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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능: 뉴스페이스를 위
한 몇 가지 지침 
목표
 
이 문서의 목적은 Cisco Business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킹의 기본 사항을 숙지하
는 것입니다.
  
소개
 
네트워크를 설정하려는 소규모 비즈니스 소유자이십니까? 네트워크 설정을 완료했지만 문제가 발
생했습니까? 도움을 요청했고 IT 담당자와 상담할 수 있는 조언을 얻었지만 IT 담당자는 없습니까?
네트워킹을 모르면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시작하기에 좋은 곳이 있어
요 이 문서는 몇 가지 일반적인 Cisco 비즈니스 조건을 숙지하고 네트워크 설정 및 유지 관리 시 수
행할 작업을 보다 편리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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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비즈니스 제품 비교
Cisco Business Products에서 UI(웹 사용자 인터페이스) 탐색
설정 후 구성을 저장하는 방법
간단한 문제 해결 기법
로컬 IP 주소를 식별하는 방법
IP 주소 지정 옵션
로컬 IP 주소를 수동으로 할당하는 방법
현재 공용 IP 주소를 식별하는 방법
  

초보자를 위한 유용한 리소스 및 링크
 
다음 비디오 및 PDF는 네트워크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매우 높은 수준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네트워킹 기본 사항: 알아야 할 사항
소규모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어떻게 설정합니까?
프로토콜: 네트워크 스위치를 위한 5가지 필수 조건
6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간단한 팁
중소기업을 위한 네트워킹 리소스
Cisco Business Network Management Solutions(Cisco 비디오)
네트워킹 기본 사항: 알아야 할 사항(라우터, 스위치 및 액세스 포인트가 네트워크에서 수행하
는 작업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웹 사이트에서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확인해!
 

Cisco가 자체 채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Cisco Business에는 
Video.cisco.com에서 "Cisco Tech Talks"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일련의 비디오가 있습니다.
Cisco Business Part of Equipment의 Web UI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를 탐색하고 싶은지

/content/en/us/solutions/small-business/resource-center/networking/networking-basics.html
https://www.cisco.com/c/ko_kr/solutions/small-business/resource-center/networking/how-to-set-up-a-network.html
https://video.cisco.com/video/5630209179001
https://www.youtube.com/watch?v=Cwh2vXpkBB8
/content/en/us/solutions/small-business/resource-center/networking/networking-solutions.html
https://www.youtube.com/watch?v=z_2C5ZwwEEI
/content/en/us/solutions/small-business/resource-center/networking/networking-basics.html
/content/en/us/solutions/small-business/resource-center/networking/networking-basics.html
/content/en/us/solutions/small-business/resource-center/networking/networking-basics.html
https://video.cisco.com/
https://video.cisco.com/


궁금하면 에뮬레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여 Cisco Business용 에뮬레이터를 봅니
다.
  

Cisco 지원 사이트 및 문서 탐색
 
Cisco Small Business 또는 SMB라고도 하는 Cisco Business는 Cisco 웹 사이트에서 자체 섹션을
제공합니다. Cisco Business Community로 직접 이동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이 사이트에는 귀하와 관련될 수 있는 많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이 웹 사이트는 자주 업데이트되므로 표시되는 내용은 제공된 예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엔터프라이즈 제품은 일반적으로 IT 직원이 있는 대기업에 맞게 조정됩니다. 비즈니스 및 네
트워킹 요구 사항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문서는 Cisco Business를 위한 것입니다.
 
모든 Cisco Business(Small Business) 장비에는 특별 제품 지원 페이지가 있습니다. 개요를 보려면 
Cisco Business Support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탐색하려는 디바이스 및 제품군을 클릭합니다.
 

https://community.cisco.com/t5/small-business-online-device/bd-p/911-discussions-online-device-emulators
https://community.cisco.com/t5/small-business-online-device/bd-p/911-discussions-online-device-emulators
https://community.cisco.com/t5/small-business-support-community/ct-p/5541-small-business-support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smb/product-support/small-business.html


특정 제품에 대한 지원 페이지를 열면 몇 가지 링크를 통해 탐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옵션은 Cisco 웹 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Support and Products and Downloads를 선택
합니다. 검색 표시줄에서 탐색할 디바이스의 모델을 입력합니다.
 

