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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및 무선 LAN과 관련된 기본적인 기술들을 이해하고 관련 기술인 스위치와
MAC 세팅에 대한 기술을 익힘으로써 LAN을 직접 처리 및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학습목표

실력을 갖추도록 한다. 또한, LAN 케이블링을 통해 다이렉트 케이블과 크로스 케이
블을 제작하고 LAN 통신을 제어하는 방법과 관련 소프트웨어 및 LAN 설계 지침 등
을 이해한 후 VLAN 구성과 구현 기법을 실습하고 무선 LAN과 그 보안기술을 습득
하여 실무에 적용 가능한 실력을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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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설계와구축

■ 주차별 수업(강의 • 실험 • 실습 등) 내용
주

차

별

시

주차별 수업(강의•실험•실습 등) 내용
•강의주제: 네트워크와 케이블, 그리고 친구들
•강의목표: 인터넷 세상의 네트워킹의 의미를 알고 인터넷, 인트라

1

넷, 엑스트라넷, LAN, 이더넷에 대하여 학습한다.
•강의세부내용(이론):
- 인터넷 세상, 네트워킹 정체에 대하여 알아보고 인터넷, 인트라
넷, 엑스트라넷에 대하여 학습한다. 마지막으로 LAN(Local Area

2

Network)과 이더넷을 통해 네트워크를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강의형식 및 방법: 강의 및 질의응답, 토론

1

토론: 수업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토론 주제로 제시
•강의주제: 네트워크와 케이블, 그리고 친구들(실습)
•강의목표: 토큰링, UTP 케이블, 맥 어드레스, 유니캐스트, 브로디
3

캐스트, 멀티캐스트 OSI7Layer, 프로토콜에 대하여 실습한다.
•강의세부내용(실습):
- 토큰링(TokenRing)과 UTP 케이블의 기본 개념과 케이블의 종류
에 대하여 학습하고 네트워크 주소인 맥 어드레스(MAC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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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의 역할과 필요한 이유 등을 살펴본다. 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를 알아보고 이들의 비교 실험을 통해 차이를 알아보며
네트워크에서의 캐스트를 익힌다. 그 후 OSI7Layer(레이어, 계층)과
4

7계층의 특징과 기능, 분류, 속해있는 장비들에 대하여 알아보고
프로토콜(Protocol)을 학습하여 네트워크의 구조와 구성에 대한 내
용을 익힌다.
•강의형식 및 방법: 강의, 실습 및 질의응답
•강의주제: TCP/IP와의 만남
•강의목표: TCP/IP의 개념과 이진수의 계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

1

습한다.
•강의세부내용(이론)
- TCP/IP를 통해 인터넷의 주소를 이해하고 PC에 세팅되어 있는
TCP/IP를 살펴본다. 컴퓨터에서의 수를 알아보기 위해 이진수에 대

2

하여 학습하고 이진수 계산 방법을 살펴본다.
•강의형식 및 방법: 강의 및 질의응답, 토론

2

토론: 수업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토론 주제로 제시
•강의주제: TCP/IP와의 만남
3

•강의목표: 이진수의 계산을 수행하고 IP주소 배정 및 망 분리에
대하여 실습한다.
•강의세부내용(실습)
- 이진수 계산 방법과 네트워크 IP주소 배정 방법을 알아보고 망

4

분리Ⅱ를 통해 인터넷망에 대하여 알아본다.
•강의형식 및 방법: 강의, 실습 및 질의응답
•강의주제: 네트워크 장비

1

•강의목표: 랜카드와 허브의 개념 및 허브의 한계를 학습한다.
•강의세부내용(이론)
- 인터넷의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 랜카드와 허브의 개념과 이
에 대한 장비를 살펴보고 허브의 한계와 허브의 끝과 스위치의 시

2

작을 통해 허브에 대하여 깊이 있게 알아본다.
•강의형식 및 방법: 강의 및 질의응답, 토론
토론: 수업내용과 관련하여 토론

3

•강의주제: 네트워크 장비
•강의목표: 브리지의 개념과 기능 그리고 루핑 스패닝 트리와 라
3

스위칭에 대해 실습한다.
•강의세부내용(실습)
- 브리지와 스위치의 기본 개념과 기능, 통신과 Filtering, 흐름에
대하여 학습하고 둘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본다. 그 후 Looping의

4

개념과 발생 이유를 살펴보고 스패닝 트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라우팅과 스위칭의 개념과 네트워크, 도메인에 대하여 이해한다.
•강의형식 및 방법: 강의, 실습 및 질의응답
•강의주제: IP주소 이해하기

4

1

•강의목표: IP주소와 활용, 라우터에서 IP주소 활용 및 세브넷 마스
크에 대하여 학습한다.
•강의세부내용(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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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의 핵심이 되는 IP주소를 이해하고 라우터에서의 IP주소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마지막으로 IP주소를 활용하는 방
2

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서브넷 마스크(Subnet Mask)의 기본 특징과
네트워크 사용 설정 값을 통해 네트워크를 이해한다.
•강의형식 및 방법: 강의 및 질의응답, 토론
토론: 수업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토론 주제로 제시
•강의주제:IP주소 이해하기

