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설계와 구축 수업계획서
교과목 학습목표
현재의 초고속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있기까지의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들을 순차적으로 학습한다. 컴퓨터 네트
워크와 관련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의 학습을 통해서 정보통신에 대해 이해력을 효과적으로 높이게 한다. 최근의
표준안 문서를 기반으로 한 신기술 및 표준에 대해서 학습한다. 데이터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기반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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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별 강의(실습∙실기∙실험)내용
주별

차시

강의(실습∙실기∙실험)내용

1

네트워크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IT 직업군에서의 컴퓨터 네트
워크와 컴퓨터네트워크 분야 취업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교과
목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
4)강의방법: 이론,실습 및 질의응답, 토론

2

토폴로지 에 따른 네트워크 구분과 크기에 따른 네트워크 구분을
소개하고 물리 주소와 이더넷, TCP/IP와 인터넷, 개요에 대해
설명하여 이해를 돕는다.

3

네트워킹의 전반적인 구조를 설명한다.
또한 인터넷. 인트라넷, 엑스트라넷의 개요와 차이점을 설명하고
각각의 특징을 이해 하여 학습한다.

4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 이더넷, TCP/IP, 인터넷, 인트라넷, 엑스
트라넷)을 예제소스를 참고해서 실습을 통해 학습 한다.

1

LAN(LocalAreaNetwork) 에 관한 개념을 설명하고, CSMA/CD 와
토큰링이 사용되는이유를 설명하고 학습한다.
또한 OSI 7계층에 대한 구조적인 설명과,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을
학습한다.
4)강의방법: 이론,실습 및 질의응답, 토론

2

IP주소에 관한 전체적인 흐름과 맥 어드레스(MAC Address)의 개
념, 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 방법들을 익힘
으로써 다양한 통신 방식을 이해 하도록한다.

3

OSI 7 Layer(계층)와 LAN(Local Area Network)을 위한 UTP 케이
블 제작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직접 만들어서 테스
트를 함으로써 실무 적용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제 1 주

제 2 주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4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맥 어드레스(MAC Address)의 개념, 유니
캐스트,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 UTP 케이블 제작)을
예제소스를 참고해서 실습을 통해 학습 한다.

1

TCP 와 UDP 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설명하여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다. 네트워크에서 꼭 필요한 IP의 개념을 확실히 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4)강의방법: 이론,실습 및 질의응답, 토론

2

네트워크 장비 내에서 사용되는 이진수계산방식 과 8진수 16진수
에 관한 계산방식을 학습하고 이해한다.

3

강의 시간에 배웠던 이진수, 8진수,16진수를 복습하고 직접 문제
를 제시해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확실히학습 할 수
있도록 한다. (1)

4

강의시간에 배웠던 이진수, 8진수 ,16진수를 복습하고 직접 문제
를 제시해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확실히
학습 할 수 있도록 한다. (2)

1

LAN 카드의 기능과 사용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와 허브(스위치)
에 종류, 기능적 한계, 허브의 기능 스택과 단독형에 관한
내용을 학습한다.
4)강의방법: 이론,실습 및 질의응답, 토론

2

스위치 상태 확인 명령과 스위치 기본 상태 확인하게 한 후 스위
치 기본 설정 명령, 주소 테이블 관리,MAC 주소 테이블 관리 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한다.

3

정적 MAC 주소 설정, 스위치 포트 모드설정 방법을 익혀 등을
익혀서 실무에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다.

4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허브(스위치)에 종류, 기능적 한계, 허브
의 기능 스택과 단독형, 정적 MAC 주소 설정, 스위치 포트
모드설정 방법) 을 예제소스를 참고해서 실습을 통해 학습 한다.

1

일반 IP 주소의 개념과 라우터에서 사용하는 IP 주소인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에 대해서 설명 하고, 클래스별 IP주소의
종류에 대해 학습 한다.
4)강의방법: 이론,실습 및 질의응답, 토론

2

서브넷 마스크의 전체적인 내용의 설명과 서브넷 마스크가 할당
하는 ip의 계산방법을 배우고 IP 주소 관리 기법을 설명하여
네트워크 관리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3

서브넷 마스크의 ip 주소 관리 기법을 복습한다. 또 직접 문제를
제시하여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확실히 학습 할 수 있도록

제 3 주

제 4 주

제 5 주

#1 과제 : MAC 주소 관리
와 스위치 보안 기법에 대
해 조사한 후 제출한다.

한다.

제 6 주

제 7 주

4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네트워크주소와, 호스트 주소 , 서브넷
마스크의 ip 주소 관리 기법) 을 예제소스를 참고해서 실습을
통해 학습 한다.

1

스위치의 기능인 스패닝 트리 , STP, 데지그네이티드 포트 와 브
리지의 기능들을전반적으로 설명하고 간단한 예제를 통해
학습한다.
4)강의방법: 이론,실습 및 질의응답, 토론

2

루핑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스패닝트리 알고리즘을 복습하고, 직
접 문제를 제시하여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3

이더넷의 확장과 스위치,보안의 개념을 설명 한 후 포트보안 설
정 방법을 익혀 활용 하도록 한다.

4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 루핑, 스패닝 트리 알고리즘, 스위치,보
안) 을 예제소스를 참고해서 실습을 통해 학습 한다.

