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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Filtering(콘텐츠 필터링)은 소스, 대상 또는 기타 IP 주소 세부사항이 아닌 존재하는
콘텐츠 유형을 검토하여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이 문서에서는
RV180 및 RV180W 라우터의 콘텐츠 필터링에 대해 설명합니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RV180 
· RV180W
  

방화벽 사용을 통한 콘텐츠 필터링
 

1단계. Configuration Utility를 사용하여 Firewall > Content Filtering..Content Filtering 페이지
가 열립니다.지정된 내용을 차단하려면 해당 상자를 선택합니다.
 

  
         콘텐츠 필터링 설정
 

·콘텐츠 필터링 활성화 — 콘텐츠 필터링을 활성화하려면 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웹 구성 요소
 

·프록시 차단 — 프록시 설정은 중간 호스트 또는 프록시로 알려진 서버를 통해 해당 대상에
대한 연결을 라우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프록시를 사용하여 특정 방화벽 규칙을 우회할
수 있지만 특정 연결에 필수적일 수도 있습니다.프록시 서버를 차단하려면 Enable을 선택합
니다.
 
·Java 차단 — 라우터를 통해 연결하는 호스트에서 Java 애플릿이 다운로드되는 것을 차단
하려면 활성화를 선택합니다. Java 애플릿은 웹 페이지의 동적 기능을 허용하지만 컴퓨터를



감염시킬 수 있는 악성 애플릿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Block ActiveX — ActiveX를 차단하려면 Enable(활성화)을 선택합니다.ActiveX 컨트롤은 특
정 웹 페이지 기능에 사용할 수 있지만 라우터를 통해 연결하는 호스트도 감염시킬 수 있다
는 점에서 Java 애플릿과 유사합니다.
 
·쿠키 차단 — Enable을 선택하여 라우터를 통해 연결하는 호스트에서 쿠키가 다운로드되는
것을 차단합니다.쿠키는 인터넷 웹 사이트에서 인증을 위해 사용되며, 일부 웹 사이트는 쿠
키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웹 사이트에서는 쿠키를 사용하여 추적 정보 및 호
스트 검색 습관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트러스트된 도메인 테이블 — 트러스트된 도메인 테이블에는 신뢰할 수 있는 모든 도메인이
나열되며 해당 도메인의 모든 작업이 허용됩니다.
 
참고:Trusted 도메인 목록에 있는 이름은 키워드 필터링으로 우회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Yahoo"가 차단된 키워드 목록에 추가되고 www.yahoo.com이 트러스트된 도메인 목록에 추
가된 경우 www.yahoo.com은 허용되지만 mail.yahoo.com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Trusted Domain(신뢰할 수 있는 도메인) - 콘텐츠 필터링이 우회되는 트러스트된 도메인.
 

              
 

              
 

·Add(추가)를 클릭하여 트러스트된 도메인의 구성 페이지를 연결합니다.
 
·선택한 도메인을 변경하려면 Edit를 클릭합니다.
 
·삭제를 클릭하여 선택한 도메인 또는 도메인을 삭제합니다.
 

2단계. 저장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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