a SELECT Statement
┕Implementing HAVING and ORDER BY Clauses in SELECT Statements
The Call of Other Programs from ABAP Reports
┕Calling Programs and Passing Data
Background Processing
┕Performing Background Processing
ALV Object Model (OM)
┕Displaying Data with the ALV Object Model
┕Adapting the ALV Object Model Output
┕Adapting the Properties of an ALV
Database Updates with ABAP Open SQL
┕Database Updates with ABAP Open SQL
Database Change Bundling
┕Grouping Database Changes
SAP Locking
┕Creating Lock Objects and Lock Modules
┕Setting and Releasing Locks
┕Working with the Different Lock Modes
Organization of Database Updates
┕Performing Database Changes from Within the Application Program
┕Performing Database Changes Using the Update Technique
┕Applying Further Features of the Update Technique
LUWs Across Multiple Programs
┕Extending LUWs Across Multiple Programs
Number Assignment
┕Assigning Numbers
┕Using Advanced Features of Number Assignment
Database Change Logging
┕Logging Database Changes
Object Services
┕Applying Object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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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 Tables
┕Working with the Different Lock Modes
Program-Controlled Program Calls
┕Calling Programs Synchronously and Transferring Data Between Them
Introduction to Object-Oriented Programming
┕Explaining the Object-Oriented Programming Model
┕Analyzing and Designing with Unified Modeling Language (UML)
Fundamental Object-Oriented Syntax
┕Creating Local Classes
┕Creating Objects
┕Accessing Methods and Attributes
┕Implementing Constructors in Local Classes
┕Implementing Class Constructors in Local Classes
Inheritance and Casting
┕Implementing Inheritance
┕Implementing Upcasts Using Inheritance
┕Implementing Polymorphism Using Inheritance
┕Implementing Downcasts Using Inheritance
Interfaces and Casting
┕Defining and Implementing Local Interfaces
┕Implementing Polymorphism Using Interfaces
┕Integrating Class Models Using Interfaces
Object-Oriented Events
┕Implementing Events in Local Classes
┕Implementing Events in Local Interfaces
Object-Oriented Repository Objects
┕Creating Global Classes
┕Defining and Implementing Global Interfaces
┕Implementing Inheritance in Global Classes
ABAP Object-Oriented Examples
┕Using the ABAP List Viewer (ALV)
┕Describing Business Add-Ins (BAdIs)
Class-Based Exceptions
┕Explaining Class-Based Exceptions
┕Defining and Raising Exceptions
┕Implementing Advanced Exception Handling Techniques
Object-Oriented Design Patterns
┕Implementing Advanced Object-Oriented Techniques
┕Implementing the Singleton Pattern
┕Implementing Factory Classes Using Friendship
Program Calls and Memory Management
┕Using Shared Objects
Dynamic Programming
┕Using Generic Data Types
┕Describing Data Types, Data Objects, and Objects at Runtime
┕Creating Data Types, Data Objects, and Objects at Runtime
Adjustment of SAP Standard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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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sting SAP Standard Software
┕Describing Classic Enhancement Types
Enhancement of Dictionary Elements
┕Enhancing Tables Using Append Structures and Customizing Includes
┕Enhancing Texts of Data Elements
Customer Exits
┕Describing Enhancement Projects
┕Enhancing Programs Using Program Exits
┕Enhancing Menus Using Menu Exits
┕Enhancing Screens Using Screen Exits
Classic Business Add-Ins
┕Describing an ABAP Objects Interface
┕Describing Classic Business Add-Ins (BAdIs)
┕Explaining Additional Details of Business Add-Ins (BAdIs)
New Business Add-Ins
┕Describing the Change from Classic BAdIs to New BAdIs9999
┕Using New Business Add-In (BAdI) Program Exits
┕Using New Business Add-In (BAdI) Menu Exits
┕Using New Business Add-In (BAdI) Screen Exits
┕Using New Business Add-Ins (BAdIs)
Explicit Enhancement Options
┕Describing the Enhancement Framework
┕Using Explicit Enhancements
Implicit Enhancements
┕Explaining Implicit Enhancements
┕Implementing Implicit Enhancements in Function Modules
┕Implementing Implicit Enhancements in Global SAP Classes
┕Using Other Implicit Enhancements
┕Using Composite Enhancements
Modifications of the SAP Standard Application
┕Modifying SAP Standard Software
┕Modifying Applications using the Modification Assistant
┕Implementing User Exits
┕Adjusting Modifications
Introduction to Web Dynpro
┕Outlining the Benefits of Web Dynpro
┕Displaying Web Dynpro Component Architecture
┕Navigating Between Views
┕Creating View Assemblies
┕Identifying Web Dynpro Entities and Relationships
Web Dynpro Controllers19Outlining Controller Types and Entities
Web Dynpro Context
┕Creating Context Nodes
┕Setting Context Node Properties
┕Sharing Data Between Controllers with Context Mapping
Web Dynpro User Interface
┕Defining the View Layout
┕Controlling UI Element Behavior with Data B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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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Composite UI Elements25
Controller and Context Programming
┕Outlining Controller Methods and Attributes
┕Accessing the Context at Runtime with Controller Methods
┕Adding New Elements to a Context Node
┕Implementing Supply Functions
Certification Exam

교육명

[KBC300] SAP [아카데미] BC All: Core Platform Technology <인증시험 포함>
▪ 본 과정은 SAP 시스템 관리자를 위한 과정으로써, ERP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Resources 에 대한
Administration, Monitoring 및 Performance 분석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과정입니다.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SAP

교육개요

시스템 관리자로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지식 및 능력을 갖추게 되며, 인증시험을 통해 SAP 시스템
관리자 컨설턴트 자격을 얻게 됩니다. 시스템관리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과정이므로 과정에 앞서 시스템 관련
기초 지식이 필요합니다.
▪ SAP 시스템 관리자 Task 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지식 습득

교육목적

▪ SAP 컨설턴트 양성과정으로서 일반 이론 교육은 물론 시스템 구성방법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 인증시험까지 합격하신 분은 SAP 에서 인정하는 컨설턴트 자격을 얻게 됩니다.

교육기간

25 일(175 시간)

선수지식
▪ SAP 시스템 관리 컨설턴트 희망자
교육대상

▪ SAP 시스템 관리자
▪ SAP 시스템 관리 프로젝트 관련자
SAP Systems
┕Explaining the Key Capabilities of SAP NetWeaver
┕Explaining the Architecture of an SAP System, AS ABAP and AS Java
Navigation Basics
┕Navigating with SAP GUI for Windows in AS ABAP Systems
┕Navigating with a Browser in AS Java Systems
SAP User Interfaces
┕Accessing AS ABAP Systems with SAP GUI
┕Accessing SAP Systems using Other User Interfaces
System Core