https://www.cisco.com/
https://www.cisco.com/
https://www.cisco.com/


해당 제품에 대한 특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래로 스크롤하면 다음 범주가 나열됩니다. 관심 영역을 선택하거나 추가 스크롤하여 각 범주 아
래의 문서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는 다른 관련 문서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제품 지원 및 다운로드에도 사용됩니다. 장치에 대한 최신 펌웨어 버전을 찾으려면 여
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관리 설명서 및 빠른 시작 설명서: 이러한 리소스는 제품 및 해당 기능에 대한 매우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검색할 수 있는 두 가지 리소스입니다. 모델 번호를 사용하여 사이트나 웹 검색을 수행할
때 하나 또는 다른 하나를 추가하여 이러한 긴 안내선을 볼 수 있습니다.
 
팁: 일부 문서는 상당히 커서 탐색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Cisco 문서 또는 온라인 관리 가이드
에서 특정 항목을 검색하는 경우 Windows를 사용하는 컴퓨터에 있는 경우 키보드의 Ctrl 단추를 누
른 채 f 키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화면 왼쪽의 영역이 열립니다. 여기서 key word를 입
력하고 위쪽 및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를 클릭하면 문서를 스크롤하여 문서
에서 해당 단어를 강조 표시하여 쉽게 볼 수 있습니다.
 

 
Cisco 비즈니스 제품 비교
 
이 섹션에서는 Cisco Business Portfolio의 다양한 모델과 장치를 비교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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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Business Router 모델(현재 제품)
Cisco Business Wireless 제품군 모델 비교(현재 제품)
Cisco 비즈니스 스위치 비교(현재 제품)
Cisco Unmanaged, Smart 및 Managed Switch(스위치의 일반적인 차이점 설명)
Cisco Business Switch Stacking Mode Selector
Cisco Business 6800 Series IP Phone(현재 제품)
Cisco Business 8800 Series IP Phone(현재 제품)
100 Series 스위치(이전 모델)
200 Series 스위치(이전 모델)
300 Series 스위치(이전 모델)
350 시리즈 스위치
500 Series 스위치(이전 모델)
550 Series 스위치(이전 모델)
Cisco Business 100 Series 무선 액세스 포인트
Cisco Business 300 Series Wireless Access Point(이전 모델)
  

Cisco 비즈니스 하드웨어에 로그인하는 방법
 
디바이스에 로그인하려면 디바이스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장치가 켜져 있고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더넷 케이블을 사용하여 컴퓨터를 장치에 연
결합니다. 사용 중인 장치에 따라 장치에 이더넷 어댑터가 없으면 이더넷 어댑터가 필요할 수 있습
니다. 디바이스에서 이더넷 케이블을 임의의 LAN 포트(라우터의 경우) 또는 다른 디바이스의 일반
포트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Cisco IP 전화기에서 LAN 포트에 꽂을 수도 있습니다. LAN 포트는 연
결된 3개의 상자나 컴퓨터를 표시하는 아이콘입니다.
 
팁: VPN에 연결하지 않아야 합니다. WiFi도 꺼야 합니다.
 
웹 브라우저를 두 번 클릭하여 방문하려는 웹 사이트 이름을 입력할 주소(검색) 표시줄을 엽니다.
 

웹 브라우저가 표시되지 않으면 Windows 컴퓨터의 왼쪽 아래에 있는 검색 표시줄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일치하는 응용 프로그램 이름 및 옵션을 입력하여 입력을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이 열립니다.
 

