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V220W 및 RV120W의 동적 라우팅 구성 
목표
 

RIP(Routing Information Protocol)는 내부 네트워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IGP(Interior
Gateway Protocol)입니다.라우터가 라우팅 정보를 다른 라우터와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라우팅 테이블을 동적으로 조정하고 네트워크 변화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이 문서의 목적은
RV220W 및 RV120W에서 동적 라우팅을 구성하는 데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RV220W 
· RV120W
  

동적 라우팅 구성:
 

1단계. 웹 구성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네트워킹 > 라우팅 > 동적 라우팅을 선택합니다.
 

 



2단계. RV220W에서 RIP 패킷을 보내고 받는 방법을 구성하려면 RIP Direction(RIP 방향) 드
롭다운 메뉴에서 옵션을 선택합니다.
 

·둘 다 — RV220W는 라우팅 테이블을 주기적으로 브로드캐스트하지만 다른 라우터와
RV220Ws의 RIP 정보는 수락하지 않습니다.
 
·출력 전용 — RV220W는 라우팅 테이블을 주기적으로 브로드캐스트하지만 다른 라우터 및
RV220Ws의 RIP 정보는 수락하지 않습니다.
 
·In Only — RV220W는 다른 라우터 및 RV220Ws의 RIP 정보를 허용하지만 라우팅 테이블
을 브로드캐스트하지 않습니다.
 
·없음 — RV220W는 경로 테이블을 브로드캐스트하거나 다른 라우터 및 RV220Ws의 RIP
패킷을 수락하지 않습니다.이 옵션은 RIP를 비활성화합니다.
 

3단계. RIP Version(RIP 버전) 드롭다운 메뉴에서 RIP 버전을 선택합니다.
 

·RIP-1 — 서브넷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클래스 기반 라우팅 버전입니다.RIP-1은 가장 일반
적으로 지원되는 버전입니다.
 
·RIP-2B — 이 버전은 전체 서브넷의 데이터를 브로드캐스트합니다.
 
·RIP-2M — 이 버전은 멀티캐스트 주소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RIP v2 인증에서는 다른 라우터 및 RV220Ws와 경로를 교환하기 전에 RIP 패킷의 인증을 강
제합니다.이는 네트워크의 신뢰할 수 있는 라우터 및 RV220Ws와만 경로가 교환되기 때문에
보안 기능으로 작동합니다.RIP 인증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4단계. RIP-2B 또는 RIP-2M에 대한 인증을 활성화하려면 Enable(활성화)을 선택합니다.
 
5단계. RIP v2 인증이 활성화된 경우 다음에 대한 관련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MD5 키 ID — 이 RIP v2 메시지에 대한 인증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고유한 MD-5
키 ID를 입력합니다.
 
·MD5 인증 키 — 이 MD5 키의 인증 키를 입력합니다.인증 키가 암호화되어 RIP-V2 메시지
와 함께 전송됩니다.
 
·Not Valid Before(유효하지 않음 이전) - 인증 키가 인증에 유효한 시작 날짜 및 시간을 입력
합니다.
 
·Not Valid After — 인증 키가 인증에 유효한 종료 날짜 및 시간을 입력합니다.
 

6단계.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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