교육내용

┕Explaining AS ABAP and AS Java System Architecture
┕Identifying the Processes of an AS ABAP System
┕Processing User Requests in AS ABAP
┕Explaining Additional Processes of an AS ABAP System
┕Explaining the Processes of an AS Java System
ABAP Administration Fundamentals
┕Explaining the Architecture of SAP NetWeaver Application Server
┕Describing the Procedure of a System Logon (AS ABAP)
┕Configuring SAP Logon
┕Setting Up Logon Groups in AS ABAP
┕Operating Common System Administration Tasks
Fundamental Concepts of J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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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bing the Fundamental Concepts of Java
┕Describing the Architecture of the SAP NetWeaver Application Server (AS)
┕Outlining the Java Cluster Architecture
┕Describing the Internal Structure of AS Java
SAP Portfolio Overview
┕Identifying the Platform, Database, and User Experience in the SAP Technology Portfolio
┕Outlining Additional Components of the SAP Technology Portfolio
┕Identifying the Components of the SAP Applications Portfolio
SAP Start and Stop Procedures
┕Describing the Start and Stop Procedure of an SAP System
┕Describing the Start Process of the SAP NetWeaver AS ABAP
┕Starting and Stopping SAP Systems
┕Analyzing the AS ABAP Logs for a Failed System Start
┕Scheduling Downtime
AS Java Start and Stop Procedures
┕Starting and Stopping an AS Java
┕Evaluating the Tools for Starting and Stopping SAP Systems
┕Evaluating Load Balancing Options in the AS Java Environment
┕Operating the Java Startup and Control Framework
┕Analyzing the Logs of Start and Stop Processes of AS Java
SAP System Configuration
┕Analyzing System Profile Parameters
┕Maintaining Profile Parameters
┕Configuring Operation Modes
AS Java Basic Configuration
┕Identifying Administration Tools Used in Configuration
┕Maintaining the Basic Configuration of AS Java with the Config Tool
┕Configuring AS Java with SAP NetWeaver Administrator
┕Configuring the Properties of the Central Services Instance
┕Administering the ICM Process
Software Development in SAP Systems
┕Outlining the Data Structure of an AS ABAP System
┕Managing Transports in the ABAP Environment
┕Explaining ABAP Workbench Tools
┕Developing and Transporting an ABAP Repository Object
┕Developing Applications in AS Java
┕Developing Applications in Eclipse for ABAP
Technology Components for Browser-Based User Dialogs
┕Describing Internet Scenarios with SAP Systems
┕Describing the Internet Communication Manager (ICM)
┕Using the Internet Communication Framework (ICF)
┕Using the SAP Web Dispatcher
Advanced System Configuration
┕Administrating Web Services in AS ABAP
┕Setting Up Communication with SAPconnect
┕Setting Up Communication with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SMTP)
┕Explaining the Components of the SAP Gateway
┕Using ABAP SAP Central Services Instance (ASCS)
┕Using the Enqueue Replication Server (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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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Administration Fundamentals
┕Creating Users and User Groups
┕Maintaining Authorization Roles
┕Maintaining Login Parameters and User Info
┕Describing Advanced User Administration
User and Authorization Administration
┕Configuring the User Management Engine (UME)
┕Maintaining Users and Groups
┕Managing Java Authorization
┕Administrating Special Principles
┕Configuring the Logon Procedure of the AS Java
Infrastructure Security
┕Describing Network Security
┕Setting Up SSL
Communication and Integration Technologies
┕Describing Communication with Remote Function Call (RFC) Based Technology
┕Describing the Basics of Web Services
┕Describing OData in SAP
RFC Connections
┕Configuring Remote Function Calls
┕Setting Up Remote Connections
Java Connectors and Destinations
┕Creating Connections to Other Systems
┕Creating Connections to Other Systems with the Java Connector Architecture
System Monitoring and Troubleshooting
┕Explaining the Monitoring Architecture
┕Monitoring SAP Systems
┕Monitoring with SAP Solution Manager
┕Troubleshooting with Traces and Protocols
┕Developing a Troubleshooting Procedure
Monitoring
┕Monitoring AS Java
┕Connecting to a Central Monitoring System
┕Configuring Availability Monitoring
┕Viewing and Configuring the Log and Trace Files
┕Monitoring a System with SAP Solution Manager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Explaining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ALM)
┕Describing the Installation of an SAP System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Describing Application Lifecycle Management
┕Implementing Business Processes and Installing SAP Systems
┕Describing Business Process Operations
┕Maintaining SAP systems
Introduction to SAP Software Logistics
┕SAP System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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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Concept
┕System and Client Change Options
Setting Up an SAP System Landscape
┕Setting Up the Transport Management System (TMS)
┕Extended Transport Control
Creating and Exporting Transport Requests
┕Customizing and Customizing Projects
┕Transport Requests for Customizing
┕Customizing Procedure
┕Transport Requests for Development
┕Customer Development
┕Modifying SAP Objects
Importing Transport Requests
┕The Transport Process
┕Imports Using TMS
┕QA Approval Procedure and Transport Proposals
┕Import Process
┕Monitoring Tools
┕Cleaning up the Transport Directory
SAP Note Assistant, SAP Support Packages, SAP Enhancement Packages and SAP System Upgrades
┕SAP Note Assistant
┕SAP Support Packages
┕SAP Enhancement Packages and SAP System Upgrade
Client Tools
┕Client Copy and Client Transport Tools
┕Client Compare and Maintenance Tools
Enhanced Change and Transport System (CTS+)
┕Enhanced CTS – The Basic Idea
┕Configuration of the Change and Transport System for the enhanced CTS
┕Transport of non-ABAP Objects
Output Management
┕Configuring Printers in AS ABAP
┕Setting Up Logical Spool Servers
┕Managing Spool Requests
┕Managing Output Devices with Printing Assistant for Landscapes
Background Processing
┕Explaining Background Processing
┕Scheduling Time-Dependent Jobs
┕Scheduling Event-Dependent Jobs
┕Describing Special Options for Background Processing
┕Appendix: Describing Job Management Options
SAP System Architecture
┕Describing SAP Systems
┕Describing the Processes of an AS ABAP- and AS Java Based SAP System
┕Listing the SAP Systems You Will Install and Patch in This Course
Installation Preparation
┕Installing an SAP System Using Software Provisioning Manager (SW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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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lling an SAP System Using SAPinst
┕Preparing for the Installation
┕Considering SAP Recommendations Regarding the Use of Virtual Host Names
┕Preparing for the Installation of an SAP System on Windows
┕Preparing for the Installation of an SAP System on UNIX
SAP Front End Server Installation - AS ABAP
┕Installing an SAP Front End Server System
┕Installing an AAS for an SAP Front End Server System
SAP S/4HANA Installation - AS ABAP
┕Installing an SAP S/4HANA System
┕Installing an AAS for an SAP S/4HANA System
┕Installing an ERS for an SAP S/4HANA System
Post-Installation Activities - AS ABAP
┕Identifying Initial Post-Installation Steps
┕Setting up Support for the SAP System
┕Completing Additional Configuration Steps
┕Performing Further Setup Activities
┕Using Automated Setup of AS ABAP
┕Configuring an AS Java-Based SAP System
Patching SAP Systems Using SUM: Single System
┕Patching SAP Systems
┕Patching an SAP System Using SUM (Single System)
┕Generating New Program Loads using SGEN
Patching an SAP System Using SUM (Standard/Advanced)
┕Patching an SAP System Using SUM (Standard/Advanced)
SAP Solution Manager ABAP Installation - AS ABAP
┕Installing an SAP Solution Manager ABAP System
SAP Solution Manager Java Installation - AS Java
┕Installing an SAP Solution Manager Java System
Installation Planning
┕Planning an Installation
Enqueue Replication Server (ERS)
┕Managing an Enqueue Replication Server (ERS)
Database Overview
┕Reviewing Database Architecture
Exercise 1: Analyze Oracle Environment Variables
┕Connecting to the Database
Exercise 2: Establish Connection to the Database
┕Using Database Administration Tools
Exercise 3: Use Database Administration Tools
┕Administrating Oracle Instances
Exercise 4: Change Oracle Parameters
Backup, Restore, and Recovery
┕Reviewing a Backup Strategy
Exercise 5: Create a Backup Strategy
┕Reviewing Backup Tools
Exercise 6: Use Backup Tools
┕Performing Back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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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7: Perform Backups
┕Performing Restore and Recovery
Exercise 8: Perform Restore and Recovery to the System
┕Working with Advanced Backup Techniques
Monitors and Tools
┕Introducing Oracle Data Management
Exercise 9: Manage Oracle Tablespace Using SAP Tools
┕Managing Database System Check
Exercise 10: Perform Database System Checks
┕Explaining Computing Center Management System (CCMS) Alert Monitor
Space Management
┕Administering Tablespaces
Exercise 11: Performing Tablespace Administration
┕Performing Reorganization of Tables
Exercise 12: Work with Table Reorganization
┕Housekeeping and Troubleshooting
Exercise 13: Perform Housekeeping and Troubleshooting
Oracle Cache Management
┕Introducing Oracle System Global Area
Exercise 14: Activate Dynamic System Global Area
┕Introducing Automatic Oracle Program Global Area
Exercise 15: Activate Automatic PGA
Monitoring of the Database Instance
┕Working in the DBA Cockpit Performance Monitor
┕Using the DBA Cockpit to Monitor the Database
Exercise 16: Navigate in the DBA Cockpit Performance Monitor
Application Design Analysis
┕Understanding the Impact of Expensive SQL Statements
┕Using SM50/SM66 to Find Expensive SQL Statements
┕Using ST03N/STAD to Find Expensive SQL Statements
┕Using ST04 to Find Expensive SQL Statements
Exercise 17: Use ST04
┕Using SQL Trace to Find Expensive SQL Statements
Exercise 18: Use the SQL Trace to Find Expensive SQL Statements
┕Monitoring Exclusive Lock Waits
Exercise 19: Monitor Exclusive Lock Waits
Index Management and Optimization
┕Utilizing Indexes
┕Creating an Index
Exercise 20: Create an Index
Cost-Based Optimizer
┕Updating Statistics
┕Detecting Problems with Optimizer Statistics
Exercise 21: Detect Problems with Database Statistics
Exercise 22: Use the Cost-Based Optimizer
Analysis of Physical and Logical Layout
┕Defragmenting Indexes
Exercise 23: Detect and Resolve Fragmentation in Indexes
┕Working with I/O Co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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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 Configuration Analysis
┕Describing Data Buffer Utilization
Exercise 24: Estimate Data Buffer Utilization
┕Analyzing the Efficiency of Shared Pool
Exercise 25: Estimate the Efficiency of the Shared Buffer Pool
┕Monitoring the Automatic Program Global Area
Exercise 26: Monitor the Automatic PGA
Wait Interface and Automatic Workload Repository
┕Observing Oracle Wait Interface
Exercise 27: Monitor the Oracle Wait Interfaces
┕Reviewing the Automatic Workload Repository and Histories
Exercise 28: Use the Automatic Workload Repository
Certification Ex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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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P S/4HANA -Upskilling for SAP ERP Experts-

교육명

[S4F01] SAP Financial Accounting in SAP S/4HANA for SAP ERP FI
Professionals
▪ 본 과정은 SAP ERP Financial Accounting(FI)을 경험하신 분들에게 SAP S/4HANA 에서의 회계(Accounting)

