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V120W 및 RV220W 방화벽의 e-메일을 통한 원
격 로깅 구성 

목표
 

원격 로깅은 RV120W 및 RV220W에서 삭제된 패킷, 로그인 시도 및 기타 장치 작업 정보와
관련된 메시지를 원격 위치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이 기능을 사용하면 여러 디바
이스를 쉽게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 네트워크에 로그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의 목적은 RV120W 및 RV220W 방화벽의 이메일을 통한 원격 로깅을 구성하는 것입
니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RV120W 
· RV220W
  

단계별 절차
 
원격 이메일 로깅
 

1단계. Security Configuration Utility에 로그인하고 Administration(관리) > Logging(로깅) >
Remote Logging Configuration(원격 로깅 컨피그레이션)을 선택합니다.Remote Logging
Configuration 페이지가 열립니다.
 



 
2단계. 로깅된 모든 메시지에 접두사를 추가하려면 Remote Log Identifier(원격 로그 식별자)
필드에 접두사를 입력합니다.이 접두사는 이메일 및 syslog 메시지에 모두 추가되며 소스 디
바이스를 보다 쉽게 식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전자 메일 로그를 활성화하려면 전자 메일 로그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4단계. E-Mail Server Address 필드에 SMTP(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서버의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을 입력합니다.필요한 경우 라우터가 이 서버에 연결하여 이메일 로그를 전
송합니다.
 
5단계. SMTP Port(SMTP 포트) 필드에 포트 번호를 입력하여 라우터가 서버에 연결하는 데
사용할 포트를 구성합니다.
 
6단계. SMTP 서버의 회신을 보낼 Return E-Mail Address(이메일 주소 반환) 필드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7단계. Send To E-Mail Address(전자 메일로 보내기 주소), Send To E-Mail Address(2) 및 
Send To E-Mail Address(3) 필드에 로그와 알림을 보낼 전자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Send 
To E-Mail Address (2) 및 Send To E-Mail Address(3) 필드는 선택 사항입니다.
 
8단계. 연결을 수락하기 전에 SMTP 서버에 인증이 필요한 경우 Login Plain 또는 CRAM-MD5
를 선택하고 인증에 사용할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SMTP 서버에 인증이 필요
하지 않은 경우 None을 선택합니다.
 
9단계. Test(테스트)를 클릭하여 E-Mail 로그 기능이 올바르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10단계. SMTP 서버에서 IDENT 요청에 응답하도록 라우터를 구성하려면 Respond to
Idented from SMTP Server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11단계.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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