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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V180 및 RV180W 라우터의 DynDNS.com,
TZO.com 및 3322.org의 DDNS(Dynamic Domain
Name System) 구성 
목표
 
DDNS(Dynamic Domain Name System)는 네트워크 서비스로서, 이 경우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
는 라우터가 DNS(Domain Name System)를 통합하여 활성 DNS 구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네
트워크 서비스입니다.IP 주소가 다른 라우터를 인터넷 도메인 이름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DDNS의 주요 장점은 고정 호스트 및 도메인 이름을 동적 인터넷 IP 주소에 쉽게 할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DDNS는 웹 사이트, FTP 서버 또는 라우터 뒤에 있는 다른 서버를 호스팅할 때 유용합니
다.이 문서에서는 DDNS 서비스 공급자 DynDNS.com, TZO.com 및 3322.org에서 제공하는 DDNS
서비스 페이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참고:이러한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DynDNS.com, TZO.com 또는 3322.org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DDNS 서비스를 등록해야 합니다.라우터는 WAN IP 주소의 변경 사항을 동적 DNS 서버에 통지합
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의 모든 공용 서비스가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 해당 서버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 펌웨어 버전
 

RV120W | 1.0.5.4(최신 다운로드)
RV220W | 1.4.2.1(최신 다운로드)
  

동적 DNS 컨피그레이션
 
1단계. Configuration Utility를 사용하여 Networking > Routing > Dynamic DNS를 선택합니다
.Dynamic DNS 페이지가 열립니다.
 

/content/en/us/support/routers/rv180-vpn-router/model.html#~tab-downloads
/content/en/us/support/routers/rv220w-wireless-network-security-firewall/model.html#~tab-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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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인터넷)(DDNS 상태) 영역은 다음 설정으로 구성됩니다.
 

Dynamic DNS Service(동적 DNS 서비스) 선택 — None(없음)을 선택하여 이 서비스를 비활성
화하거나 DynDns.com을 선택하여 Dynamic DNS를 활성화하거나 TZO를 활성화하려면
TZO.com을 선택하거나 3322.org를 선택하여 3322를 활성화합니다.선택한 서비스에 따라 다
른 필드가 강조 표시됩니다.
 

 
·호스트 및 도메인 이름 — 선택한 서비스에 따라 호스트 및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DynDNS.com을 선택한 경우 호스트 및 도메인 이름을 yourname.dydns.com으로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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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DNS.com 또는 3322.org 서비스를 선택하는 경우 입력할 필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UserName — DynDNS 또는 3322 계정 사용자 이름입니다.
비밀번호 — DynDNS 또는 3322 계정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 동일한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여 확인합니다.
 

TZO.com 서비스를 선택하는 경우 입력할 필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 이메일 주소 — TZO.com 계정과 연결된 이메일 주소입니다.
사용자 키 — TZO.com 계정의 사용자 키입니다.
와일드카드 사용 — DynDNS 호스트 이름의 모든 하위 도메인이 호스트 이름과 동일한 공용
IP를 공유하도록 허용하는 와일드카드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이 필드를 선택합니다.이 옵션은
DynDNS 웹 사이트에서 수행하지 않은 경우 여기에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Update Period — Update Period(업데이트 기간) 값을 입력하여 동적 DNS 서비스의 호스트 정
보를 업데이트하고 Update Period(업데이트 기간) 후에도 서브스크립션을 활성 상태로 유지하
도록 라우터를 구성합니다.모든 서비스의 기본값은 360시간입니다.
 

2단계. 저장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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