교육개요

기능의 개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표준 SAP Fiori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SAP HANA
기반 재무회계(총계정원장, 자산회계 등) 새로운 기능을 구성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과정 학습을 위해서는
SAP ERP Financial Accounting 에 대한 Associate 수준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 SAP S/4HANA Financials 컴포넌트의 아키텍처

교육목적

▪ SAP HANA 기반의 재무회계 새로운 기능의 사용 및 구성 방법
▪ SAP S/4HANA 를 위해 만들어진 SAP Fiori 표준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 SAP S/4HANA Finance 의 Central Finance deployment 옵션

교육기간

2 일(14 시간)

선수지식

▪ SAP ERP Financial Accounting 의 Associate 과정

교육대상

▪ S/4HANA Financial Accounting 의 upskilliing 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컨설턴트, IT 담당자, 사용자
Overview of Financials for SAP S/4HANA
└Explaining the Purpose and Functions of SAP HANA and SAP S/4HANA
└Describing the New Architecture of Accounting
└Explaining the Purpose and Functions of SAP Fiori
└Outlining the Migration of Financials to SAP S/4HANA Finance
General Ledger Accounting
└Managing GL Accounts and Cost Elements in SAP S/4HANA
└Managing Ledgers in SAP S/4HANA

교육내용

Financial Closing
└Using the Accruals Management
Asset Accounting
└Analyzing the Posting Logic of new Asset Accounting
└Legacy Data Transfer Asset Accounting S/4HANA
Reporting Options
└Providing an Overview of Reporting Options
└Global Accounting Hierarchy
SAP S/4HANA Basic Cash Management
└SAP S/4HANA Basic Cash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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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교육개요

[S4F03] SAP Conversion of Accounting to SAP S/4HANA
▪ 본 과정은 S/4HANA 의 재무영역 컴포넌트에서의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를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Classic
GL 과 system 을 S/4HANA 로 Migration 하는 Customizing 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 마이그레이션의 선행 요구사항 이해

교육목적

▪ 마이그레이션 준비를 위한 시스템 구성
▪ 마이그레이션 단계 수행
▪ 마이그레이션 이후 즉시 변경사항

교육기간

2 일(14 시간)

선수지식

▪ S4F01(Financial Accounting in SAP S/4HANA) 또는 S4F02(Management Accounting in SAP S/4HANA)
▪ 재무 컨설턴트

교육대상

▪ 프로젝트 매니저
I▪ T 담당자 및 사용자
Journey to SAP S/4HANA with the Activate Methodology
└Introducing SAP S/4HANA
└Outlining the Conversion Journey
Preparation for Migration to SAP S/4HANA
└Explaining the Migration Process
└Analyzing the Conversion process per System Starting Point
└Preparing for Conversion to SAP S/4HANA
└Preparing for Business Partner Adoption (Customer Vendor Integration)
└Describing the SAP S/4HANA Installation Phase
Customizing Financials in SAP S/4HANA
└Configuring General Ledger Accounting
└Configuring new Asset Accounting

교육내용

└Migrating to New Asset Accounting
└Customizing Controlling for Account Based CO-PA
└Preparing for Migration Material Ledger
└Preparing for Migration of House Bank Accounts
└Preparing for Migration of Credit Management/Trade Finance
Conversion to SAP S/4HANA
└Migrating to the Universal Journal
└Finalizing Migration and Post Processing Business Partner
└Performing Post Migration Activities
Additional Topics for Migration
└Explaining Business Downtime Reduction with Near Zero Downtime (NZDT)
└Explaining Conversion Results
└Using new Asset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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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S4LG1] SAP Innovative Logistics Processes in SAP S/4HANA Enterprise
Management
▪ 본 과정은 S/4HANA Enterprise Management 의 혁신적인 물류 프로세스에 대해 학습하는 기본 필수
과정입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실행을 위한 다양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중 Fiori 에 대한 사용 및 SAP 사용자

교육개요

경험(SAP UX) 전략을 학습하고, Logistics 와 Manufacturing 영역의 전통적인 SAP Business Suite 과
Simplification 이라고 불리는 최신의 S/4HANA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를 학습하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마이그레이션 전략의 개괄적 개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육목적
교육기간
선수지식

▪ S/4HANA Enterprise Management 개괄
▪ S/4HANA Enterprise Management 로의 다양한 마이그레이션 전략의 개괄적 개요
2 일(14 시간)
▪ SAP Logistics 에 대한 Associate 수준의 지식
▪ S4H01: Introduction to SAP S/4HANA(SAP ECC 사용자를 위한 SAP S/4HANA Overview)
▪ Application Consultant
▪ Business Analyst
▪ Business Process Architect

교육대상

▪ Business Process Owner / Team Lead / Power User
▪ Executive
▪ Industry Specialist
▪ Program/Project Manage
Unit 1: SAP S/4HANA Enterprise Management: Motivation and Overview
└Explaining the Motivation Behind SAP S/4HANA
└Describing the Main Components of SAP S/4HANA Enterprise Management
Unit 2: SAP S/4HANA Enterprise Management: Simplification List
└Checking the Simplification List in SAP S/4HANA Enterprise Management
Unit 3: New User Experience: SAP Fiori UX
└SAP User Experience Strategy
Unit 4: SAP S/4HANA Enterprise Management: Planning
└Creating a Demand Planning Approach in SAP S/4HANA
└Executing the New Functionality in Material Requirements Planning (MRP) in SAP S/4HANA Enterprise
Management
└Integrating Advanced Planning

교육내용

Unit 5: SAP S/4HANA Enterprise Management: Execution
└Describing External Procurement and Inventory Management
└Executing Discrete Production in SAP S/4HANA Enterprise Management
└Learn How to Use the New Embedded Extended Warehouse Management (EWM)
└Exploring Order Fulfillment in SAP S/4HANA Enterprise Management
└Exploring Transportation Management
Unit 6: SAP S/4HANA Enterprise Management: Real-Time Analytics
└Analyzing Incoming Sales Orders in SAP S/4HANA
Unit 7: SAP S/4HANA Enterprise Management: System Conversion
└Checking the SAP Conversion Guide for SAP S/4HANA Enterprise Management
Unit 8: Enterprise Management: Summary
└Describing the Motivation behind SAP S/4HANA Enterprise Management
└Getting Further Information on SAP S/4HANA Enterpris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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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S4MA1] SAP S/4HANA Manufacturing - Functions & Innovations
▪ 본 과정은 S/4HANA Enterprise Management Manufacturing 솔루션의 기능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교육개요

과정입니다. S/4HANA manufacturing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S/4HANA 에서의 MRP(Materials Requirement
Planning)와 Manufacturing Execution 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 ECC 와의 기능차이를 설명하는
과정이 아닌 비즈니스 프로세스 중심으로 S4HANA 에서 활용되는 것을 설명하고 학습합니다.

교육목적
교육기간
선수지식

▪ S/4HANA manufacturing 기능 개괄
▪ S/4HANA 에서의 MRP(Materials Requirement Planning)와 Manufacturing Execution
3 일(21 시간)
▪ SAP ERP Planning and Production 의 Associate 과정
▪ S4LG1: Innovative Logistics Processes in SAP S/4HANA Enterprise Management
▪ Application Consultant
▪ Business Process Architect
▪ Business Process Owner / Team Lead / Power User

교육대상

▪ Development Consultant
▪ Enterprise Architect
▪ Industry Specialist
▪ Program/Project Manager
▪ Technology Consultant
SAP S/4HANA Enterprise Management (logistics): Overview
└Outlining the Scope of SAP S/4HANA Enterprise Management
SAP S/4HANA Enterprise Management: User Interface and Role Concept
└Using SAP S/4HANA Enterprise Management: UI and Role Concept
SAP S/4HANA Enterprise Management (Planning): Simplifications
└Introducing the Basics
└Understanding Basic Subcontracting
└Understanding Storage Location MRP
└Understanding Logistics_PP – External Interfaces
└Understanding the Graphical Planning Table
└Understanding the Logistics Information System (LIS)
└Understanding Integrated Business Planning (IBP)
└Understanding Simplified Sourcing

교육내용

└Understanding the Planning File and Planning Horizon
└Understanding the Total Dependent Requirements
SAP S/4HANA: Best Practice: The New MRP
└Outlining Customer’s Key Requirements: Challenges, Features, and Benefits
└Outlining the Value Proposition and Roadmap
└Understanding Material Requirements Planning
└Describing MRP on SAP S/4HANA: MRP Live
SAP S/4HANA: Best Practice: Production Methods
└Understanding SAP S/4HANA Best Practice: Make-to-Stock
└Understanding SAP S/4 HANA: Best Practise: Make-to-Order
└Explaining SAP S/4 HANA Best Practice: Planning on Assembly Level
PP/DS on S/4HANA
└Master Data and Alert Monitor
└Demand Management and Planning Strategies in PP/DS
└Productio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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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ed Scheduling

