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V120W 및 RV220W의 트러스트된 도메인 구성 
목표
 

Cisco RV120W 및 RV220W 라우터를 사용하면 신뢰할 수 있는 도메인 목록을 추가할 수 있
습니다.이러한 도메인은 키워드 필터링을 재정의합니다.예를 들어 www.yahoo.com이 트러스
트된 도메인 목록에 추가되었지만 'yahoo'가 차단된 키워드 목록에 추가된 경우 사용자는
www.yahoo.com에 액세스할 수 있지만 mail.yahoo.com은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RV120W 및 RV220W에 트러스트된 도메인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
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RV120W 
· RV220W
  

소프트웨어 버전
 

·v1.0.4.17
  

트러스트된 도메인 구성
 

트러스트된 도메인 추가
 
1단계. 웹 구성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Firewall > Content Filtering을 선택합니다.Content 
Filtering 페이지가 열립니다.
 



 
2단계. 콘텐츠 필터링 확인란을 선택하여 콘텐츠 필터링을 활성화합니다.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도메인을 추가하기 전에 이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3단계. Enable Check Referer(확인 참조 활성화)를 선택합니다.허용되는 URL에 대한 HTTP
참조 헤더 확인을 활성화하려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이렇게 하면 링크가 다른 도메인으로 이
동하더라도 허용된 페이지의 링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4단계. HTTP 포트 필드에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일부 웹 구성 요소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차단되거나 악성 웹 사이트에서 해당 구성 요소에 액세스하는 컴퓨터를
감염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차단할 각 구성 요소에 대한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프록시 — 프록시 서버 또는 프록시를 사용하면 컴퓨터가 지정된 프록시를 통해 다른 컴퓨
터로 연결을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프록시 서버를 차단하려면 이 옵션을 활성화합니다.
 
·Java — Java 애플릿은 페이지의 동적 기능을 지원하는 웹 페이지에 포함된 소규모 프로그
램입니다.악성 애플릿을 사용하여 컴퓨터를 감염시키거나 감염시킬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
를 통해 Java 애플릿의 다운로드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ActiveX — Java 애플릿과 유사하게 ActiveX 컨트롤은 Windows가 설치된 컴퓨터와 Internet
Explorer를 실행하는 동안 설치됩니다.ActiveX 애플릿이 다운로드되는 것을 차단하려면 이
확인란을 활성화합니다.
 
·쿠키 — 쿠키는 일반적으로 로그인이 필요한 웹 사이트에서 세션 정보를 저장하는 데 사용
됩니다.그러나 일부 웹 사이트에서는 쿠키를 사용하여 추적 정보 및 검색 기록을 저장합니다
.따라서 이 기능을 활성화하여 웹 사이트에서 생성되는 쿠키를 필터링합니다.
 



5단계. Approved URLs List(승인된 URL 목록) 확인란을 선택하여 Approved URLs Table(승
인된 URL 테이블)에 지정된 모든 URL을 허용합니다.
 
6단계. (선택 사항) Block All URLs by Default(모든 URLs by Default(모든 URL을 기본값으로
차단) 확인란을 선택하여 Approved URLs(승인된 URL) 테이블에서 신뢰할 수 있고 허용된
URL을 제외한 모든 URL을 차단합니다.
 

 
7단계. Approved URLs Table(승인된 URL 테이블)에서 Add(추가)를 클릭하여 허용할 URL 항
목을 추가합니다.
 
8단계. 유형 드롭다운 목록에서 항목 유형을 선택합니다.
 

·웹 사이트 — URL 입력 유형은 웹 사이트입니다.
 
·URL 키워드 — URL 입력 유형은 키워드입니다.
 

9단계. 저장을 클릭하여 모든 설정을 적용합니다.
  
트러스트된 도메인 편집
 
1단계. 웹 구성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Firewall > Content Filtering을 선택합니다.Content 
Filtering 페이지가 열립니다.
 



 
2단계. 원하는 URL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Edit를 클릭합니다.
 

 

 



3단계. 원하는 대로 변경하고 저장을 클릭하여 모든 설정을 저장합니다.
  
트러스트된 도메인 삭제
 
1단계. 웹 구성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Firewall > Content Filtering을 선택합니다.Content 
Filtering 페이지가 열립니다.
 

 

 
2단계. 원하는 확인란 URL을 선택한 다음 삭제를 클릭합니다.
 



 
4단계. 저장을 클릭하여 설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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