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V160 및 RV260에서 Ping, Traceroute 및 DNS
조회 
목표
 

이 문서에서는 RV160 및 RV260 시리즈 라우터에서 ping, traceroute 및 DNS 조회 등 네트워
크 연결을 확인하는 데 영향을 주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소개
 

장치에서 네트워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진단 도구를 제공합니다.툴 검토
보다 더 구조화된 접근 방식을 찾고 있다면 다음 문서를 확인하십시오.RV160 및 RV260 라우
터의 문제 해결.이 문제 해결 문서에서는 연결 문제 해결 시 분석할 수 있는 몇 가지 영역을 다
룹니다.
  

방법 #1 - Ping
 

첫 번째는 핑.ping 명령은 디바이스의 액세스 가능성을 트러블슈팅할 때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Ping은 네트워크의 두 지점 간의 연결을 확인하는 데 단순성과 속도가 매우 빠르
기 때문에 자주 사용됩니다.원격 호스트가 활성 또는 비활성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ICMP(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 에코 메시지를 사용합니다.또한 호스트와의 통신
및 패킷 손실에서 왕복 지연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첫째, 소스에서 에코 요청 패킷을 주소로
전송하고 응답을 기다립니다.에코 요청이 대상에 도달하고 목적지가 시간 초과가 발생하기 전
에 에코 응답을 소스로 다시 보낼 수 있는 경우 ping이 성공합니다.
  

메서드 #2 - Traceroute
 

두 번째 진단 도구는 Traceroute입니다.Traceroute는 목적지로 이동할 때 패킷이 실제로 사용
하는 경로를 찾는 데 사용됩니다.이 방법의 목적은 각 ICMP Time Exceeded Message를 사용
하여 패킷이 대상에 도달하는 데 걸린 경로를 찾는 것입니다.라우터는 원격 호스트의 잘못된
포트 주소로 UDP(User Datagram Protocol) 데이터그램의 시퀀스를 전송합니다.TTL(Time-
To-Live) 필드 값이 1로 설정된 3개의 데이터그램이 전송되며, TTL 값이 1이면 경로의 첫 번째
라우터에 도달하자마자 데이터그램이 "시간 초과"됩니다.그런 다음 첫 번째 라우터는 데이터
그램이 만료되었음을 나타내는 ICMP Time Exceeded 메시지로 응답합니다.그런 다음 또 다
른 3개의 UDP 메시지가 다음 라우터로 전송되고 TTL 값이 1씩 증가합니다. 이제 TTL 값이
2로 설정되어 두 번째 라우터가 ICMP Time Exceeded 메시지를 반환합니다.이 프로세스는 패
킷이 대상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됩니다.데이터그램이 대상 호스트에 도달하고 잘못된 포트에
액세스하려고 하면 ICMP Port Unreachable Message(연결할 수 없는 포트)가 반환됩니다. 이
는 traceroute에 목적지에 도달하여 그 곳에서 중지합니다.
  

메서드 #3 - DNS 조회
 

세 번째 진단 툴은 DNS Lookup입니다.DNS(Domain Name System)는 DNS 서버의 DNS 프
로토콜을 통해 호스트 이름을 IP 주소에 매핑할 수 있는 분산 데이터베이스입니다.각 고유 IP
주소에는 연결된 호스트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DNS 조회는 도메인 이름의 DNS 레코드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진단 도구입니다.도메인 이름의 IP 주소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IP 주소와 연결된 도메인 이름을 찾기 위해 역방향 검색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ping, traceroute 및 DNS 조회에 대한 간략한 2분 기술입니다.  
 

/content/en/us/support/docs/smb/routers/cisco-rv-series-small-business-routers/smb5857-troubleshooting-on-rv160x-and-rv260x.html?dtid=osscdc000283#Run
/content/en/us/support/docs/smb/routers/cisco-rv-series-small-business-routers/smb5857-troubleshooting-on-rv160x-and-rv260x.html?dtid=osscdc000283#Run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RV160
 
 
RV260
 
  

소프트웨어 버전
 

 
1.0.00.15
 
  

Ping, Traceroute 및 DNS 조회
 

1단계. 라우터의 웹 구성 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단계. Administration(관리) > Diagnostic(진단)으로 이동합니다.
 



 
3단계. Ping 또는 Trace on IP Address(IP 주소의 Ping 또는 추적) 섹션에서 ping할 IP 주소 또
는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Ping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예에서는 8.8.8.8을 입력했습니다.8.8.8.8은 Google의 공용 DNS 서버입니다.
 

 
참고:네트워크에서 프라이빗 IP 주소를 ping할 수도 있습니다.
 

 
4단계. 대상에 대한 경로를 찾으려면 추적할 IP 주소 또는 도메인 이름을 입력한 다음
Traceroute를 클릭합니다.google.com으로 이동할 때 패킷이 사용하는 경로를 볼 수 있어야 합
니다.



참고:대상에 대한 공용 IP 주소가 모호해졌습니다.
 

 
5단계. Perform a DNS Lookup(DNS 조회 수행) 섹션에 정보를 찾을 IP 주소 또는 도메인 이름
을 입력합니다.조회 프로세스를 시작하려면 조회를 누릅니다.
 
이 예에서는 google.com에 입력했습니다.
 

 
참고:도메인 이름 대신 IP 주소를 입력하여 역방향 DNS 조회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이제 RV160 및 RV260 시리즈 라우터에서 ping, traceroute 및 DNS 조회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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