교육명

[S4PR1] SAP S/4HANA Sourcing & Procurement - Functions and Innovations
▪ 본 과정은 Procurement 에서의 S4HANA 주요 주제들을 다루는 과정으로 SAP S/4HANA Enterprise

교육개요

Management Sourcing and Procurement 의 특징 및 기능, 가치와 비즈니스 구현 가능 영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관련 Fiori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제공될 SAP S/4HANA Procurement
과정의 커리큘럼에 가장 기본이 되는 과정으로서 관련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교육목적
교육기간
선수지식

▪ S/4HANA Procurement 기능 개괄
▪ Fiori LaunchPad 를 활용한 Procurement 프로세스 수행
2 일(14 시간)
▪ SAP ERP Procurement 의 Associate 과정
▪ S4LG1: Innovative Logistics Processes in SAP S/4HANA Enterprise Management
▪ Application Consultant
▪ Business Process Architect
▪ Business Process Owner / Team Lead / Power User

교육대상

▪ Development Consultant
▪ Enterprise Architect
▪ Industry Specialist
▪ Program/Project Manager
▪ Technology Consultant
Overview and Master Data
└Explaining the Procure to Pay Solution Capabilities
└Describing the Business Partner Approach
└Listing Changes for the Material Master
Procurement Process
└Describing the Operational Procurement

교육내용

└Receiving Goods Receipts and Goods Movements
└Describing Invoices and Payables
└Describing Sourcing and Contract Management
└Explaining Supplier Information and Evaluation
Other new Functions and Changes in SAP S/4HANA
└Explaining Further SAP Fiori Apps
└Providing an Overview about Further New Functions and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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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교육개요

[S4SD1] SAP Functions & Innovations in SAP S/4HANA Sales
▪ 본 과정은 SAP S/4HANA 에서의 Sales 프로세스를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본 과정 학습을 위해서는 SAP ERP 의
Sales 프로세스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사전필수입니다.
▪ S/4HANA Sales 혁신 기능

교육목적

▪ SAP ERP 와 간소화 비교
▪ Fiori LaunchPad 를 활용한 Sales 프로세스 수행

교육기간
선수지식

2 일(14 시간)
▪ SAP ERP Sales and Distribution 의 Associate 과정
▪ S4LG1: Innovative Logistics Processes in SAP S/4HANA Enterprise Management
▪ Application Consultant

교육대상

▪ Project Manager
▪ Technology Consultant
Unit 1: SAP S/4HANA Enterprise Management: Sales Innovations Overview
Lesson: SAP S/4HANA Enterprise Management: Sales Innovations Overview
Unit 2: Business Roles and Business Catalogs in Sales and Billing
Lesson: Overview of Sales Roles, Sales Catalogs, and SAP Fiori for Sales
Unit 3: Simplifications in SAP S/4HANA Sales
Lesson: Overview
Lesson: Data Model Simplifications
Lesson: Business Partner Approach
Unit 4: Best Practices in Sales Order and Contract Management
Lesson: Advanced Available-To-Promise
Lesson: Sale from Stock

교육내용

Lesson: New Billing Functions
Lesson: Credit Management
Lesson: Revenue Accounting
Lesson: Settlement Management: Rebate
Lesson: New Customer Return and Credit Memo Functions
Unit 5: Performance Management and Analytics in SAP S/4HANA Sales
Lesson: Overview of Performance Management and Analytics in Sales
Lesson: SAP Smart Business for Sales Order Fulfillment
Lesson: Sales Planning and Controlling
Unit 6: Introduction to the Intelligent Core with Sales Examples
Lesson: An Introduction to Leonardo
Lesson: SAP CoPilot
Lesson: Intelligent Core Used in Sales in SAP Fiori A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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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P

교육명

[KHR300] SAP [아카데미] HR All: SAP Human Resource <인증시험 포함>
▪ 본 과정은 SAP HR 의 Core Process 의 Concept 및 인사 관리에 필요한 Customizing 사항을 학습하는

교육개요

과정입니다. System Menu 구성과 권한 관리에 대한 Concept 을 이해, 활용, Reporting Tool 에 대하여
학습합니다. HCM 솔루션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관련 Configuration 을
학습함으로써 기본 기능 및 주요 기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SAP HCM 에서의 주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해
▪ 임직원 데이터 유지보수 방법 개괄 이해
▪ SAP HCM 에서 인포타입 사용 방법과 트랜잭션 프로세스 지원 방법 이해
▪ 근태관리 프로세스 이해

교육목적

▪ 급여 프로세스 이해
▪ 조직 관리 프로세스 및 구성(Configiration) 이해
▪ SAP HCM 에서의 권한 설정의 주요 요소 개괄 이해
▪ SAP HCM 구현
▪ Certification

교육기간

20 일(140 시간)

선수지식

▪ SAP ERP Financial Accounting 의 Associate 과정
▪ SAP HCM 컨설턴트가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

교육대상

▪ SAP HCM 의 주요 기능을 학습하고자 하는 사람
▪ 프로젝트 팀원
Employee Information
└Maintaining Employee Data
└Accessing Time Data
└Maintaining Employee Information Using Self-Services
└Recruiting Personnel
└Managing Employees in a Global Organization
Personnel Development
└Managing the Course Catalog
└Managing the Enterprise Learning Solution
└Managing Talent
└Performing Appraisals
Employee Remuneration

교육내용

└Managing Compensation
└Managing Payroll
User Preferences
└Assigning User Roles
Employee Master Data
└Entering New Employee Data
Implementation Guide (IMG) Projects
└Executing Projects
└Maintaining Customizing Tables
Human Capital Management Structures
└Modifying the Enterprise Structure
└Enhancing the Personne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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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al Structure
└Mapping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Integrating with Organizational Management
└Utilizing Default Values
Additional Organizational Assignments
└Identifying Additional Organization Assignments
└Identifying the Organizational Key
└Configuring Administrator Tables
└Confirming Employee Attributes
System Default Values
└Setting Up System Default Values
└Defaulting the Payroll Area
└Defaulting Personnel Number Ranges
└Defaulting the Administrator Group
Personal Data
└Maintaining Personal Data
Data Consistency Maintenance
└Linking Planned Working Time and Basic Pay
Remuneration Structure
└Building the Remuneration Structure
└Creating and Assigning a Pay Scale
└Creating a Pay Scale Table
└Defaulting Pay Scale Values
Wage Type Structure
└Setting Up Wage Types
└Outlining the Setup of Wage Types
└Copying Wage Types
└Controlling Wage Type Permissibility
└Configuring Wage Type Characteristics
└Defaulting Wage Types
Remuneration Reports
└Executing a Standard Pay Increase
└Performing a Pay Scale Reclassification
Infotypes
└Evaluating Infotype Attributes
└Customizing Screen Headers
└Modifying Infotype Screens
└Creating Infotype Menus
Personnel Actions
└Creating Personnel Actions
└Reviewing Additional Actions
└Configuring Personnel Actions
Dynamic Actions
└Triggering Follow-Up Activities with Dynamic Actions
Configuration of Master Data
└Configuring Master Data
Time Recording
└Identifying the Foundations of Time Management
└Identifying the Roles in Tim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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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ying Time Recording Options
Enterprise Structure and Groupings
└Outlining Structures in HCM
Work Schedule
└Identifying Public Holiday Calendars
└Defining Work Schedule Levels and Groupings
└Creating Break Schedules
└Creating Daily Work Schedules
└Setting Up Period Work Schedules
└Identifying Day Types and Selection Rules
└Creating Work Schedule Rules
└Generating Work Schedules
Part-Time Workforce
└Setting Up Part-Time Work Schedules
Time Data Recording and Administration
└Setting Up Attendance and Absence Types
└Outlining the Set Up of Additional Time Infotypes
└Determining System Reactions to Colliding Time Infotypes
Attendance and Absence Counting
└Defining Counting Rules for Attendances and Absences
└Assigning Counting Rules to Absence Types
└Utilizing Daily Work Schedule Variants to Count Absences
Attendance and Absence Quotas
└Setting Up Attendance and Absence Quotas
└Assigning Quota Deduction Rules
└Determining Default Values to Grant Absence Entitlements
└Setting Up Quota Type Selection Rule Groups
└Defining Base Entitlements
└Setting Up Validity and Deduction Intervals
└Setting Up Reduction Rules
└Creating Rounding Rules
└Setting Up Generation Rules
└Generating Absence Entitlements
└Outlining Quota Entitlements
Time Manager’s Workplace Functionality
└Identifying the Functionality of Time Manager''''''''s Workplace (TMW)
└Creating Time Data IDs
└Setting Up TMW Administrator Profiles
└Creating Employee Selections in TMW
Cross-Aplication Time Sheets (CATS)
└Outlining the Process Flow of CATS
└Outlining the CATS Mini Master Data Record
└Setting Up CATS Data Entry Profiles
└Recording Time Data in the Cross-Application Time Sheet (CATS)
└Identifying Elements of CATS
Case Study: Configure Time Data Recording
└Configuring Tim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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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roll Overview
└Identifying Payroll Elements
Payroll Data
└Entering Payroll Data
Payroll Elements
└Organizing a Payroll Run
└Reviewing the Payroll Status Infotype
└Identifying Retroactive Payroll Entries
Payroll Process
└Running Payroll
Payroll Reports
└Reporting on Payroll
└Generating Remuneration Statements
└Analyzing Wage Types
└Creating a Payroll Analysis Report
Post Payroll Results
└Outlining the Payroll Posting Process
└Verifying a Posting Run
└Updating a Live Posting Run
└Verifying Payroll Posting Documents
Bank Transfers and Check Preparation
└Generating Employee Payments
Process Model
└Running a Payroll Process Model
SuccessFactors Employee Central Payroll
└Outlining Employee Central Payroll Basics
Human Capital Management (HCM) Reporting
└Identifying the HCM Reporting Requirements and Toolsets
Manager Self-Services
└Reporting on Employee Data with Manager Self-Service
└Reporting on Employee Data Using SAP NetWeaver Business Client (NWBC)
Standard SAP Reports
└Executing Standard Reports
└Defining a User Menu
Logical Databases and Infosets
└Outlining Logical Databases
└Setting Up Reporting Elements
└Creating InfoSets
└Using InfoSet Switches
Ad Hoc Query
└Identifying the Components of Ad Hoc Query
└Creating Reports Using Ad Hoc Query
└Creating Complex Queries with Ad Hoc Query
└Formatting Report Output
└Creating Dashboards
SAP Query
└Creating Queries with SAP Query
└Modifying SAP Query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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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roll and Time Management Infotypes
└Setting up Payroll Infotypes
└Simulating Time Infotypes
Analytical Reporting for HCM
└Creating HCM Reports with SAP NetWeaver Business Warehouse
└Viewing HCM Reports with SAP BusinessObjects
└Identifying HCM Content for Operational Data Provisioning
Organizational Management Structures
└Outlining Organizational Management (OM) Basics
Organizational Management Concepts
└Outlining Organizational Management Concepts
└Finding Object Relationships
└Planning Options in Organizational Management
Organization and Staffing Framework
└Identifying the Organizational Plan
└Updating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Expert Mode in Organizational Management
└Maintaining Infotypes
Simple Maintenance in Organizational Management
└Maintaining Organizational Plans by Using Simple Maintenance
General Structures and Matrix Organizations
└Maintaining General Structures
└Maintaining Matrix Organizations
Integration in Organizational Management
└Setting Up Integration Switches
└Loading OM Files
Self-Services in Organizational Management
└Updating Information Using Manager''''s Desktop (MDT)
└Updating Information Using Manager Self-Service (MSS)
Evaluations and Reports in Organizational Management
└Describing Structural Reports
└Executing Standard Delivered Reports
Case Study Organizational Structure Setup
└Setting Up an Organizational Structure
HCM Authorization Basics
└Outlining HCM Authorizations
└Creating User Master Records
└Copying SAP-Delivered Roles
General Authorization Checks
└Outlining HCM Authorization Checks
└Setting Up an Authorization
└Defining Transaction Code Authorizations
The Context Solution
└Solving Context-Sensitive Authorizations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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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base & Technology -UX