/content/en/us/products/routers/small-business-rv-series-routers/models-comparison.html
/content/en/us/support/smb/product-support/small-business/wireless-CBW-comparison.html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mb/switches/Cisco-Business-Switching/kmgmt-3081-Cisco-Business-Switch-Comparison.html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mb/switches/Cisco-Business-Switching/kmgmt-3204-unmanaged-smart-managed-switches.html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mb/switches/Cisco-Business-Switching/kmgmt-2799-switch-stack-selector-cbs.html
/content/en/us/products/collateral/collaboration-endpoints/ip-phone-6800-series-multiplatform-firmware/datasheet-c78-739946.html
/content/en/us/products/collaboration-endpoints/ip-phone-8800-series-multiplatform-firmware/8800-series-comparison.html
/content/en/us/products/switches/small-business-100-series-unmanaged-switches/models-comparison.html
/content/en/us/products/switches/small-business-200-series-smart-switches/models-comparison.html
/content/en/us/products/switches/small-business-300-series-managed-switches/models-comparison.html
/content/en/us/products/switches/350-series-managed-switches/models-comparison.html
/content/en/us/products/switches/small-business-500-series-stackable-managed-switches/models-comparison.html
/content/en/us/products/switches/550x-series-stackable-managed-switches/compare-model.html
/content/en/us/products/wireless/small-business-100-series-wireless-access-points/models-comparison.html
/content/en/us/products/wireless/small-business-300-series-wireless-access-points/models-comparison.html


디바이스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공장 재설정을 했거나 자격 증명을 처음 입력하는 경우에는 라우
터의 기본 IP 주소 192.168.1.1, 스위치의 경우 192.168.1.254, 무선 액세스 포인트의 경우
192.168.1.245을 사용합니다. 자격 증명은 cisco에서 처음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모두 제공합
니다. 이전 디바이스 및 일부 전화기는 admin을 기본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로 사용합니다. 자격
증명을 변경한 경우 대신 해당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참고: 스위치 또는 WAP에 액세스할 때 스위치나 WAP가 라우터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컴퓨터가 스
위치 또는 WAP에 직접 연결되어 있을 때 기본 IP 주소가 적용됩니다. 스위치 또는 WAP가 라우터
에 연결되어 있으면 DHCP는 기본적으로 IP 주소를 할당하며 IP 주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의 IP 주소를 잊었고 유지해야 하는 특정 컨피그레이션이 없는 경우 물리적 디바이스의 공
장 기본값으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페이퍼클립을 열고 그 끝을 작은 누름 재설정 버튼에 삽입합
니다. 10초 동안 기다리면 디바이스의 표시등이 켜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팅하는 데 최소 몇
분 정도 걸립니다. IP 주소와 컨피그레이션 파일은 기본값으로 되돌아갑니다.
 



이 시점에서는 안전하지 않다는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우터에 등록된 인증서가 없기 때문입
니다. 계속, 예외 추가 또는 고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웹 브라우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팁: 팝업 차단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를 클릭하여 팝업을 허용해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 Chrome은 웹 브라우저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나타나면 Advanced를 클릭합니
다.
 



새 화면이 열리고 Proceed to (name of website) (unsafe)를 클릭해야 합니다.
 

다음은 Firefox를 웹 브라우저로 사용할 때 디바이스 경고에 액세스하는 예입니다. Advanced(고급
)를 클릭합니다.
 

Add Exception(예외 추가)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예외 확인을 클릭해야 합니다.
 



연결이 없는 경우 아래 설명된 대로 웹 UI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디바이스와 동일한 서브넷에 있는
지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디바이스가 192.168.1.x와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컴퓨터에 들어가서
동일한 서브넷에 있는 고정 IP 주소를 설정해야 합니다.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IP 주소와 동일한 IP
주소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192.168.1.x에서 x로 표시되는 마지막 8진수는 네트워크의 다른 디바
이스와 일치하지 않는 한 1-254의 숫자일 수 있습니다. DHCP에서 169.x.x.x 주소를 할당한 랩톱의
IP 주소가 표시될 경우, 빨간색 플래그이며 디바이스가 라우팅되지 않으며 다른 디바이스와 통신할
수 없습니다.
 
Cisco VPN 라우터의 웹 기반 설정 페이지에 액세스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WAP(Wireless Access Point)의 웹 기반 유틸리티에 액세스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Cisco IP Phone의 웹 기반 유틸리티에 액세스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
  
UI(웹 사용자 인터페이스) Cisco 비즈니스 제품 탐색
 
모든 Cisco 비즈니스 장비(100 시리즈 비관리형 스위치 제외)에는 UI(Web User Interface)가 제공
됩니다.
 
