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V120W 및 RV220W에서 포트 트리거 설정 
목표
 

포트 트리거는 온디맨드 방식으로 포트를 LAN PC에 동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이 기능
에서 게이트웨이는 데이터를 요청하는 컴퓨터의 IP 주소를 기억하므로, 요청된 데이터가 게이
트웨이를 통해 다시 반환되면 IP 주소 및 포트 매핑 규칙을 확인하여 데이터를 올바른 컴퓨터
로 리디렉션합니다. 
이 문서의 목적은 RV120W 및 RV220W에서 트리거되는 포트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최대 100개의 포트 트리거 규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RV120W 
· RV220W
  

소프트웨어 버전
 

·v1.0.4.17
  

포트 트리거 테이블에 새 규칙 추가/편집
 
새 규칙 추가
 

1단계. 웹 구성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Firewall(방화벽) > Port Triggering(포트 트리거)을 선
택합니다.Port Triggering 페이지가 열립니다.
 
 

 
다음 필드가 표시됩니다.
 

·이름 — 규칙의 사용자 정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상태 — 규칙의 현재 상태가 표시됩니다.



·프로토콜 — 프로토콜 필드는 포트가 TCP 또는 UD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표시합
니다.
 
·Outgoing Ports — Outgoing Ports(발신 포트) 필드에는 발신 연결 요청이 있을 때 이 규칙을
트리거하는 포트 번호 또는 포트 번호의 범위가 표시됩니다.연결에서 하나의 포트만 사용하
는 경우 StartPort 필드와 EndPort 필드 모두 동일한 값을 표시합니다.
 
·Incoming Ports — Incoming Ports(수신 포트) 필드에는 요청을 수신하는 원격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포트 번호 또는 포트 번호 범위가 표시됩니다.들어오는 연결에서 하나의 포트만 사
용하는 경우 StartPort 필드와 EndPort 필드 모두 동일한 값을 표시합니다.
 

2단계. Add(추가)를 클릭하면 Add/Edit Port Triggering(포트 트리거 추가/편집) 페이지가 열립
니다.
 

 
 
3단계. 이름 필드에 추가할 트리거링 규칙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4단계. Port Triggering Rule 확인란을 선택하여 새 규칙을 활성화합니다.
 
5단계. Protocol 드롭다운 목록에서 새 규칙에 대해 원하는 프로토콜을 선택합니다.
 

·TCP —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는 연결 지향 프로토콜이며 파일/데이터가 전
송될 때마다 연결 자체가 실패하지 않는 한 전달됩니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동안 손상이 없습
니다.이 프로토콜은 한 패킷이 끝나고 다른 패킷이 시작되는 위치를 구분하지 않고 데이터를
"스트림"으로 읽습니다.TCP는 World Wide Web, 이메일 및 FTP(File Transfer Protocol)의
경우 필요할 수 있습니다.TCP는 더 안정적이며 패킷이 올바르게 전송되도록 합니다.
 
·UDP — UDP(User Datagram Protocol)는 연결 없는 프로토콜이며, 파일/데이터가 전송될
때마다 사용자는 해당 프로토콜에 도달할지, 또는 도중에 손실될 수도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데이터를 전송하는 동안 손상이 발생합니다.패킷은 개별적으로 전송되며 목적지에 도착하
면 전체가 보장되므로 하나의 읽기 통화당 하나의 패킷이 됩니다.UDP는 DNS(Domain
Name System), 스트리밍 미디어 애플리케이션 또는 영화, VoIP(Voice over IP) 및 온라인 멀
티플레이어 게임의 경우에 사용됩니다.



·둘 다 — 두 프로토콜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6단계. 시작 포트 필드에 트리거된 범위의 시작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End Port 필드에 트리
거된 범위의 끝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트리거된 포트 범위는 발신 트래픽에서 사용하는 포
트입니다.
 
7단계. 응답 포트 범위는 게이트웨이의 수신 트래픽에서 사용하는 포트입니다. 첫 번째 필드
에 응답 범위의 시작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End Port 필드에 응답 범위의 끝 포트 번호를 입
력합니다.
 
7단계. Save(저장)를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적용합니다.
  

규칙 편집
 

1단계. 웹 구성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Firewall(방화벽) > Port Triggering(포트 트리거)을 선
택합니다.Port Triggering 페이지가 열립니다.
 

 
2단계. 원하는 항목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3단계. Edit(수정)를 클릭합니다.Add/Edit Port Triggering 페이지가 열립니다.
 



 
4단계. 이름 필드에 추가할 트리거 규칙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5단계. Port Triggering Rule 확인란을 선택하여 새 규칙을 활성화합니다.
 
6단계. Protocol 드롭다운 목록에서 새 규칙에 대해 원하는 프로토콜을 선택합니다.
 

·TCP —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는 연결 지향 프로토콜이며 파일/데이터가 전
송될 때마다 연결 자체가 실패하지 않는 한 전달됩니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동안 손상이 없습
니다.이 프로토콜은 한 패킷이 끝나고 다른 패킷이 시작되는 위치를 구분하지 않고 데이터를
"스트림"으로 읽습니다.TCP는 World Wide Web, 이메일 및 FTP(File Transfer Protocol)의
경우 필요할 수 있습니다.TCP는 더 안정적이며 패킷이 올바르게 전송되도록 합니다.
 
·UDP — UDP(User Datagram Protocol)는 연결 없는 프로토콜이며, 파일/데이터가 전송될
때마다 사용자는 해당 프로토콜에 도달할지, 또는 도중에 손실될 수도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데이터를 전송하는 동안 손상이 발생합니다.패킷은 개별적으로 전송되며 목적지에 도착하
면 전체가 보장되므로 하나의 읽기 통화당 하나의 패킷이 됩니다.UDP는 DNS(Domain
Name System), 스트리밍 미디어 애플리케이션 또는 영화, VoIP(Voice over IP) 및 온라인 멀
티플레이어 게임의 경우에 사용됩니다.
 
·둘 다 — 두 프로토콜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7단계. 시작 포트 필드에 트리거된 범위의 시작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End Port 필드에 트리
거된 범위의 끝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트리거된 포트 범위는 발신 트래픽에서 사용하는 포
트입니다.
 
8단계. 응답 포트 범위는 게이트웨이의 수신 트래픽에서 사용하는 포트입니다. 첫 번째 필드
에 응답 범위의 시작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End Port 필드에 응답 범위의 끝 포트 번호를 입
력합니다.
 
9단계. Save(저장)를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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