교육명

[UX100] SAP Fiori Foundation
▪ 본 과정은 SAP UX 전략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과정이며, SAPUI5, SAP Fiori, SAP Fiori Administration 등의
교육과정을 위한 선수과정입니다. 본 과정에서는 SAP Fiori 와 함께 사용되는 기술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SAP

교육개요

Fiori Launch Pad 의 설계 원리, 사용 및 개인화, SAPUI5 및 SAP Gateway 소개, SAP Fiori 참조 라이브러리를
통한 애플리케이션 유형 이해 및 처리 등을 다룹니다. SAP HANA(Deployment 옵션, 유지보수), SAP
S/4HANA(Embedded Analytics, Enterprise Search) 및 개발(ABAP CDS Views, SAP Fiori 용 ABAP 프로그래밍 모델,
ABAP RESTful 응용 프로그래밍 모델) 등 SAP Fiori 를 위한 다양한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Work with SAP Fiori Applications

교육목적

▪ Understand and leverage the architectures and principles of SAP Fiori and SAP UX Design
▪ Configure and customize SAP Fiori

교육기간

3 일(21 시간)

선수지식
▪ Application Consultant
▪ Developer
▪ Development Consultant
교육대상

▪ Enterprise Architect
▪ Solution Architect
▪ System Administrator
▪ System Architect
▪ Technology Consultant
Unit 1: End-User Perspective
Lesson 1: Exploring SAP Fiori Design
Lesson 2: Exploring SAP Fiori Launchpad
Lesson 3: Personalizing SAP Fiori
Lesson 4: Exploring SAP Fiori Data Handling
Unit 2: Technology
Lesson 1: Explaining User Interfaces
Lesson 2: Explaining Data Services
Lesson 3: Explaining Application Types
Unit 3: Architecture
Lesson 1: Examining ABAP Platform
Lesson 2: Examining SAP HANA

교육내용

Lesson 3: Examining SAP S/4HANA
Lesson 4: Examining SAP Fiori Development
Unit 4: Configuration
Lesson 1: Creating SAP Fiori Groups
Lesson 2: Managing SAP Fiori Catalogs
Lesson 3: Creating SAP Fiori Catalogs
Lesson 4: Creating SAPUI5 Target Mappings
Lesson 5: Creating Web Dynpro Target Mappings
Lesson 6: Creating Transaction Target Mappings
Lesson 7: Creating Back-End Catalogs
Unit 5: Content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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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1: Exploring Rapid Activation for SAP Fiori
Lesson 2: Examining Basic Roles for SAP Fiori
Lesson 3: Configuring SAP Fiori Launchpad
Lesson 4: Troubleshooting SAP Fiori Launchpad
Unit 6: Adaptation
Lesson 1: Using the UI Theme Designer
Lesson 2: Using SAP Screen Personas
Lesson 3: Using SAP Fiori Runtime Authoring

교육명

[UX403] SAP Fiori Elements Development
▪ 본 과정은 SAP Fiori Elements 의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하여, Fiori 개발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도 시각적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Developing SAP Fiori UIs (ux410) 과정과 연계된 Advanced 과정입니다. SAP User

교육개요

Experience 디자인 방법론과 SAP Fiori Elements 구축을 위한 전반적인 SAP Fiori Elements 디자인 원칙, 템플릿
및 도구 등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며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구성된 실습 위주의
과정입니다.
▪ SAP User Experience 전략 및 지침
▪ SAP Fiori 요소 및 아키텍처 설명

교육목적

▪ OData Annotation 추가
▪ SAP Web IDE 에서 Annotation 편집기 사용
▪ Smart Control 및 Smart Control 이 OData Annotation 과 함께 작동하는 방법
▪ Fiori Elements 를 사용한 SAP Fiori 리포트 작성

교육기간

3 일(21 시간)

선수지식
교육대상

▪ SAP 컨설턴트, 개발자, SAP 를 사용중인 국내 기업 현업 담당자 (UI 개선 관심자)
Unit 1: SAP UX Strategy
Lesson: Describing SAP User Experience Strategy
Lesson: Explaining SAP User Experience Tools and Technologies
Lesson: Describing SAP User Experience Use Case for Building Fiori- like Apps
Unit 2: SAP Fiori Elements, Overview
Lesson: Explaining the Architecture of Fiori Elements
Lesson: Explaining Templates for Fiori Elements
Lesson: Exploring the Development Environment
Lesson: Exploring the Basic Process of Building Fiori Elements Application
Lesson: Using the Core Data Services (CDS) View

교육내용

Lesson: Using the Service Adaption Definition Language (SADL)
Lesson: Explaining Metadata Extension
Lesson: Learning Scenarios of Fiori Elements Implementation
Unit 3: List Report
Lesson: Explaining Basic Annotations for List Report
Lesson: Using Searching and Filtering Data
Lesson: Providing the Value Help
Lesson: Explaining Variant Management
Unit 4: Object Page
Lesson: Using Basic Annotations for Object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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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Using Header Facets for Object Pages
Lesson: Using Sections and Facets in Object Pages
Unit 5: Advanced Topics of List Report and Object Page
Lesson: Explaining Navigation Concept and Annotations
Lesson: Using Data Visualization
Lesson: Creating Charts
Lesson: Performing CURD operations with BOPF
Unit 6: Overview Page
Lesson: Getting an Overview of the Overview Page (OVP)
Unit 7: Analytical List Page
Lesson: Getting an Overview of the Analytical List Page

교육명

[ZUX410] Developing SAP Fiori UIs and SAPUI5
▪ 본 과정은 SAP SAPUI5 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과정입니다. 이클립스에서 새 프로젝트를
생성함으로써 SAPUI5 응용 프로그램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델-뷰-컨트롤러, 데이터바인딩,

