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V180 및 RV180W에서 VLAN 간 구성 
목표
 

이 문서의 목적은 RV180 및 RV180W의 각 VLAN에 대해 VLAN 간 라우팅 및 DHCP 설정을
구성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입니다.VLAN 간 라우팅은 VLAN 연결 간의 라우팅을 허용하여
네트워크 브로드캐스트를 줄이고 보안을 강화합니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RV180 
· RV180W
  

VLAN 간 컨피그레이션
 

1단계. 웹 구성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Networking(네트워킹) > LAN > VLAN
Membership(VLAN 구성원)을 선택합니다.VLAN Membership 페이지가 열립니다.
 

 
2단계. VLAN 필드에서 Enable(활성화)을 선택하여 VLAN을 활성화합니다.
 

 
3단계. Add Row(행 추가)를 클릭하여 새 VLAN을 추가합니다.
 



 
4단계. VLAN ID 필드에 VLAN ID의 번호를 입력합니다.VLAN ID는 한 VLAN과 다른 VLAN을
구별하는 고유한 ID입니다.
 
5단계. Description(설명) 필드에 VLAN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설명은 VLAN 또는
VLAN의 목적을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예를 들면 "Guest" 및 "Administrator"가 있습니다.
 
6단계. Inter VLAN Routing(VLAN 간 라우팅) 확인란을 선택하여 Inter VLAN Routing(VLAN
간 라우팅)을 활성화합니다.
 
7단계. Device Management(디바이스 관리) 확인란을 선택하여 VLAN에 대한 디바이스 관리
를 활성화합니다.
 
8단계. 각 Port 드롭다운 목록에서 Tagged(태그 있음), Untagged(태그 없음) 또는
Excluded(제외됨)를 선택합니다.
 

·태그됨 — 트래픽이 시작되는 VLAN에 따라 네트워크 트래픽을 식별합니다.이 옵션은 포트
가 여러 VLAN에서 트래픽을 처리하는 스위치 또는 액세스 포인트와 같은 네트워크 디바이
스에 연결되도록 하려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태그 없음 — 트래픽이 시작되는 VLAN을 기준으로 트래픽을 식별하지 않습니다.이 옵션은
여러 VLAN의 트래픽을 처리하지 않는 프린터 및 워크스테이션과 같은 최종 호스트에 포트
를 연결하려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Excluded — 포트에서 VLAN을 제외하려는 경우 사용됩니다.
 

9단계. 저장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합니다.
 
10단계. Networking(네트워킹) > LAN > Multiple VLAN Subnets(여러 VLAN 서브넷)를 선택합
니다.Multiple VLAN Subnets 페이지가 열립니다.
 

 
11단계. 수정할 VLAN ID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12단계. 편집을 클릭합니다.
 

 
13단계. IP Address 필드에 라우터의 VLAN 서브넷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14단계. Subnet Mask(서브넷 마스크) 필드에 IP 주소의 서브넷 마스크를 입력합니다.
 
15단계. DHCP Mode 드롭다운 목록에서 None, DHCP Server 또는 DHCP Relay를 선택합니
다.고정 DHCP를 구성하려면 Configure Static DHCP를 클릭합니다.
 
참고:[없음]을 선택한 경우 23단계로 건너뜁니다. DHCP 서버를 선택한 경우 20단계로 건너뜁
니다. DHCP 릴레이를 선택한 경우 26단계로 건너뜁니다.
 



 
16단계. Add(추가)를 클릭하여 새 Static DHCP를 추가합니다.
 

 
17단계. IP Address(IP 주소) 필드에 디바이스의 원하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18단계. MAC Address 필드에 디바이스의 MAC 주소를 입력합니다.
 
19단계. Save(저장)를 클릭하여 Static DHCP 설정을 저장합니다.29단계로 건너뜁니다.
 



 
20단계(선택 사항) Domain Name(도메인 이름) 필드에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21단계. Starting IP Address(시작 IP 주소) 필드에 원하는 IP 주소 범위의 첫 번째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22단계. Ending IP Address 필드에 원하는 IP 주소 범위의 마지막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23단계(선택 사항) Primary DNS Server(기본 DNS 서버) 필드에 기본 DNS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24단계(선택 사항) Secondary DNS Server(보조 DNS 서버) 필드에 보조 DNS 서버의 IP 주소
를 입력합니다.
 
25단계. Lease Time(리스 시간) 필드에 IP 주소가 클라이언트에 임대될 시간을 입력합니다
.27단계로 건너뜁니다.
 



 
26단계. Remote DHCP Server(원격 DHCP 서버) 필드에 원격 DHCP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
합니다.
 
27단계. DNS 프록시를 활성화하려면 Enable for the DNS Proxy 확인란을 클릭합니다.
 
28단계. 저장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설정을 취소합니다.
 

 
29단계. Networking(네트워킹) > LAN > DHCP Leased Clients(DHCP 임대 클라이언트)를 선
택하여 새 DHCP 임대 클라이언트를 봅니다.
 

이 문서와 관련된 비디오 보기...



여기를 클릭하여 Cisco의 다른 기술 대화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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