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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LAN(Local Area Network)은 제한된 영역 내에서 여러 컴퓨터를 상호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컴퓨터 네트워크입니다.WAN(Wide Area Network)에 비해 LAN의 주요 장점은 데이터 속도가
높고, 소규모 지리적 영역을 포괄하며, 임대 통신 회선의 필요성을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LAN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은 Wi-Fi입니다.이 문서에서는 RV120W Wireless-N
VPN Firewall에서 LAN 그룹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LAN 그룹은 IP 주소로 식별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 그룹입니다.그룹이 라우터에 생성되면 다음 단계로 이동하여 그룹에 적용
되는 작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각 컴퓨터를 특정 LAN 그룹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LAN
Groups(LAN 그룹) 창에는 호스트가 연결된 다양한 그룹 이름이 표시됩니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RV120W
  

소프트웨어 버전
 

·v1.0.4.17
  

LAN 그룹 구성
 

1단계. 웹 구성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Firewall > Advanced Settings > LAN (Local Network)
Groups를 선택합니다.LAN(Local Network) Groups(LAN(로컬 네트워크) 그룹) 페이지가 열립
니다. 
 

 
다음 필드가 있는 LAN 그룹 테이블로 구성됩니다.
 

·그룹 이름 — 이 필드는 컴퓨터가 할당된 그룹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호스트 목록 — 이 필드는 단일 호스트 또는 특정 그룹에 속한 호스트 그룹을 나타낼 수 있습
니다.
 

첫 번째 열 헤더의 상자를 선택하면 사용자가 지정한 필드에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추가를 클릭합니다.새 로컬(LAN) 네트워크 그룹 추가 페이지가 열립니다.이 페이지에
서는 새 LAN 그룹을 생성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존재하는 LAN 그룹의 구성을 편집할 수도 있
습니다.여기에 입력된 데이터는 LAN 그룹 테이블 목록에 표시됩니다.이 기능에는 다음과 같
은 여러 필드가 있습니다.
 



 
·이름 — 이 필드에 그룹 이름을 입력합니다.이 필드는 "(큰따옴표) 및 공백 등의 문자를 지원
하지 않습니다.
 
·로컬 네트워크(LAN) 호스트 테이블 — 이 테이블에는 다음 필드가 있습니다.
 

- IP 주소 유형 — 드롭다운 메뉴에서 IP 주소 유형을 선택합니다.단일 주소 및 주소 범위로
구성됩니다.
 

- 단일 주소 — 규칙이 단일 호스트의 트래픽에 적용되는 경우 이 필드를 선택합니다.시작
IP 주소 필드에 이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 주소 범위 — 규칙이 지정된 IP 주소 범위 내에 있는 컴퓨터 그룹의 트래픽에 적용되는
경우 이 필드를 선택합니다.범위를 나타내려면 Start IP Address 필드에 첫 번째 주소를
입력하고 Finish IP address 상자에 마지막 주소를 입력합니다.
 

- 시작 IP 주소 — 단일 주소를 선택한 경우 호스트의 IP 주소를 입력하거나 주소 범위를 선
택한 경우 첫 번째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 Finish IP address(IP 주소 완료) — 이 필드에 완료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3단계. 추가를 클릭하고 포인터에 표시된 대로 그룹 이름을 입력합니다.그런 다음 사용자는
로컬 네트워크(LAN) 호스트 테이블에서 LAN 그룹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저장을 클릭하여 설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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