교육개요

SAPUI5 모바일, SAPUI5 최적화 등에 관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SAP UX 전략 중 하나인 SAPUI5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SAP Fiori 개발과 Customizing 을 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교육과정입니다. SAP Fiori
과정으로 SAP Fiori 개발 및 환경을 구성을 위한 필요한 핵심 기술요소를 모두 학습합니다.
▪ SAP UI5 기본 컴포넌트의 이해
▪ SAP UI5 개발 툴킷 활용
▪ SAP UI5 적용

교육목적

▪ SAP Fiori 기초에 대한 이해
▪ SAP Fiori 아키텍쳐 및 App 의 종류
▪ SAP Fiori 환경 설정 커스터마이징
▪ SAP Fiori 테마 편집기
▪ SAP Fiori Apps 커스터마이징

교육기간

5 일(35 시간)
필수선행과정

선수지식

▪ UX100 (SAP Fiori Foundation)
**Fiori 기초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구성된 과정이므로 UX100 과정 수료 후 수강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 Developer

교육대상

▪ Developer Consultant
▪ Solution Architect
▪ Business Process Owner / Team Lead / Power User
1 일차>-UX410
SAP Fiori UX
└ Explaining the SAP Fiori UX
User Experience Design

교육내용

└ Explaining Design Thinking
└ Explaining Decomposition and Re-composition
└ Working with SAP BUILD
SAP Fiori Design Guidelines
└ Understanding SAP Fiori Design Guidelines
└ Understanding App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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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Web IDE
└ Working with the SAP Web IDE
Development Basics SAP Web IDE
└ Using the Development Tools of SAP Web IDE
SAPUI5 Basics
└ Understanding SAPUI5 Basics: Bootstrapping and MVC
└ Understanding SAPUI5 Basics: Modules, Data Binding and Translatable Texts
└ Understanding SAPUI5 Basics: Component and App Descriptor
└ Understanding SAPUI5 Basics: Margins and Paddings, CSS, Dialogs and Fragments
└ Understanding SAPUI5 Basics: Aggregation and Expression Binding
└ Understanding SAPUI5 Basics: Custom Formatting, Filtering, Sorting, and Grouping
└ Understanding SAPUI5 Basics: OData Model
└ Understanding SAPUI5 Basics: Testing
└ Understanding SAPUI5 Basics: Routing and Navigation
└ Understanding SAPUI5 Basics: Visualizing Business Data
-UX410
Golden Rules of SAPUI5 Development
└ Knowing the Golden Rules of SAPUI5 Development
SAP Fiori Design Guidelines
└ Implementing SAP Fiori Uis using the SAP Fiori Design Guidelines
SAP Fiori Launchpad
└ Understanding the SAP Fiori Launchpad
└ Understanding the Technical Perspective of SAP Fiori Launchpad
└ Lesson: Understanding the SAP Fiori Launchpad Configuration
SAP Fiori Launchpad Services
└ Understanding the SAP Fiori Launchpad Services
SAP Fiori Foundation
└ Learning the Difference between Application Framework, Page Layout and Floorplans
└ Understanding Fullscreen
└ Understanding SplitScreen
SAP Fiori Design Guidelines
└ Describing the General Concepts of the SAP Fiori Design Guidelines
└ Describing App Types Defined in the SAP Fiori Guidelines
└ Describing Floorplans Defined in the SAP Fiori Guidelines
└ Describing the Object View, as Defined in the SAP Fiori Guidelines
└ Describing the List Report, as Defined in the SAP Fiori Guidelines
└ Describing the Flat Object View, as Defined in the SAP Fiori Guidelines
└ Creating Main Entities, as Defined in the SAP Fiori Guidelines
└ Describing the Worklist, as Defined in the SAP Fiori Guidelines
└ Describing the Draft Handling, as Defined in the SAP Fiori Guidelines
└ Describing the SAP Fiori Locking
-UX400
OpenUI5 Overview
└ Explaining SAP User Experience Strategy
└ Exploring Key Enablement Tools for SAP User Experience
└ Describe SAP Fiori in Relation to User Experience
└ Understanding OpenUI5 Architecture
└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OpenUI5 and SAP Fiori
└ Exploring the Differences Between OpenUI5 and SAPUI5
OpenUI5 Development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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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ing with OpenUI5 in Eclipse
└ Setting up a HANA Cloud Platform Account
└ Exploring the Basics of SAP WEB DIE
OpenUI5 Project Basics
└ Using the Model View Controller (MVC) Design Pattern
└ Creating a WEB IDE Project
└ Applying OpenUI5 Programming Basics
OpenUI5 Controls
└ Describing OpenUI5 UI Controls
-UX400
OpenUI5 Application Debugging
└ Using Browser-Based Debugging Tools
└ Exploring Available OpenUI5 Documentation
└ Exploring SAP Web IDE Code Assist
Layouts and Custom Controls
└ Using Layouts
└ Using UI Areas
└ Revising Core Functions
└ Creating Custom Controls
Data Handling
└ Exploring Model Types
└ Performing Binding Operations
└ Performing Property Binding Operations
└ Performing Advanced Binding Techniques
└ Performing Advanced Binding Techniques: Master-Detail
└ Performing OData Query Options
└ Performing Common Data Operations: Format
└ Performing Common Data Operations: Sort and Filter
└ Performing Common Data Operations: Calculated Fields and Data Validation
-UX400
Additional OpenUI5 Development Features
└ Working with Resources
└ Building Apps Using Modularization
└ Performing Application Localization
└ Working with Components
└ Using Third-party Libraries
└ Optimizing OpenUI5 Apps
OpenUI5 Branding
└ Using Themes in OpenUI5
└ Adding Styles to an Application
Appendix: Developing SAP Fiori U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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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base & Technology –SAP Enable Now

교육명

[SEN100] SAP Enable Now Training for Standard Autors
▪ 본 과정은 SAP Enable Now 의 개념 및 기본 기능에 대해 학습합니다. SAP Enable Now 는 학습에 도움을 주는

교육개요

매뉴얼 및 이러닝을 제작하기 위한 end-to-end tool 세트로, 컨텐츠 제작용 템플릿, 프로세스 기록, 컨텐츠
현지화 등 매뉴얼을 편집하고 작성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 SAP Enable Now 기본 사용법

교육목적

▪ SAP Enable Now 매크로/문서 활용
▪ SAP Enable Now 온라인 과정 개발
▪ 사용자 친화적 프로세스 교육 콘텐츠 생성 및 현지화 방법

교육기간

▪ 3 일(21 시간)

선수지식
▪ 어플리케이션 컨설턴트
교육대상

▪ 유지 보수 담당자
▪ 프로젝트 개발 팀원
▪ 개발자
Course Introduction
Getting Started
└Getting Started
└Solution Overview
└Product Components
└The Concept Behind
└The Idea of the Workarea and the Toolbox
Simulation and Document
└Simulation and Document
└Simulation Recording
└Simulation Basic Editing
└Simulation Advanced Editing
└Localization and Concept Update
└Documentation

교육내용

└Text Units
Courseware
└Courseware
└Overview and use cases
└Simple pages
└Dynamic pages
└Methodology and Didactics
└Structuring of Courseware
Questions and Quizzes
└Questions and Quizzes
└Quiz
└Questions in Book Pages
Desktop Assistant
└Desktop Assistant
└Desktop Assistant Ba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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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ktop Assistant Creation
└Page Keys
└Context Help
└Guided Tours
Web Assistant
└Web Assistant
└Web Assistant Basics
└Creation
└Maintenance
Collaborative Content Production
└Collaborative Content Production
└Working with Manager Overview
└Producer-Manager Interaction
└Collaboration
└Versioning
└Web-Based Editing

교육명

교육개요

[SEN200] SAP Enable Now - Training for Master Authors
▪ 본 과정은 SAP Enable Now 기본 기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제작 시나리오에서 마스터 작성자로서
커스터마이징 작업을 위한 고급 기능을 학습합니다.
▪ SAP Enable Now 커스터마이징

교육목적

▪ SAP Enable Now 컨텐츠 구성을 위한 Knowledge Architecture
▪ SAP Enable Now 컨텐츠 업데이트, 마이그레이션, 현지화 및 타 플랫폼 게재(ex. SCORM export) 방법
▪ SAP Enable Now 서버 구성 및 권한 설정

교육기간
선수지식

4 일(28 시간)
필수선행과정
▪ SEN100 : SAP Enable Now Training for Standard Authors
▪ 어플리케이션 컨설턴트

교육대상

▪ 유지 보수 담당자
▪ 프로젝트 개발 팀원
▪ 개발자
Course Introduction
Customization
└What can be customized?
└Styles and style editors
└Custom icons
└Templates
└Customization of settings

교육내용
•Content structuring
└Content structuring best practice
└Workarea structure
└Workarea files
└Using filters
└Deep links
└Find related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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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area roundtrip
•Manager
└Manager overview
└Workarea creation
└Role management and authentication
└Content access scenarios
└Collaboration and task management
└Workflow management
└Versioning
└Interface and web-based editing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Report overview
•Deployment and delivery
└Publishing introduction
└Publishing rules
└Export documents
└Manager
└Web server / library
└SCORM
└Context.html
└Offline publishing
└Video
•In-App help
└Introduction
└Desktop Assistant
└Web Assistant
•Integration scenarios
└SAP Solution Manager
└BPM
└Testing
•Workarea Migration
└Resource migration
•Technical administration
└Technical documentation / link collection
└Architectural Details
└Installation
└Registry and group policies
└Security aspects
└Initial configuration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Upgrade to a new version and database 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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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E 공인과정

교육명

Rancher 2.6 Operations 교육 - RAN201v2.6
▪ 멀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필수 지식을 다룹니다.
본 과정에서는 랜처 서버와 아키텍처에 대해서 배우며, 기본적인 유저 인터페이스, 클러스터 관리 등에 대해

교육개요

다룹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신규 RKE 클러스터로 구성하여 랜처 서버를 프로비져닝하고 쿠버네티스
어드민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많은 기술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또한 본 과정은 SCA in SUSE Rancher 2.6 서티 대비 과정입니다.