이 유형의 인터페이스, 화면에 표시되는 것은 선택 옵션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화면을 탐색하기 위
해 어떤 명령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웹 UI는 GUI(Graphical User Interface), 웹 기반 인터페이스, 웹
기반 지침, 웹 기반 유틸리티 또는 웹 구성 유틸리티라고도 합니다.
 
디바이스의 컨피그레이션을 변경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웹 UI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웹
UI는 디바이스의 성능을 수정하도록 변경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포함하는 툴을 관리자에게 제공합
니다.
 
Cisco 디바이스에 로그인하면 왼쪽의 탐색 창이 포함된 웹 UI 화면이 표시됩니다. 여기에는 디바이
스의 최상위 기능 목록이 포함됩니다. 탐색 창을 탐색 트리, 탐색 모음, 메뉴 또는 탐색 맵이라고도
합니다.
 
이 페이지의 색상은 장비 및 펌웨어 버전에 따라 최상위 기능은 물론 다양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mb/routers/cisco-rv-series-small-business-routers/smb381-accessing-the-web-based-setup-page-of-cisco-vpn-routers.html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mb/wireless/cisco-small-business-100-series-wireless-access-points/smb5499-access-the-web-based-utility-of-the-wireless-access-point-wa.html?dtid=osscdc000283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mb/collaboration-endpoints/cisco-ip-phone-6800-series/access-the-web-page-of-a-6800-series-ip-phone.html


일부 Cisco Web UI 화면은 여기 표시된 대로 연한 파란색입니다.
 

참고: SG350X 스위치의 웹 UI입니다.
 
다른 Cisco 디바이스에는 웹 UI 화면이 있습니다. 이 화면에는 검정과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참고: 무선 액세스 포인트의 웹 UI에서 찍은 그림입니다. 가장 최근 장치의 탐색 창은 일반적으로 이
색 구성표를 따릅니다.
 
팁: 기본 메뉴 항목 앞에 화살표나 아이콘이 있으면 해당 그룹의 하위 메뉴를 확장하고 표시하려면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원하는 하위 메뉴 항목을 선택하여 연결된 페이지를 열 수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해당 영역이 확장되어 해당 섹션의 옵션이 표시됩니다. 확장된 하위 메뉴 옵션의 예:
 



장비에 따라 그리고 업데이트된 경우 화면이 약간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선과 화살표가 있는 파란색 원을 선택하여 탐색 창을 열 수 있습니다.
 

탐색 창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웹 UI 화면 오른쪽 상단의 물음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물음표 아이콘을 선택하면 새 화면이 열리고 탐색 창과 같은 순서로 확장 가능한 섹션이 나타납니
다.
 



섹션 중 하나를 선택하면 항목 목록이 그 아래에 확장됩니다. 추가 정보를 원하는 영역을 선택하면
해당 영역이 열립니다. 이 예에서 Firewall(방화벽) > Basic Settings(기본 설정)가 선택되었습니다.
특정 질문을 찾을 위치를 잘 모르는 경우 화면 오른쪽 상단에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설정 후 구성을 저장하는 방법
 
1단계. 디바이스에 대한 컨피그레이션을 완료하고 Apply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세션에 대한 컨피그
레이션만 저장됩니다. 이를 실행 중인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2단계. 다음 번에 디바이스를 재부팅하거나 부팅할 때 컨피그레이션이 계속 유지되도록 이 컨피그
레이션을 저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시작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페이지
상단에서 저장을 클릭합니다. 컨피그레이션을 변경한 후 Save(저장) 버튼이 깜박입니다.
 

3단계. Running Configuration(실행 중인 컨피그레이션)이 소스로 선택되었고 Startup
Configuration(시작 컨피그레이션)이 Destination(대상)으로 선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Apply(적용
)를 클릭하여 실행 중인 컨피그레이션을 시작 컨피그레이션에 저장합니다.
 



4단계. 확인 메시지가 표시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제 디바이스가 재부팅되거나 다시 시작되거나 플러그가 해제되었더라도 컨피그레이션 세트를 보
유해야 합니다.
  
간단한 문제 해결 기법
 
재부팅: 재부팅은 매우 유용한 툴이 될 수 있으며 최적의 성능을 위해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펌웨어 또는 언어 업그레이드 후 활성 이미지를 업데이트하려면 재부팅해야 합니다. 컨피그레이션
을 저장하기 위해 재부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라우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연결 문제가 있
는지 확인하는 간단한 솔루션입니다.
 
