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V180 및 RV180W에 액세스 규칙 추가 
목표
 

이 문서에서는 Cisco RV180W Wireless-N VPN Firewall에서 액세스 규칙을 생성하는 절차를
보여 줍니다.액세스 규칙은 네트워크에 허용되는 트래픽 유형 및 네트워크 외부로 이동할 수
있는 트래픽 유형에 대한 정책을 설정합니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RV180 
· RV180W
  

기본 아웃바운드 정책 컨피그레이션
 

이 정책은 구성 중인 방화벽 규칙에서 다루지 않는 트래픽에 적용됩니다.
 
1단계. 디바이스의 컨피그레이션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Firewall(방화벽) > Access Rules(액세
스 규칙)를 선택합니다.액세스 규칙 창이 열립니다.
 

 
 
2단계. Default Outbound Policy(기본 아웃바운드 정책) 영역에서 Allow(허용) 또는 Block(차단
) 라디오 버튼을 적절하게 클릭합니다.Allow는 로컬 네트워크에서 인터넷으로 향하는 트래픽
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차단 - 로컬 네트워크에서 인터넷으로 향하는 트래픽에 대한 액
세스를 거부합니다.
 
3단계. 저장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합니다.
  

액세스 규칙 생성
 

1단계. 디바이스의 컨피그레이션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Firewall(방화벽) > Access Rules(액세
스 규칙)를 선택합니다.액세스 규칙 창이 열립니다.
 
2단계. Access Rule Table(액세스 규칙 테이블) 영역에서 Add Rule(규칙 추가) 버튼을 클릭합
니다.
 



 
 
3단계. Connection Type(연결 유형) 드롭다운 목록에서 규칙에 적용될 트래픽의 적절한 대상
을 선택합니다.
 

·인바운드 — 인터넷(WAN)에서 내부 네트워크(LAN)로 이동하는 트래픽입니다. 
· 아웃바운드 — 내부 네트워크(LAN)에서 인터넷(WAN)으로 이동하는 트래픽입니다.
 

4단계. 작업 드롭다운 목록에서 적절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Always Block(항상 차단) - 선택한 트래픽을 항상 거부하거나 차단합니다. 
· Always Allow — 선택한 트래픽을 항상 허용하거나 허용합니다. 
· Block by Schedule(예약별 차단) 또는 Allow(허용) — 일정에 따라 선택한 트래픽 유형을 차
단합니다.Schedule 드롭다운 목록에서 적절한 일정을 선택합니다. 
· Allow by Schedule otherwise Block(예약별 허용 또는 차단) - 일정에 따라 선택한 트래픽
유형을 허용합니다.Schedule 드롭다운 목록에서 적절한 일정을 선택합니다.
 



 
5단계. 서비스 드롭다운 목록에서 허용하거나 차단할 적절한 서비스를 선택합니다.모든 애플
리케이션 및 서비스에 규칙을 적용하려면 ANY를 선택하거나 요구 사항에 따라 필요한 서비
스를 선택합니다.
 
6단계. Source IP(소스 IP) 필드에 방화벽 규칙이 적용될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Any — 이 규칙은 로컬 네트워크의 IP 주소에서 시작되는 트래픽에 적용됩니다. 
· 단일 주소 — 이 규칙은 로컬 네트워크의 단일 IP 주소에서 시작되는 트래픽에 적용됩니다
.Start(시작) 필드에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 주소 범위 — 이 규칙은 지정된 IP 주소 범위에서 시작되는 트래픽에 적용됩니다.시작 필드
에 범위의 시작 IP 주소를 입력하고 종료 필드에 종료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7단계. 인바운드 방화벽 액세스 규칙을 구성하려면 다음을 구성합니다.
 

·목적지 네트워크 주소 변환 — 로컬 네트워크의 전용 IP 주소와 공용 IP 주소를 매핑합니다
.로컬 네트워크에서 서버를 호스팅하는 시스템의 IP 주소를 Send to Local Server(로컬 서버
로 전송) 필드에 입력합니다. 
· Use Other WAN (Internet) IP Address(기타 WAN(인터넷) IP 주소 사용) - 라우터가 다중
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를 지원합니다. Use Other WAN (Internet) IP Address
Enable(다른 WAN(인터넷) IP 주소 사용) 확인란을 선택하면 입력한 IP 주소가 인터넷에서
별칭이 지정된 공용 IP 주소로 로컬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됩니다.
 

Enabled를 선택하여 규칙을 활성화하거나 Disabled를 선택하여 규칙을 비활성화하고 나중에
Rule Status 드롭다운 목록에서 활성화합니다.
 
아웃바운드 방화벽 액세스 규칙을 구성하려면



Destination IP(대상 IP) 필드에 방화벽 규칙이 적용될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Any — 이 규칙은 임의의 IP 주소로 이동하는 트래픽에 적용됩니다. 
· 단일 주소 — 이 규칙은 단일 IP 주소로 이동하는 트래픽에 적용됩니다.Start(시작) 필드에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 주소 범위 — 이 규칙은 지정된 IP 주소 범위로 이동하는 트래픽에 적용됩니다.시작 필드에
범위의 시작 IP 주소를 입력하고 종료 필드에 종료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Use This SNAT IP Address Enable(이 SNAT IP 주소 사용 활성화)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SNAT IP 필드에 적절한 IP 주소를 입력하여 사설 네트워크의 공용 IP 주소를 매핑하도록
SNAT(Secure Network Address Translation)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규칙을 활성화하려면 Enabled를 선택하고, 규칙을 비활성화하려면 Disabled를 선택하고 나중
에 Rule Status 드롭다운 목록에서 활성화합니다.
 
8단계. 저장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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