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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Software Defined Networking (Coursera)

 Free: SDN and OpenFlow Introduction (GNS3 Academy)

 Introduction to Software Defined Networking (ipSpace)

 Computer Networking (Udacity)

 Cloud Networking (Coursera)

 Introduction to Cloud Infrastructure Technologies (e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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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Defined Networking (Coursera)

• https://www.coursera.org/learn/sdn

• 2016년 9월 중 오픈 예정

• Princeton 대학교 Nick Feamster 교수 강의

•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1달 정도 지연 될 수 있음

• 주 (Week) 단위로 한 챕터 씩 공개 (총 8주)

• 한 주에 10분 정도 길이 강의 영상 * 5~6개

• 다지 선다형 퀴즈 * 3~4개

• Programming assignment 1개 (Submission to TA)

• Video, Text 튜토리얼 제공 (요구사항 명확)

• 커리큘럼 마지막 주 프로젝트 (1주~2주)

• Debate 포럼 (수강생, TA 질의응답)

• Course 종료 이후 2달 정도 full 컨텐츠 오픈 후 폐강

• Grading, TA 지원 X

https://www.coursera.org/learn/s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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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Defined Networking (Coursera)

• YouTube 에 2015년 버전 coursera 강의 영상 공개 중

•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herdrLyny8YN
4M24iRJBMCXkLcGbmhY

• 강의 노트 (PDF) 제공

• 강의 영상에서 활용되는 것과 동일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herdrLyny8YN4M24iRJBMCXkLcGbm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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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Defined Networking (Cours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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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SDN and OpenFlow Introduction (GNS3 Academy)

• http://academy.gns3.com/courses/sdn-and-openflow-
introduction

• 강사: Cisco, HP 15+ years educator

• 회원가입 후 무료로 수강 가능

• Course 스케쥴 없이 무기한 제공

• 컨텐츠는 비디오 강의만 제공
• 강의 노트, 퀴즈, 숙제, 프로젝트 등 없음

• SDN 이론적인 내용 보다는 Mininet, 오픈 소스 컨트롤
러 등을 이용해 SDN 환경을 구축하고 응용하는 튜토리
얼 형식의 강의

• 40 개 영상 * 1~2분/영상

http://academy.gns3.com/courses/sdn-and-openflow-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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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SDN and OpenFlow Introduction (GNS3 Academy)



POSTECH 8/15

Introduction to Software Defined Networking (ipSpace)

• http://content.ipspace.net/get/SDN101

• 회원가입 후 무료로 수강 가능

• Course 스케쥴 없이 무기한 제공

• 컨텐츠는 비디오 강의, 강의 노트 제공
• 퀴즈, 숙제, 프로젝트 없음

• iSpace 에서 제공하는 SDN 강좌 Track/Roadmap 의 도
입부 형태로 해당 강의를 오픈
• 상위 트랙 강의는 모두 유료

• 15개 영상, 총 3시간 분량

http://content.ipspace.net/get/SDN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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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o Software Defined Networking (ip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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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 Networking (Udacity)

• https://www.udacity.com/course/computer-networking--
ud436

• Princeton 대학교 Nick Feamster 강의

• 회원가입 후 무료로 수강 가능

• Course 스케쥴 없이 무기한 제공

• 컨텐츠는 비디오 강의, 강의 중 간단한 퀴즈
• 강의 노트, 숙제, 프로젝트, TA 지원 없음

• Computer Networking 의 한 챕터로 SDN 강의 제공
• 13개 영상, 총 30 분 분량

https://www.udacity.com/course/computer-networking--ud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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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 Networking (Ud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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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Networking (Coursera)

• https://www.coursera.org/learn/cloud-networking

• UIUC P. Brighten Godfrey 교수 강의

• 2016년 10월 27일 코스 오픈

• 주 (Week) 단위로 한 챕터 씩 공개

• 비디오 강의, 강의 노트, 퀴즈, 숙제, 프로젝트 제공

• 무료 사용자는 일부 Graded material 에 접근 불가

• Datacenter, SDN, NFV, TE, Cloud applications 등의 챕
터로 구성

• Debate 포럼 (수강생, TA 질의응답)

• Course 종료 이후 2달 정도 full 컨텐츠 오픈 후 폐강
• Grading, TA 지원 X

https://www.coursera.org/learn/cloud-net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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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o Cloud Infrastructure Technologies (edX)

• https://courses.edx.org/courses/course-
v1:LinuxFoundationX+LFS151.x+2T2016/info

• 회원가입 후 무료로 수강 가능

• Course 스케쥴 없이 무기한 제공

• 컨텐츠는 Only 텍스트 강의 (웹 페이지 슬라이드 형식)
• 비디오 강의, 강의 노트, 숙제, 프로젝트 없음

• SDN에 대한 이론적 강의 보다는 간략한 소개 후
• 클라우드 환경에서 SDN 구성하는 방법 및 도구(Docker, 

OpenStack 등)에 대한 설명

https://courses.edx.org/courses/course-v1:LinuxFoundationX+LFS151.x+2T2016/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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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o Cloud Infrastructure Technologies (edX)



POSTECH 15/15

Q &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