교육목적

▪ 랜처 서버, 랜처 클러스터 상에서 워크로드 및 어플리케이션 관리 방법 습득

교육기간

2 일(14 간)

선수지식

▪ 쿠버네티스 오브젝트 및 리소스에 대한 이해와 리눅스 커맨드 라인에 대한 기본 지식

교육대상

▪ 랜처를 이용하여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프로비져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어드민

일정

주제

주요내용

Course Introduction

Understand the Course

(코스소개)

-Explain the Company and Product Name
-Introduce SUSE Rancher Version 2.6.0
Introduction to Rancher

-Explore SUSE Rancher Architecture

(Rancher 소개)

-Access SUSE Rancher GUI
-Login to SUSE Rancher User Interface
-Modify SUSE Rancher Cluster Name

교육
내용

-Explore SUSE Rancher GUI
1일차

Cluster Management with SUSE Rancher

-View Cluster and Node Agents

(Rancher 로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Import an Existing Kubernetes Cluster
-Provision an RKE Cluster on Existing Nodes

User Management with SUSE Rancher

-Manage Users and Groups

(Rancher 로 유저 매니지먼트)

-Understand Roles
-Configure RKE Templates

Template Management with SUSE
Rancher
(Rancher 로 템플릿 매니지먼트)

-Manage Cluster and Node Drivers
-Configure Cloud Credentials
-Introduce Infrastructure Provided
Kubernetes Clusters
-Introduce Hosted Kubernetes Clu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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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 Projects and Namespaces
Application Management with SUSE

-Deploy Workloads

Rancher

-Understand Apps & Marketplace

(Rancher 로 어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

-Install Applications with Helm
-Configure Quotas
-Introduce Project Fleet

Continuous Delivery with SUSE Rancher

-Understand Continuous Delivery

(Rancher 를 이용한 CD)

-Manage Cluster Groups
-Configure Continuous Delivery

Logging and Monitoring with SUSE
Rancher

-Understand SUSE Rancher Logging
-Configure an External Logging Service for

(Rancher 로 로긴, 모니터링)

2일차

-Deploy Monitoring Stack

Grafana

Security Tools with SUSE Rancher

-Manage CIS Scans

(Rancher 를 이용한 보안툴)

-Understand OPA Gatekeeper
-Access Cluster Nodes with ssh

SUSE Rancher Shell Access

-Access a Downstream Cluster with kubectl

(Rancher Shell Acess)

-Understand the SUSE Rancher API
-Introduce SUSE Rancher CLI
-Understand SUSE Rancher Backup
Requirements

Backup and Restore with SUSE Rancher

-Create Downstream Cluster Snapshots

(Rancher 를 이용한 백업과 복구)

-Upgrade Downstream Clusters
-Restore Downstream Clusters
-Backup and Restore SUSE Rancher Server

203

Microsoft Azure 공인과정

교육명

[AZ-104] Microsoft Azure 관리자
▪ 이 과정은 IT 전문가를 대상으로 Azure 구독 관리, ID 보호, 인프라 관리, 가상 네트워킹 구성, Azure 및 온-

교육개요

프레미스 사이트 연결, 네트워크 트래픽 관리, 스토리지 솔루션 구현, 가상 컴퓨터 생성 및 확장, 웹 앱 및
컨테이너 구현 방법등에. 관하여 학습을 통해 AZ-104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기간

5 일(35 간)
▪ 컴퓨터, 스토리지, 네트워크 구성뿐 아니라 모니터링, 정책 등 Azure 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이해하고 구현하고자

교육대상

하는 사람
▪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해하고 온프라미스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클라우드 인프라로 마이그레이션 하고 싶은
인프라 관리자

1 일차
Module 1. Azure ID 관리
Topic A. Azure Active Directory
Topic B. 사용자 & 그룹
Module 2. 거버넌스와 규정준수
Topic A. 구독 과 계정
Topic B. Azure 정책
Topic C. 역할 기반의 엑세스 제어 (RBAC)
Module 3. Azure 관리
Topic A. Azure 리소스 관리자
Topic B. Azure 포털과 클라우드 셀
Topic C. Azure 파워쉘과 CLI
Topic D. ARM 템플릿
교육
내용

2 일차
Module 4. 가상네트워킹
Topic A. 가상 네트워크
Topic B. IP 주소 지정
Topic C. 네트워크 보안 그룹
Topic D. Azure 방화벽
Topic E. Azure DNS
Module 5. 사이트 간 연결
Topic A. VNet 피어링 구성
Topic B. VPN 게이트웨이 연결
3 일차
Module 6. 네트워크 트래픽 관리
Topic A. 네트워크 라우팅 과 엔드포인트
Topic B. Azure 로드밸런서
Topic C. Azure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Topic D. 트래픽 관리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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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 7. Azure 스토리지
Topic A. 스토리지 계정
Topic B. Blob 스토리지
Topic C. 스토리지 보안
Topic D. Azure 파일 & 파일 동기화
Topic E. 스토리지 관리
4 일차
Module 8. Azure 가상 머신
Topic A. 가상 머신 계획
Topic B. 가상 머신 만들기
Topic C. 가상 머신 가용성
Topic D. 가상 머신 확장
Module 9. 서버리스 컴퓨팅
Topic A. Azure App 서비스 계획
Topic B. Azure App 서비스
Topic C. Azure 컨테이너 서비스
Topic D. Azure 쿠버네티스 서비스
5 일차
Module 10. 데이터 보호
Topic A. 파일 & 폴더 백업
Topic B. Virtual Machine 백업
Module 11. 모니터링
Topic A. Azure 모니터
Topic B. Log Analytics
Topic C. Network Watcher

교육명

[AZ-303] Microsoft Azure 아키텍트 기술
▪ 이 과정은 Azure 아키텍트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과 관련 인증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Azure 아키텍트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인프라와 거버넌스, 고가용성, 비용 최적화, 데이터 통합에 대한 안전하고

교육개요

신뢰할 수 있는 권고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로깅과 다단계 인증, SSO, 백업 및 복구,
컨테이너, 마이크로서비스, 모니터링, 자동화 네트워킹, 애플리케이션 인프라에 대한 추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량을 쌓습니다.

교육기간

5 일(35 간)
▪ 도메인 및 포리스트, 도메인 컨트롤러, 복제, 커베로스 프로토콜을 포함해 AD 개념을 이해하시는 분

교육대상

▪ VM, 가상 네트워킹, 가상 하드 디스크를 포함해 온프레미스 가상화 기술을 이해하시는 분
▪ TCP/IP, DNS, VPN, 방화벽, 암호화 기술을 포함해 네트워크 구성의 이해하시는 분
▪ 백업 및 복구 작업을 포함해 복구력과 재해 복구를 이해하시는 분

