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V320 및 RV325 VPN Router Series의 콘텐츠
필터 구성 

목표
 

도메인은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구성된 하위 네트워크입니다.도메인 이름은 도메인에 레이블
을 지정하는 데 사용되는 문자 문자열입니다.콘텐츠 필터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특정 시간에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거부하거나 허용할 수 있습니다.도메인 이름 또는 특정 키워드를 기
반으로 하는 웹 사이트에 따라 도메인에서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도메인 이름을 기준
으로 도메인에서 콘텐츠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RV32x VPN Router Series에서 콘텐츠 필터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
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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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버전
 

·v1.1.0.09
  

금지된 도메인 차단
 

1단계. Web Configuration Utility에 로그인하고 Firewall > Content Filter를 선택합니다
.Content Filter 페이지가 열립니다.
 



 
2단계. Block Forbidden Domains(금지된 도메인 차단) 라디오 버튼을 클릭하여 정의된 키워
드가 있는 지정된 도메인과 웹 사이트를 거부합니다.
  

금지된 도메인 관리
 

1단계. 지정된 도메인의 콘텐츠를 거부하려면 Forbidden Domains 필드에서 Enable을 선택합
니다.
 

 
2단계 Forbidden Domains Table(금지된 도메인 테이블)에서 Add(추가)를 클릭하여 금지된
새 도메인을 추가합니다.
 

 
3단계. 콘텐츠를 차단할 도메인 이름을 Domain Name 필드에 입력합니다.
 
4단계. 저장을 클릭합니다.도메인 이름이 금지된 도메인 테이블에 추가됩니다.
 



 
5단계. (선택 사항) 금지된 도메인 항목을 편집하려면 편집할 항목의 확인란을 선택하고 편집
을 클릭한 다음 도메인 이름 필드에서 도메인 이름을 편집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6단계(선택 사항) 금지된 도메인 항목을 삭제하려면 삭제할 항목의 확인란을 선택하고 Delete
를 클릭한 다음 Save를 클릭합니다.
  

웹 사이트 차단 관리
 

 
1단계. Website Blocking by Keywords(키워드별 웹 사이트 차단) 필드에서 Enable(활성화)을
선택하여 지정된 키워드를 기반으로 웹 사이트의 콘텐츠를 거부합니다.웹 사이트 주소에서 키
워드가 발생하면 웹 사이트가 차단됩니다.
 
2단계. 웹 사이트를 차단하려면 Website Blocking by Keywords 테이블에서 Add를 클릭합니
다.
 

 
3단계. 키워드 필드에 단어를 입력합니다.라우터는 이 키워드가 포함된 웹 사이트의 콘텐츠를
거부합니다.
 
4단계. 저장을 클릭합니다.키워드는 키워드별 웹 사이트 차단 테이블에 추가됩니다.
 

 
5단계. (선택 사항) 웹 사이트 차단 항목을 편집하려면 편집할 항목의 확인란을 선택하고 편집
을 클릭한 다음 키워드 필드에서 웹 사이트 키워드를 편집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6단계. (선택 사항) 웹 사이트 차단 항목을 삭제하려면 삭제할 항목의 확인란을 선택하고 삭제
를 클릭한 다음 저장을 클릭합니다.
 



예약
 

 
1단계. Time(시간) 드롭다운 목록에서 금지된 도메인 제한이 적용될 시간을 선택합니다.
 

·항상 — 제한 사항은 항상 적용됩니다.
 
·간격 — 정의된 시간에 따라 제한이 적용됩니다.
 

2단계. Time 필드가 Interval(간격)으로 설정된 경우 다음 필드를 구성하여 금지된 도메인 제한
이 적용되는 시간을 정의합니다.
 

·시작 — HH:MM 형식의 제한 시작 시간입니다.
 
·To - HH:MM 형식의 제한 종료 시간입니다.
 

3단계. [영향에 적용] 필드에서 제한이 적용되는 일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4단계. 저장을 클릭합니다.콘텐츠 필터 일정이 구성됩니다.
  

허용된 도메인 수락
 

1단계. Router Configuration Utility에 로그인하고 Firewall(방화벽) > Content Filter(콘텐츠 필
터)를 선택합니다.Content Filter 페이지가 열립니다.
 

 
2단계. Accept Allowed Domains(허용된 도메인 수락) 라디오 버튼을 클릭하여 지정된 도메인
을 허용합니다.
  

허용된 도메인 관리



 
1단계. Allowed Domains(허용된 도메인) 필드에서 Enable(활성화)을 선택하여 지정된 도메인
의 콘텐츠를 허용합니다.
 
2단계. Allowed Domains Table(허용된 도메인 테이블)에서 Add(추가)를 클릭하여 새 허용 도
메인을 추가합니다.
 

 
3단계. Domain Name(도메인 이름) 필드에 콘텐츠를 허용할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4단계. 저장을 클릭합니다.도메인 이름이 허용된 도메인 테이블에 추가됩니다.
 

 
5단계. 허용된 도메인 항목을 편집하려면 편집할 항목의 확인란을 선택하고 편집을 클릭한 다
음 도메인 이름 필드에서 도메인 이름을 편집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6단계(선택 사항) 허용된 도메인 항목을 삭제하려면 삭제할 항목의 확인란을 선택하고 Delete
를 클릭한 다음 Save를 클릭합니다.
  

예약
 

 
1단계. 허용된 도메인 규칙을 적용할 시간을 Time 드롭다운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항상 — 규칙이 항상 적용됩니다.
 
·간격 — 정의된 시간에 따라 규칙이 적용됩니다.
 

2단계. Time 필드가 interval로 설정된 경우 다음 필드를 구성하여 허용되는 도메인 규칙이 적
용되는 시간을 정의합니다.
 

·시작 — 규칙의 시작 시간(HH:MM 형식).



·To - HH:MM 형식의 규칙의 종료 시간입니다.
 

3단계. Effect On 필드에서 규칙이 적용되는 요일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4단계. 저장을 클릭합니다.콘텐츠 필터 일정이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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