1

VLAN 개념을 설명하고 구현 방법 , VLAN설정 & 검증 & 삭제
동작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실력을 갖추도
록 한다.
4)강의방법: 이론 및 질의응답, 토론

2

VLAN 개념을 복습하고 몇 가지 예시를 주어 직접 설계 및 제작
함 으로써 확실히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 (1)

3

VLAN 개념을 복습하고 몇 가지 예시를 주어 직접 설계 및 제작
함 으로써 확실히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 (2)

4

VLAN 개념을 복습하고 몇 가지 예시를 주어 직접 설계 및 제작
함 으로써 확실히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 (3)

1
제 8 주

제 9 주

2
3
4

중간시험

1

라우터의 개념과 역할을 알아보고 관련된 라우팅 프로토콜과 라
우티드 프로토콜들을 설명한다.
4)강의방법: 이론,실습 및 질의응답, 토론

2

스태틱(Static) 라우팅 프로토콜과 다이내믹(Dynamic) 라우팅 프로
토콜 방식을 설명한다.

3

라우팅 테이블을 활용하는 방법과 관련 명령어들을 익힘으로써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흐름을 제어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
다.

4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 스태틱 라우팅 프로토콜 , 다이내믹 라
우팅 프로토콜) 을 예제소스를 참고해서 실습을 통해 학습 한다.

1

라우터의 명령어 입력과 라우터의 구성 명령에 대해 버전별로 정
리해보고 디스턴스 벡터와 링크 스테이트에 대해 알아본다.
4)강의방법: 이론,실습 및 질의응답, 토론

2

라우터의 패스워드 지정과 시스코 라우터의 친구 찾기 기능인
CCP, 텔넷, 핑, 트레이스 등의 명령을 학습함으로써 라우터의 제어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3

이제까지 배웠던 라우터의 내용을 복습하고 연습문제를 풀어봄으
로써 학생들이 이해 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4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라우터의 패스워드 지정과 , CCP, 텔넷,
핑, 트레이스 등의 명령) 을 예제소스를 참고해서 실습을 통해
학습 한다.

1

RIP와 Distance - Vector 라우팅 알고리즘 에서의 문제점과 해결
책을 알아보고 IG RP 라우팅 프로토콜, OSPF 라우팅 프로토콜의
동작 방식과 특징을 이해하도록 한다.
4)강의방법: 이론,실습 및 질의응답, 토론

2

라우터의 네트워크 접근 제어 액세스 리스트(Access List)에 대해
알아보고 스탠더드 액세스 리스트와 텔넷포트(VTY Port)에서의 액
세스 리스트 그리고 익스텐디드액세스 리스트(Extended Access
List)를 이해하도록 한다.

3

라우터의 장애 대비 HSRP 프로토콜과 IP 주소의 변환을 지원하
는 프로토콜인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를 통해 라우터의
내부 구조와 동작의 과정을 파악하도록 한다.

4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Access List , VTY Port , Extended
Access List) 을 예제소스를 참고해서 실습을 통해 학습 한다.

1

원거리 통신망인 WAN의 개념을 이해하고 스위칭 방식중의 하나
인 회선 스위칭 방식과 패킷 스위칭 방식을 학습한다.
4)강의방법: 이론,실습 및 질의응답, 토론

2

HDLC와 PPP를 비교하여 설명한다.
또한 프레임 릴레이(Frame-Relay) 구성과 ISDN 기술에 대해 이해
하도록 지도한다.

3

WAN, HDLC, PPP , 프레임릴레이에 관해 복습하고 예제를 참고
해 실습하여 확실히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

4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WAN ,HDLC , PPP , Frame-Relay) 을

제 10주

제 11주

제 12주

#２ 과제 :
무선 LAN과 보안기술에
대해 조사하여 제출한다.

예제소스를 참고해서 실습을 통해 학습 한다.

제 13주

제 14주

1

무선 랜의 개념과 BSS, ESS 에 관해 설명 하고 무선 랜의 통신표
준인 IEEE802.11B, IEEE802.11G, IEEE802.11A 의 비교 설명하여 학
습한다.
4)강의방법: 이론, 실습 및 질의응답, 토론

2

인코딩 방식을 살펴본다. 또한 무선 네트워크에서의 보안기법과
AP 설정 방법을 실습한다. 라우터와 PC 연결 확인하는 방법과 라
우터의 인터넷 연결 설정방법을 학습한다.

3

무선 인터넷 연결 설정 등을 실습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실력
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실무 현장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4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BSS, ESS, IEEE80 2.11B, IEEE802.11G,
IEEE802.11A) 을 예제 소스를 참고해서 실습을 통해 학습 한다.

1

IPv6의 필요성과 기존 IPv4와의 차이점 그리고 주요 특징 등을
살펴보고 현재 사용중 인 라우터에서 IPv6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
어져 있는지를 설명한다.
4)강의방법: 이론, 실습 및 질의응답, 토론

2

설정된 IPv6의 주소를 파악할 수 있게 학습하고, 적용 할 수 있
는 실력을 쌓도록 함으로써 실무 현장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3

실습을 통해 설정된 IPv6의 주소를 파악하고 적용할수 있는 실력
을 쌓도록 함으로써 실무 현장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4

이론시간에 배웠던 내용(Pv6의 주소를 파악) 을 예제소스를 참고
해서 실습을 통해 학습 한다.

1
제 1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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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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