Administration(관리) > Reboot(재부팅)로 이동합니다. 재부팅이 완료되는 데 몇 분 정도 걸립니다.
여기서 재부팅 후 활성 이미지를 확인하여 최신 버전을 실행 중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 버전
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Cisco 지원으로 이동하여 다운로드 아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
가 높을수록 사용 가능한 최신 버전이 됩니다.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index.html


공장 기본값으로 재설정: 공장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할 경우 매우 유용합니다. 라우터가 제대로 실
행되지 않고 솔루션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회사의 다른 사용자가 사용한 라우터
를 수신한 경우 컨피그레이션을 지우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재부팅 후 공장 기본 설정으로 돌아가면 모든 컨피그레이션이 손실되고 설정이 기본값으로 되돌아
갑니다. 복잡한 컨피그레이션이 있는 경우 백업하려고 할 수 있지만 컨피그레이션의 실수로 인해
문제가 처음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Administration(관리) > Reboot(재부팅)로 이동합니다. 재부팅 후 공장 기본 설정으로 돌아가려면 라
디오 버튼을 선택합니다. Reboot(재부팅)를 클릭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 몇 분 정도 걸립니
다.
 

트러블슈팅 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트러블슈팅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라우터용으로 작성되
었지만 다른 장비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CLI(Command Line Interface): 터미널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라우터 및 스위치와 같은 디바이스에
서 구성을 선택하는 또 다른 옵션으로 사용됩니다. 다양한 웹 UI 화면을 탐색할 필요가 없으므로 설
정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령을 알고 완벽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초보자용 기사를 읽
고 있으므로 CLI를 처음 선택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행히 모든 Cisco Business Devices를 사용
하면 웹 UI 화면으로 탐색할 수 있습니다.
 
팁: CLI를 사용하는 많은 기사에서는 웹 UI를 사용하는 유사한 문서에 대한 링크를 제공합니다. 해
당 링크를 클릭하고 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팁: CLI를 사용하여 구성해야 하는 경우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십시오. 이 [IP 주소]와 같은 대괄호로
묶인 내용이 표시된다면, 단어를 입력하지 않으면 실제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enable]이 표시되면

/content/en/us/support/docs/smb/routers/cisco-rv-series-small-business-routers/smb5857-troubleshooting-on-rv160x-and-rv260x.html


| disable] 옵션이 표시되는 위치입니다.
 
IOS 및 구성 기본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명령 프롬프트: 명령 프롬프트는 컴퓨터의 Windows에서 사용되는 CLI(Command Line Interface)의
특정 이름입니다. 네트워크에 있는 디바이스를 보고, ping을 전송하고, traceroute를 수행하려면 이
액세스 포인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특정 IP 주소에 연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ping을 입력한 다음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회신을 받
으면 연결된 것입니다. 이 작업은 웹 UI에서도 수행할 수 있지만 많은 사용자가 연결을 확인합니다.
VPN을 통해 연결된 경우 원격 라우터의 로컬(LAN) IP 주소를 ping하여 VPN 연결이 작동하는지 확
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예에서는 보안 목적으로 공용 IP 주소가 모호해졌습니다.
 

/content/en/us/td/docs/switches/wan/mgx/mgx_8850/software/mgx_r3/rpm/rpm_r1-1/configuration/guide/appc.html


로컬 IP 주소를 식별하는 방법
 
Windows에서 디바이스의 IP 주소 및 네트워크에서 기타 정보를 찾으려면 화면 오른쪽 하단 컴퓨터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네트워크 및 인터넷 설정 열기를 선택합니다.
 

또 다른 옵션은 창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화면 왼쪽 하단 기어 아이콘 을 클릭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네트워크 및 인터넷을 선택합니다.
 

두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면 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네트워크 속성 보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정보 목록이 표시됩니다.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는 라우터인 기본 게이트웨이의 IP 주소는
DHCP 서버 및 DNS 서버와 동일합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IPv4 주소는 현재 사용 중인
컴퓨터의 주소입니다.
 
