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V220W 무선 방화벽의 PPPoE(Point Protocol
over Ethernet) 프로파일 컨피그레이션을 가리킵
니다. 

목표
 

PPPoE(Point to Point Protocol over Ethernet)는 이더넷 프레임 내에서 Point-to-Point 프로토
콜 프레임을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개인이 이더넷 연결을 통해 DSL 모뎀과 통신하는 데
사용됩니다.터널링 프로토콜로서 PPPoE는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IP 패킷을 전송하는 효과적
인 기반으로 사용됩니다.
 
PPPoE 프로파일 기능은 PPPoE 세션 그룹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정보를 포함하는
PPPoE(Point to Point Protocol over Ethernet) 프로파일을 도입합니다.하나의 디바이스에 여
러 PPPoE 프로파일을 정의할 수 있으므로 서로 다른 템플릿 및 기타 PPPoE 구성 매개변수를
서로 다른 이더넷 인터페이스와 VLAN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RV220W 무선 방화벽에 PPPoE 프로파일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RV220W
  

소프트웨어 버전
 

·v1.0.4.17
  

PPPoE 프로파일
 
PPPoE 프로파일 추가
 

1단계. 웹 구성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Networking(네트워킹) > WAN(인터넷) > PPPoE
Profiles(PPPoE 프로파일)를 선택합니다.PPPoE 프로파일 페이지가 열립니다.
 

 
2단계. 추가를 클릭합니다.PPPoE Profiles 창이 나타납니다.
 



 
3단계. 프로파일 이름 필드에 프로파일 이름을 입력합니다.
 
4단계. 사용자 이름 필드에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5단계. 비밀번호 필드에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6단계. Get DNS from ISP(ISP에서 DNS 가져오기) 라디오 버튼에서 Disable(비활성화) 또는
Enable(활성화)을 클릭합니다.
 
7단계. (선택 사항) 이전 단계에서 Disable(비활성화)을 선택한 경우 Primary DNS Server(기
본 DNS 서버) 필드에 클라이언트 호스트에서 생성된 네트워크 어댑터에 설정할 기본 DNS 서
버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8단계. (선택 사항) 6단계에서 Disable(비활성화)을 선택한 경우 Secondary DNS Server(보조
DNS 서버) 필드에 보조 DNS 서버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9단계. Authentication Type(인증 유형) 드롭다운 목록에서 인증 유형을 선택합니다.
 

·자동 협상 — 디바이스가 속도, 이중 모드 및 흐름 제어를 설정합니다.이 유형에서 서버는 설
정된 보안 알고리즘을 지정하는 컨피그레이션 요청을 전송합니다.그런 다음 디바이스에서
이전에 서버에서 보낸 보안 유형의 인증 자격 증명을 다시 전송합니다.
 
·PAP — PAP(Password Authentication Procedure)는 일반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인증 측정
값입니다.이 유형의 디바이스는 ISP에 연결할 때 비밀번호 인증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가
장 일반적인 보안 버전입니다.PAP에서 비밀번호는 일반 텍스트로 링크를 통해 전송되며 재
생 또는 추적 및 오류 공격으로부터 보호되지 않습니다.원격 노드가 로그인 시도 빈도와 타
이밍을 제어합니다.
 
·CHAP — CHAP(Challenge Handshake Authentication Protocol)는 보다 안전한 PAP 버전
입니다.이 인증은 3방향 핸드셰이크를 통해 피어의 ID를 확인하며 PAP보다 안전합니다.
 
·MS-CHAP — Microsoft 버전의 CHAP입니다.MS-CHAP는 주로 Windows 2000에서 사용되
었으며 1방향 인증만 제공하며 VISTA에서는 이를 지원하지 않으며 MS-CHAPv2는 훨씬 안
전합니다.NT와의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을 위해 v1을 사용해야 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비밀
번호를 기반으로 하는 40비트 암호화 키를 사용합니다.
 
·MS-CHAPv2 — MS-CHAP의 보다 안전한 버전입니다.기본적으로 MS-CHAP v2는 더 안전



하며, 상호 인증, 강력한 초기 데이터 암호화 키 및 전송 및 수신을 위한 서로 다른 암호화 키
를 제공합니다.인증할 때마다 새 문자열이 사용됩니다.이는 최신 인증 유형입니다.
 

참고:MS-CHAPv2는 현재 가장 안전한 인증 방법이지만, 많은 기업들은 이전 버전과의 호환성
, 이전 하드웨어의 신속한 호환성, 최신 업그레이드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려는 욕구
때문에 여전히 덜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0단계. 연결 유형 라디오 버튼에서 연결 유지 또는 유휴 시간을 선택합니다.
 

·연결 유지 —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까지 연결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유휴 시간 —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특정 사용 시간이 없습니다.
 

11단계. (선택 사항) 이전 단계에서 유휴 시간을 선택한 경우 원하는 유휴 시간을 입력합니다.
 
12단계. 저장을 클릭합니다.
  

PPPoE 프로파일 편집
 

1단계. 웹 구성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Networking(네트워킹) > WAN(인터넷) > PPPoE
Profiles(PPPoE 프로파일)를 선택합니다.PPPoE 프로파일 페이지가 열립니다.
 



 

 
2단계. 추가된 프로파일의 이름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3단계. Edit(수정)를 클릭합니다.PPPoE Profiles 창이 나타납니다.
 



 
4단계. 필드를 원하는 대로 수정하고 Save(저장)를 클릭하여 PPPoE 프로파일을 업데이트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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