1 일차
교육

Module 1. 가상 네트워킹 구현

내용

Topic A. 가상 네트워킹
Topic B. 가상 네트워크 피어링
Topic C. VNet 피어링 구현

205

Module 2. Windows/리눅스 VM 구현
Topic A. Azure 에서 리눅스 및 Windows VM 실행
Topic B. 고가용성 구성
Topic C. 확장 집합 배포 및 구성
Topic D. Azure 전용 호스트 구현
Topic E. Azure 디스크 암호화 구성
Module 3. 리소스 배포 및 구성 자동화
Topic A. ARM 템플릿
Topic B. VM 용 템플릿 저장
Topic C. 새 리소스의 위치 평가
Topic D. 가상 하드 디스크 템플릿 구성
Topic E. 템플릿에서 배포
Topic F. 자동화 런북 만들기 및 실행
2 일차
Module 4. 부하 분산 및 네트워크 보안 구현
Topic A. Azure 부하 분산 장치 구현
Topic B. 가상 네트워크 피어링
Topic C. 애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 구현
Topic D. Azure 프런트 도어 구현
Topic E. Azure 트래픽 관리자 구현
Topic F. Azure 방화벽 구현
Topic G. 네트워크 보안 그룹 및 애플리케이션 보안 그룹 구현
Topic H. Azure 베스천 구현
Module 5. 스토리지 계정
Topic A. 스토리지 계정
Topic B. Blob 스토리지
Topic C. 스토리지 보안
Topic D. AAD 를 사용해 Blob 및 큐 액세스
Topic E. Azure 스토리지 방화벽 및 가상 네트워크 구성
Topic F. 스토리지 관리
Module 6. Azure AD 구현
Topic A. Azure AD 개요
Topic B. 사용자 및 그룹
Topic C. 도메인 및 사용자 지정 도메인
Topic D. Azure AD ID 보호
Topic E. 조건부 액세스 구현
Topic F. MFA 용 사기 행위 경고 구성
Topic G. 바이패스 옵션 구현
Topic H. 신뢰할 수 있는 IP 구성
Topic I. Azure AD 에서 게스트 사용자 구성
Topic J. 여러 디렉터리 관리
3 일차
Module 7. Azure 거버넌스 솔루션 구현 및 관리
Topic A. 관리 그룹, 구독 및 리소스 그룹 만들기
Topic B. RBAC 개요와 역할
Topic C. Azure AD 액세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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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D. Azure 정책 구현 및 구성
Topic E. Azure 블루프린트
Module 8. 하이브리드 ID 구현 및 관리
Topic A. 하이브리드 ID
Topic B. Azure AD Connect 설치 및 구성
Topic C. 암호 동기화 및 암호 쓰기 저장 구성
Topic D. Azure AD Connect Health 구성
Module 9. Azure 에서 워크로드 관리
Topic A. Azure Migrate 를 사용해 워크로드 마이그레이션
Topic B. Vmware - 에이전트 없는 마이그레이션
Topic C. Vmware - 에이전트 기반 마이그레이션
Topic D. Azure 백업 구현
Topic E. Azure 사이트 복구
4 일차
Module 10. 클라우드 인프라 모니터링 구현
Topic A. Azure 인프라 보안 모니터링
Topic B. Azure 모니터
Topic C. 로그 분석
Topic D. Network Watcher
Topic E. Azure 서비스 상태
Topic F. Azure Workbooks
Topic G. Azure 비용 모니터링
Topic H. Azure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
Topic I. Azure 의 통합 모니터링
Module 11. 애플리케이션용 보안 관리
Topic A. Azure 관리 ID
Topic B. Azure 키 볼트
Module 12. 애플리케이션 인프라 구현
Topic A. Azure 앱 서비스 만들기 및 구성
Topic B. App Service Web App for Containers 만들기
Topic C. 앱 서비스 계획 만들기 및 구성
Topic D. 앱 서비스용 네트워킹 구성
Topic E. 배포 슬롯 만들기 및 관리
Topic F. Azure 펑션 구현
Topic G. 로직 앱 구현
5 일차
Module 13. 컨테이너 기반 애플리케이션 구현
Topic A. Azure 쿠버네티스 서비스 구성
Topic B. Azure 컨테이너 인스턴스
Module 14. NoSQL 데이터베이스 구현
Topic A. 스토리지 계정 테이블 구성
Topic B. 적절한 CosmosDB API 선택
Module 15. Azure SQL 데이터베이스 구현
Topic A. Azure SQL 데이터베이스 설정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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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B. Azure SQL 데이터베이스 관리 인스턴스 구현
Topic C. 고가용성 및 Azure SQL 데이터베이스

교육명

[AZ-900] Microsoft Azure Fundamentals_AZ-900 자격대비과정

교육개요

▪ DevOps 프로세스 및 실습의 설계 및 구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합니다.

교육기간

1 일(7 간)
▪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및 서비스를 판매 또는 구매하시는 분

교육대상

▪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및 서비스에 관여하시는 분
▪ 기술적 배경을 가진 사람 등 비 기술적인 배경을 가지신 분
▪ 기술 IT 경험은 필요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IT 지식이나 경험은 과정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Module 1. 클라우드 개념
Topic A 클라우드 컴퓨팅 소개
Topic B 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까?
Topic C 클라우드 모델 유형
Topic D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
Module 2. Core Azure 서비스
Topic A Core Azure 아키텍처 구성 요소
Topic B Core Azure 서비스 및 제품
Topic C Azure 솔루션
Topic D Azure 관리 도구

교육

Module 3. 보안, 개인 정보 보호, 컴플라이언스 및 트러스트

내용

Topic A Azure 에서 네트워크 연결 보안
Topic B Core Azure 신원 확인 서비스
Topic C 보안 도구 및 기능
Topic D Azure 전략 방법론
Topic E Azure 에서 모니터링 및 보고
Topic F Azure 의 프라이버시, 컴플라이언스 및 데이터 보호 표준
Module 4. Azure 가격과 지원
Topic A 구독 신청
Topic B 계획 및 관리 비용
Topic C Azure 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원 옵션
Topic D Azure SLA (서비스 수준 계약)
Topic E Azure 의 서비스 수명주기

교육명

[AZ-400] Microsoft Azure DevOps Solutions
▪ 이 과정에서는 DevOps 프로세스 및 실습의 설계 및 구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교육개요

DevOps 계획, 소스 제어 사용, 엔터프라이즈용 Git 확장, 아티팩트 통합, 의존성 관리 전략 설계, 기밀 관리,
지속적인 통합 구현, 컨테이너 빌드 전략 구현, 릴리스 전략 설계, 릴리스 관리 워크플로우 설정, 배포 패턴 구현
및 선택 방법을 배웁니다. 피드백 메커니즘을 최적화합니다.

교육기간

5 일(35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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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zure, 버전 제어,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및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 원칙에 대한 기본 지식.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조직에서 경험을 쌓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Microsoft Certified: Azure DevOps Engineer Expert 가
선수지식

되려면 Azure Administrator Associate 또는 Azure Developer Associate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인증에 필요한 필수 필수 과정으로는 Microsoft Azure Administrator(AZ-104T00) 또는 Microsoft Azure 용
솔루션 개발(AZ-204T00)이 있습니다.

교육대상

▪ DevOps 프로세스를 구현하거나 Microsoft Azure DevOps Solutions 인증 시험을 통과하는 데 관심이 있는분
• DevOps 계획
• 소스 제어 시작
• 엔터프라이즈 DevOps 를 위한 Git 확장
• 인공물 통합과 의존성 관리전략 설계
• Azure 파이프라인과의 지속적인 통합 구현
• 응용 프로그램 구성 및 암호 관리
• 코드 품질 및 보안 정책 관리
• 컨테이너 빌드 전략 구현
• 아티팩트 버전 관리,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관리

교육
내용

• 릴리스 전략 설계
• 릴리스 관리 워크플로우 설정
• 적절한 배포 패턴 구현
• 개발 팀에 시스템 피드백을 전달하는 프로세스 구현
• 모바일 DevOps 전략 구현
• 인프라 및 구성 Azure 도구
• Azure 구축 모델 및 서비스
• Kubernetes 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관리
• Azure 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드 도구로서의 타사 인프라
• 인프라에 규정 준수 및 보안 구현
• 시스템 피드백 메커니즘을 권장 및 설계합니다.
• 피드백 메커니즘 최적화

교육명

[AZ-204] Microsoft Azure 솔루션 개발
▪ 이 과정에서는 개발자에게 Microsoft Azure 에서 엔드 투 엔드 솔루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수강생들은 Azure 컴퓨팅 솔루션 구현, Azure 기능 생성, 웹 앱 구현 및 관리, Azure 스토리지를 활용한 솔루션

교육개요

개발, 인증 및 인증 구현, KeyVault 및 Managed Identity 를 활용한 솔루션 보안 등을 배우게 됩니다.
▪ Azure 서비스와 타사 서비스에 연결하고 사용하는 방법과 솔루션에 이벤트 및 메시지 기반 모델을 포함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 Azure 솔루션의 모니터링, 문제 해결 및 최적화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교육기간

5 일(35 간)
▪ Azure IaaS 및 PaaS 솔루션 및 Azure Portal 에 대한 경험
▪ 중급 레벨에서 Azure 지원 언어 경험 (C#, JavaScript, Python 또는 Java)

선수지식

▪ SQL 또는 NoSQL 데이터베이스 제품에 연결하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코드를 작성하는 능력 (SQL Server,
Oracle, MongoDB, Cassandra 또는 유사)
▪ 중간 수준에서 인증, 권한 부여 및 기타 보안 원칙을 처리하기 위한 코드 경험
▪ HTML, HTTP 프로토콜 및 REST API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해

교육대상
교육
내용

▪ Azure 개발에 관심이 있거나 Microsoft Azure Developer Associate 인증 시험에 관심있는분
• Azure App Service 웹 앱 만들기
• Azure 기능 구현
• BLOB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솔루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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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mos DB 스토리지를 활용한 솔루션 개발
• IaaS 솔루션 구현
• 사용자 인증 및 권한 부여 구현
• 안전한 클라우드 솔루션 구현
• API 관리 구현
• 앱 서비스 로직 앱 개발
• 이벤트 기반 솔루션 개발
• 메시지 기반 솔루션 개발
• Azure 솔루션 모니터링 및 최적화
• 솔루션 내에 캐슁 및 컨텐츠 제공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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