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V320 및 RV325 VPN Router Series에서 포트
설정/포트 상태 보기 

목표
 

RV320에는 4개의 LAN 포트와 2개의 WAN 포트가 있으며, RV325에는 14개의 LAN 포트와
2개의 WAN 포트가 있습니다.Port Setup(포트 설정) 페이지는 포트별로 포트 미러링 및 매개
변수를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Port Status 페이지는 포트의 사양 및 통계를 확인하는 데 사
용됩니다.
 
이 문서에서는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인터페이스의 통계를 확인하고 RV32x VPN Router
Series에서 포트 미러링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RV320 Dual WAN VPN Router 
· RV325 Gigabit Dual WAN VPN Router
  

소프트웨어 버전
 

·v1.1.0.09
  

포트 설정
 

1단계. 웹 구성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Port Management(포트 관리) > Port Setup(포트 설정
)을 선택합니다.Port Setup 페이지가 열립니다.
 

 
 
2단계. (선택 사항) 포트 1을 미러 포트로 구성하려면 Enable Mirror Port (포트 1)를 선택합니
다. 포트 미러링은 인터페이스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진단 도구입니다.포트 미러
링은 활성화된 포트에서 패킷 조사가 가능한 미러 포트로 각 인그레스 및 이그레스 패킷의 사
본을 전달합니다.예를 들어, 위의 구성된 그림에서 포트 2와 4에서 수신되고 전송된 모든 패킷



은 포트 1로 전달됩니다.
 
참고:MAC 주소 복제가 활성화된 경우 포트 미러링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참고:단일 포트를 미러링하려면 불필요한 모든 포트를 비활성화합니다.
 
참고:WAN 포트는 미러링할 수 없습니다.
 
3단계. 포트 테이블에서 다음 매개변수를 구성합니다.
 

·포트 ID — 이 필드에는 디바이스의 포트를 식별하는 번호가 표시됩니다.
 
·인터페이스 — 이 필드는 인터페이스 유형을 표시합니다.
 
·Disable — 인터페이스를 비활성화하려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우선순위 — 드롭다운 목록에서 인터페이스의 우선순위 레벨을 선택합니다.우선 순위가 높
은 인터페이스의 트래픽은 정상적인 우선 순위를 가진 인터페이스에서 오는 트래픽보다 먼
저 전송됩니다.
 
·Mode — 드롭다운 목록에서 인터페이스의 속도 및 듀플렉스 모드를 선택합니다.하프 듀플
렉스 모드에서는 연결된 두 디바이스 간의 통신을 단방향 통신으로 제한합니다.즉, 한 번에
하나의 디바이스만 전송할 수 있고 다른 디바이스는 수신 대기합니다.전이중 모드를 사용하
면 연결된 디바이스 두 개가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이 옵션은 인터페이스에
연결된 디바이스의 기능을 기반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자동 협상(기가비트) — 인터페이스에서 자동 협상을 활성화합니다.자동 협상은 두 개의
연결된 디바이스가 전송 기능을 공유하는 기술입니다.이를 통해 디바이스에서 두 디바이스
모두 공유하는 속도와 듀플렉스 모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결국 최상의 성능을 얻을 수 있
습니다.
 
- 10Mbps Half — 인터페이스의 속도는 초당 10메가비트 이며 반이중 모드입니다.
 
- 10Mbps 전이중 — 인터페이스의 속도는 초당 10메가비트 이며 전이중 모드입니다.
 
- 100Mbps Half — 인터페이스의 속도는 초당 100메가비트 이며 반이중 모드입니다.
 
- 100Mbps 전이중 — 인터페이스의 속도는 초당 100메가비트 이며 전이중 모드입니다.
 

4단계. 저장을 클릭합니다.포트 설정 컨피그레이션이 저장됩니다.
  

포트 상태
 

1단계. 웹 구성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Port Management(포트 관리) > Port Status(포트 상태
)를 선택합니다.Port Status 페이지가 열립니다.
 

 



다음은 인터페이스의 요약을 표시합니다.
 

·포트 ID — 인터페이스의 ID 이름입니다.
 
·유형 — 이더넷 연결 유형입니다.
 
·Link Status — 포트의 현재 연결 상태입니다.
 
·포트 활동 — 포트의 현재 상태
 
·Priority — 인터페이스의 우선순위 레벨입니다.
 
·속도 상태 — 인터페이스의 현재 속도입니다.
 
·듀플렉스 상태 — 현재 듀플렉스 모드입니다.
 
·자동 협상 — 자동 협상 기능의 현재 상태입니다.
 

2단계. (선택 사항) Port Status 페이지를 새로 고치려면 Refresh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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