참고: FindIT 또는 Cisco Business Dashboard(CBD)를 활용할 경우, Cisco 장치에 대한 정보도 찾을
수 있습니다.
 



IP 주소 지정 옵션
 
동적 IP 주소 또는 DHCP: 모든 옵션 중 가장 간단한 옵션을 선택하면 라우터가 IP 주소 할당 및 유
지 관리를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두 이 방식으로 설정된 경우 두 개의 디바이스가 동일한
내부 IP 주소를 전달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고정 IP 주소: 가장 맞춤화된 솔루션인 고정 IP 주소는 정밀도가 필요할 때 생성됩니다. 관리자가 제
어하고 있으며 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주소를 찾아야 하는 경우 이 방법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고정 IP 주소를 선택하고 기존 라우팅 장비가 있는 경우 기존 장비와 다른
VLAN에 IP 주소를 할당해야 합니다.
 
PPPoE: Point Protocol over Ethernet을 가리킵니다. 유럽에선 흔해요 포인트 투 포인트 프로토콜은
VPN 트래픽에 사용되는 이전 방법입니다.
 
L2TP: 유럽에선 흔해요 레이어 2 터널링 프로토콜은 VPN 트래픽에 사용되는 이전 방법입니다.
  
로컬 IP 주소를 수동으로 할당하는 방법
 
로컬 IP 주소를 컴퓨터 또는 라우터에 수동으로 할당하여 나머지 장치와 동일한 네트워크에 있는 다
음 변경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네트워크에서만 권장됩니다.
 
Windows를 운영 체제로 사용하는 경우 화면 오른쪽 하단의 컴퓨터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합니다.
 

네트워크 및 인터넷 설정 열기를 선택합니다.
 

또 다른 옵션은 창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화면 왼쪽 하단 기어 아이콘 을 클릭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및 인터넷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옵션 중 하나를 수행하면 이와 유사한 화면이 표시됩니다. 어댑터 옵션 변경을 선택합니다.
 

사용 중인 네트워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드롭다운 메뉴에서 Properties를 선택합니
다. 그러면 어떤 IP가 할당되었는지 확인하고 컨피그레이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Internet Protocol Version 4(TCP/IPv4)를 선택합니다. 속성을 클릭합니다.
 

다른 디바이스와 동일한 네트워크에 있는 로컬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다른 장치와 동일하지 않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서브넷 마스크 상자의 공백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제 랩톱에서 장치와 통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웹 브라우저에 디바이스의 IP 주
소를 입력합니다.
  
현재 공용 IP 주소를 식별하는 방법
 
웹 브라우저에서 검색을 수행하여 현재 공용 IP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What is my IP
address(내 IP 주소를 입력하면 결과로 표시됩니다.) 두 개 이상의 결과가 표시되면 둘 이상의 소스
를 확인하여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IPv6 주소만 나타나고 IPv4 주소가 필요한 경우 검색에 추
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결론
 
이 기사가 귀하에게 시작에 필요한 몇 가지 최고 수준의 정보를 제공해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 네트워크와 그 잠재력에 대해 계속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Cisco Business는 네트워크를 구성하
고 유지 보수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소개 문서를 보려면 아래 옵션 중 하나를 클릭하십시오.
 
Cisco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능: 장비 및 기본 네트워크 용어집 모든 디바이스에서 펌웨어를 다운로
드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스위치에서 펌웨어 백업 및 복원 또는 교체 고정 IP 주소 설정을 위한
모범 사례 Cisco Business VPN 개요 및 모범 사례 Cisco 비즈니스 라우터에 대한 VLAN 모범 사례
및 보안 팁 인터넷 백업 - Windows 인터넷 백업 - Mac 스위치에 로그인하는 방법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mb/routers/cisco-rv-series-small-business-routers/kmgmt-1080-New-to-Cisco-Business-General-Glossary.html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mb/routers/cisco-rv-series-small-business-routers/kmgmt-1080-New-to-Cisco-Business-General-Glossary.html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mb/General/Beginner_How_to_Download_Upgrade_firmware.html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mb/General/Beginner_How_to_Download_Upgrade_firmware.html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mb/General/Beginner_How_to_Download_Upgrade_firmwar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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