3

•강의목표: 서브넷 마스크의 기본 개념과 성질을 학습하고, IP와
서브넷에 대하여 학습한다.
•강의세부내용(실습)
- 서브넷 마스크의 기본 개념과 성질을 학습하고 이를 예제를 통

4

해 직접 구현해보며 IP와 서브넷에 대하여 익힌다.
•강의형식: 강의, 실습 및 질의응답
•강의주제: 스위치를 켜라
•강의목표: 스위치와 브릿지에 대한 내용과 스패닝 트리에 대하여

1

학습한다.
•강의세부내용(이론)
- 스위치와 브릿지의 기본 개념을 알아보고 스패닝 트리를 활용하
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마지막으로 SP에서 사용해보고

2

각각의 기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본다.
•강의형식 및 방법: 강의 및 질의응답, 토론
토론: 수업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토론 주제로 제시

5

•강의주제: 스위치를 켜라
•강의목표: 브리지의 개념과 브리지의 루트 포트 그리고 스패닝 트
3

리 프로토콜의 상태변화에 대하여 학습한다.
•강의세부내용(실습)
- 스위치에서 브리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브리지의 루트
포트 선출해본다. 스패닝 트리의 마지막 단계인 데지그네이티드

4

포트에 대하여 직접 구현해보고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의 상태 변
화를 예제를 통해 확인해본다.
•강의형식 및 방법: 강의, 실습 및 질의응답
•강의주제: 스위치를 켜라
•강의목표: 스패닝 트리, 카타리스트 스위치, 맥 어드레스 및 가상

1

의 랜에 대하여 학습한다.
•강의세부내용(이론)
- 스패닝 트리의 동작을 알아보고 카타리스트 스위치의 구성에 대
하여 살펴본다. 맥 어드레스의 저장 위치와 가상의 랜이 어떻게

6

2

이용되는지 알아본다.
•강의형식 및 방법: 강의 및 질의응답, 토론
토론: 수업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토론 주제로 제시
•강의주제: 스위치를 켜라

3

•강의목표: VLAN의 개념과 구성, VLAN에서 트렁킹과 VTP에 대하
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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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세부내용(실습)
4

- VLAN의 기본 개념과 VLAN에서 트렁킹과 VTP에 대하여 알아보
고 VLAN의 구성을 통해 VLAN을 전반적으로 이해한다.
•강의형식: 강의, 실습 및 질의응답
•강의주제: 라우터 이해
•강의목표: 라우터의 개념과 역할, 라우팅 프로토콜과 라우티드 프

1

로토콜, 스태틱 라우팅 프로토콜과 다이내믹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하여 학습한다.

※1차 과제 (5점) :

•강의세부내용(이론)
- 라우터의 개념과 역할을 알아보고 라우팅 프로토콜과 라우티드
프로토콜의 차이와 기능에 대하여 살펴본다. 스태틱 라우팅 프로
토콜과 다이내믹 라우팅 프로토콜을 통해 라우팅 프로토콜의 종류
2

들을 이해한다.
•강의형식 및 방법: 강의 및 질의응답, 토론

7

토론: 수업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토론 주제로 제시
•강의주제: 라우터 이해
3

•강의목표: 라우터와 라우팅 프로토콜 및 라우팅의 구성과 모드에
대하여 실습한다.
- 라우팅 테이블을 알아보고 AS, 그리고 내부용과 외부용 라우팅
프로토콜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라우터 구성과 모드 등을 예제
를 통해 구현해보며 라우터를 이해한다.
•강의형식 및 방법: 강의, 실습 및 질의응답

8

1
2
3
4

중간고사
•강의주제: 라우터
•강의목표: 라우터의 정보, 라우터 셋업모드, 라우터에 명령 입력

1

방법 및 스태틱 라우팅을 이용한 라우터 구성을 학습한다.
•강의세부내용(이론)
- 라우터의 정보를 확인해보고 라우터 셋업모드와 라우터에 명령
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스태틱 라우팅을 이용하여

2

라우터를 구성하는 방법을 통해 디폴트 라우터를 이해한다.
•강의형식 및 방법: 강의 및 질의응답, 토론
토론: 수업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토론 주제로 제시

9

•강의주제: 라우터
•강의목표: 라우터의 구성 명령과 라우터의 패스워드 구성 시스코
3

라우터, 텔넷을 이용한 장비 접속 등을 실습한다.
•강의세부내용(실습)
- 라우터의 형태와 라우터를 구성하는 명령을 버전별로 알아본다.
디스턴스벡터와 링크스테이트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학습한다. 라우

4

실습보고서,
실습프로젝트-서브넷
마스크를 활용한 IP의
동작 형태 및 설정 값
작성
(9주차 제출, 기간 내
미제출 시 감점)
※수시시험(5점) - 퀴즈 :

•강의세부내용(실습)

4

1장~6장까지의

터의 패스워드 구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시스코 라우터 친구 찾
기 CDP 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마지막으로 텔넷을 이용한 장비
접속 방법과 핑과 트레이스를 예제를 통해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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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1장~6장

