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 일정 

첫째 날 

 산업용 이더넷 정의(EtherNet/IP 

소개)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이해 

 네트워크 구성 계획 / 디자인 / 

적용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시나리오 

 콤포넌트 선정 

 이더넷 스위치 추천 

 EtherNet/IP Capacity Tool 설명 

 WireShark 를 이용한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코스 번호: CCPNTW 

코스 목적 

본 과정을 이수하시면: 

• 기본 이더넷 네트워킹 기술, 용어 및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고급 네트워크 사양, 설정 및 문제 해결 태스크를 수행할 때 이러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장치 사이의 통신을 확인하고, 데이터 전송 유형을 
인식하며, OSI Model Layer 2 와 Layer 3 스위칭 기능을 구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EtherNet/IP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계획/디자인/적용 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EtherNet/IP Capacity Tool 과 WireShark 프로그램을 사용법을 통해 
성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사례와 예방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 인더스트리얼 이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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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대상 

OT 전문가(예를 들어, 제어 엔지니어)를 비롯하여, 
이더넷 네트워크 상에서 산업용 장치를 설치, 설정 
및/또는 유지보수해야 하는 담당자가 본 교육과정에 
참석해야 합니다. 

선행 조건 

본 코스를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다음 조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합니다. 

 Microsoft Windows 기초 작업 수행 능력 

기술 요구사항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강의실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술을 제공하므로 참여자들은 별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습자 교재 

각 참여자가 보다 나은 학습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코스 패키지의 일부로 다음 자료들이 제공됩니다. 

 학습자 매뉴얼:  

- 중요 개념, 정의, 예제 및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습서 

- 학습 활동과 실습을 제공합니다. 

 IT 전문가를 위한 산업 자동화의 필수 사항 
절차안내서 

- EtherNet/IP 네트워크 상에서 통신하는 
자동화장치를 사용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태스크에 대한 단계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IT 전문가를 위한 산업 자동화의 필수 사항 문서 
참조안내서 

- 자주 참조되는 기술 문서를 포함하는 검색형 
온라인 자료입니다. 

실습 

본 교육과정에서는 EtherNet/IP 워크스테이션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연습을 통해 각 레슨에 사용된 

기술을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코스 기간 

코스는 하루 동안 진행됩니다. 

코스 번호: 

본 코스의 번호는 CCPNTW입니다. 

등록 방법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웹사이트 

http://campaign.rockwellautomation.com/LP=1464 

에 접속하시면 교육 신청 및 코스 정보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의 : ishin1@ra.rockwell.com 

 

모든 상표 및 등록 상표는 각 해당 기업의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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