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V016, RV042, RV042G 및 RV082 VPN
Router의 케이블 인터넷 설정 

목표
 

대부분의 케이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는 MAC(Media Access Control) 인증을 사용하여
최종 사용자를 위한 인터넷 연결을 설정합니다.MAC 주소에는 각 컴퓨터의 이더넷 NIC에 연
결된 고유한 48비트(6바이트) 정수가 할당됩니다.RV 라우터를 케이블 ISP에 설정하려면 라
우터가 ISP에 등록된 PC의 MAC 주소를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MAC Clone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RV016, RV042, RV042G 및 RV082 VPN 라우터에서 ISP와의 인터넷 연결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RV016 
· RV042 
· RV042G 
· RV082
  

소프트웨어 버전
 

·v4.2.1.02
  

케이블 인터넷 설정
 

먼저 WAN 연결을 설정해야 합니다.다음 단계에서는 WAN 연결 설정을 안내합니다.
 
참고:아래 단계를 따라 모뎀에 연결할 때 온라인 상태로 전환될 수 있는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1단계. 라우터 컨피그레이션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Setup > Network를 선택합니다.네트워
크 페이지가 열립니다.
 



 
2단계. WAN 설정 영역에서 사용되는 WAN 인터페이스의 Edit(수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Edit WAN Connection 페이지가 열립니다.
 

 
3단계. WAN 연결 드롭다운 목록에서 Obtain an IP automatically(IP 자동 가져오기)를 선택합
니다. 라우터는 ISP에서 할당한 IP 주소를 자동으로 사용합니다.
 



4단계. (선택 사항) 원하는 DNS 서버를 입력하려면 Use the Following DNS Server Address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5단계. DNS Server(DNS 서버) 필드에 DNS 서버의 원하는 주소를 입력합니다. 
 
6단계. MTU 드롭다운 목록에서 MTU(Maximum Transmit Unit) 크기의 구성 방법을 선택합니
다.MTU는 인터넷을 통해 단일 패킷에서 전송할 수 있는 최대 데이터 양의 크기입니다.사용자
는 ISP에 다른 MTU 크기가 필요하므로 MTU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Auto — MTU를 기본 크기로 자동 설정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권장).
 
참고: DHCP 및 고정 IP 연결 유형의 경우 기본 MTU 크기는 1500바이트이며, PPPoE 연결
유형의 경우 기본 MTU 크기는 1492바이트입니다. 
 
·수동 — ISP에서 MTU 크기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MTU의 크기를 바
이트 단위로 입력합니다.
 

7단계. 저장을 클릭합니다.
  

MAC 주소 복제
 

이 설정의 마지막 절차는 인터넷 연결을 보장하는 MAC 클론입니다.다음 단계에서는 ISP에
등록된 PC의 MAC 주소를 복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1단계. 라우터 컨피그레이션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Setup > Mac Address Clone을 선택합니
다.Mac Address Clone 페이지가 열립니다.
 

 
2단계. 사용되는 WAN 인터페이스의 Edit(수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Edit Mac Address
Clone 페이지가 열립니다.
 

 
3단계. 이 PC에서 MAC 주소를 클릭하여 인터넷에 연결된 MAC 주소를 복제합니다.
 
4단계.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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