•강의형식: 강의, 실습 및 질의응답
•강의주제: 라우팅과 프로토콜
•강의목표: RIP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해 학습하고 Distance
1

- Vector 라우팅 알고리즘에서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학습한다.
•강의세부내용(이론)
- RIP라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RIP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본다.
Distance-Vector 라우팅 알고리즘에서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알아본

2

다.
•강의형식 및 방법: 강의 및 질의응답, 토론

10

토론: 수업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토론 주제로 제시
•강의주제: 라우팅과 프로토콜
3

•강의목표: IGRP 라우팅 프로토콜과 OSPF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하
여 실습한다.
•강의세부내용(실습)
- IGRP 라우팅 프로토콜과 OSPF 라우팅 프로토콜을 직접 구현해

4

보며 라우팅과 프로토콜을 이해한다.
•강의형식: 강의, 실습 및 질의응답
•강의주제: 라우터, 액세스 리스트

1

•강의목표: 네트워크접근제어 액세스 리스트와 스탠더드 액세스 리
스트에 대하여 학습한다.
•강의세부내용(이론)
- 네트워크접근제어액세스 리스트를 살펴보고 스탠더드 액세스 리

2

스트에 대하여 알아본다.
•강의형식 및 방법: 강의 및 질의응답, 토론
토론: 수업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토론 주제로 제시
•강의주제: 라우터, 액세스 리스트

11

•강의목표: 텔넷포트의 액세스 리스트, 익스텐디드 액세스 리스트,
3

라우터의 장애 대비 HSRP에 대하여 실습한다.
-IP 주소의 변환 NAT
•강의세부내용(실습)
- 액세스 리스트의 종류를 알아보고 텔넷포트의 액세스 리스트와
익스텐디드 액세스 리스트를 예제를 구현해본다. 그 후 라우터의

4

장애 대비 HSRP 방법과 IP주소의 변환 NAT 방법에 대하여 알아본
다.
•강의형식 및 방법: 강의, 실습 및 질의응답
•강의주제: 네트워킹

1

•강의목표: 네트워킹, WAN과 HDLC와 PPP에 대해 학습한다.
•강의세부내용(이론)

12

- WAN
- HDLC와 PPP
2

•강의형식 및 방법: 강의 및 질의응답, 토론
토론: 수업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토론 주제로 제시
- 5 -

•강의주제: 네트워킹
3

•강의목표: 네트워킹, 프레임 릴레이의 구성과 ISDN에 대하여 실습
한다.
•강의세부내용(실습)
- 프레임 릴레이의 구성을 알아보고 ISDN의 기본 개념을 통해 네

4

트워크를 이해한다.
•강의형식: 강의, 실습 및 질의응답
•강의주제: 무선랜, 무선통신
•강의목표: 무선 랜의 모드와 무선 랜의 통신 표준, 무선통신의 3

1

가지 인코딩 방식 및 무선 네트워크(SSID)에 대해 학습한다.
•강의세부내용(이론)
- 무선랜에 대하여 알아보고 무선 랜의 2가지 모드를 살펴본다. 또
한, 무선 랜의 통신 표준과 무선통신의 3가지 인코딩 방법을 학습

2

하고 무선 네트워크(SSID)에 대하여 이해한다.
•강의형식 및 방법: 강의 및 질의응답, 토론

13

토론: 수업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토론 주제로 제시
•강의주제: 무선랜, 무선통신
3

•강의목표: 무선 네트워크에서
의 보안, AP의 구성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 학습한다.
•강의세부내용(실습)
- 무선 네트워크에서의 보안 방법을 학습하고 이를 위한 AP의 구

4

성과 기타 네트워크 장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강의형식 및 방법: 강의, 실습 및 질의응답
•강의주제: IPv6로 떠나는 여행
•강의목표: IPv6의 필요성과 탄생, IPv4와 IPv6의 차이 및 IPv6의

1

주요 특징에 대해 학습한다.

※2차 과제 (5점):

•강의세부내용(이론)
- IPv6의 필요성과 IPv6의 탄생 과정을 알아보고 IPv4와 IPv6의 차
이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IPv6의 주요 특징을 통해 IPv6을 이해
2

한다.
•강의형식 및 방법: 강의 및 질의응답, 토론
토론: 수업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토론 주제로 제시

14

•강의주제: IPv6로 떠나는 여행
3

•강의목표: IPv6의 특징과 주소, 라우터에서 IPv6의 구성에 대해 실
습한다.
•강의세부내용(실습)
- IPv6의 주요 특징을 예제를 통해 구현해보고 IPv6 주소를 살펴본

4

다. 마지막으로 라우터에서 IPv6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실습하며
IPv6를 이해한다.
•강의형식 및 방법: 강의, 실습 및 질의응답

1
2
15
기말고사
3
4
※ 강의계획서 주차별 내용은 교·강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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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12장까지의 실습
보고서, 실습프로젝트
- IPv6의 구성과 필요성,
주요 특징, IPv4와의
차이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한 보고서 제출.
(15주차 제출, 기간 내
미제출 시 감점)
※수시시험(5점) - 퀴즈 :
- 범위: 7장~12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