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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V34x Series 라우터에서 웹 필터링 구성 
목표
 

웹 필터링은 웹 평판 인덱스의 점수에 따라 웹 사이트를 선별하고, 차단 목록에 키워드나 도메
인 이름을 추가하고, 서버 IP 주소를 통해 이미 보안된 네트워크를 개선하고 업무 공간에서 생
산성을 높일 수 있는 라우터의 기능입니다.
 
관리자나 기업은 일반적인 네트워크 보안, 사물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구현하려는 규칙에 대
해 설명하는 기존 지침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지만 특정 부서에 대해서는 규칙에 예외가 있습
니다.관리자는 예약된 규칙을 생성하여 특정 시간 동안 특정 웹 사이트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
하거나 네트워크의 나머지 사용자가 액세스를 거부한 동안 특정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게 모든
웹 사이트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는 예외 목록에 바인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RV34x Series 라우터에서 웹 필터링을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RV34x 시리즈
  

소프트웨어 버전
 

1.0.00.33
  

웹 필터링 구성
 

1단계. 웹 기반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보안 > 웹 필터링을 선택합니다.
 



 
2단계. Web Filtering(웹 필터링) 영역에서 On(켜기)을 클릭하여 웹 필터링을 활성화합니다.기
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3단계. 라우터에서 Content Filtering(콘텐츠 필터링)이 활성화된 경우 콘텐츠 필터링이 비활성
화되었고 두 기능을 동시에 활성화할 수 없다는 알림이 표시됩니다.Apply(적용)를 클릭하여
컨피그레이션을 진행합니다.
 



 
4단계. 적용을 클릭합니다.
 

 
5단계. Web Filtering Policies(웹 필터링 정책) 테이블에서 Add(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웹 필터
링 정책을 생성합니다.
 

 
6단계. Policy Name(정책 이름) 필드에 정책을 식별할 특정 고유 이름을 입력합니다.Policy
Name(정책 이름)은 공백을 포함하지 않는 한 영숫자 문자일 수 있습니다.
 
참고:이 예에서는 Weekdays가 Policy Name으로 사용됩니다.
 

 
7단계. Description(설명) 필드에 정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참고:이 예에서는 Default-High가 설명으로 사용됩니다.
 



 
8단계. 이 정책을 활성화하려면 Enable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9단계. Edit category를 클릭하여 정책을 정의, 관리 및 적용합니다.
 



 
웹 필터링-범주 추가/편집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

●

●

 
10단계. Filtering Level(필터링 레벨) 열에서 라디오 버튼을 클릭하여 네트워크 정책에 가장 적
합한 필터링 범위를 빠르게 정의합니다.옵션은 High, Moderate, Low 및 Custom입니다.활성
화된 각 웹 콘텐츠 카테고리로 필터링된 특정 사전 정의된 하위 카테고리를 확인하려면 아래
의 필터링 레벨을 클릭하십시오.미리 정의된 필터는 더 이상 변경할 수 없으며 회색으로 표시
됩니다.
 

낮음 — 기본 옵션입니다.이 옵션을 사용하여 보안이 활성화됩니다.
보통 — 성인/성인 콘텐츠, 불법/미심쩍은 내용 및 보안이 이 옵션으로 활성화됩니다.
높음 — 성인/성인 콘텐츠, 비즈니스/투자, 불법/미심쩍은, IT 리소스 및 보안은 이 옵션을 통해
활성화됩니다.
사용자 정의 — 사용자 정의 필터를 허용하도록 설정된 기본값이 없습니다.
 

참고:이 예에서는 높은 필터링 레벨이 선택됩니다.
 

 
11단계(선택 사항) 모든 웹 콘텐츠 하위 범주를 보려면 확장을 클릭합니다.
 



 
각 웹 콘텐츠 범주 아래의 하위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터링
레벨 웹 콘텐츠 하위 범주

높음

성인/성인 콘
텐츠

성인 및 포르노물, 성교육, 도박, 수영복, 친숙
적인 의복, 노출

비즈니스/투자 웹 광고

불법/의심
컬트 및 오컬트, 학대 약물, 마리화나, 무기,
의심, 증오 및 인종차별주의, 폭력, 부정 행위,
역설, 술, 담배

IT 리소스 파일 호스팅/스토리지, 웹 기반 이메일

보안

Dead Sites(db Ops 전용), 해킹, 키로거 및 모
니터링, 악성코드 사이트, 피싱 및 기타 사기,
Proxy Avoid and Anonyalizer, 스파이웨어 및
애드웨어, 봇넷, SPAM URL, Open HTTP 프
록시

보통 

성인/성인 콘
텐츠

성인 및 포르노물, 도박, 수영복, 그리고 친밀
한 의류들, 나체

불법/의심 마약, 마리화나, 의심, 증오, 인종차별주의, 역
겨운

보안

Dead Sites(db Ops 전용), Keylogger and
Monitoring, Malware Sites, Phishing and
Other Fraud, Proxy Preofiers and Anonizer,
Spyware and Adware, Bot Nets, SPAM URL,
Open HTTP Proxies

낮음 보안

Dead Sites(db Ops 전용), Malware Sites,
Phishing 및 Other Fraud, Proxy Prevention
and Anonyers, Spyware and Adware, Bot
Nets, SPAM URL, Open HTTP Proxies

사용자
지정 없음 없음

12단계(선택 사항) 분기된 외부 범주를 축소하려면 Collapse(축소)를 클릭합니다.



13단계. (선택 사항) 기본 범주로 돌아가려면 Restore to Default Categories를 클릭합니다.

14단계. 적용을 클릭하여 구성을 저장하고 필터 페이지로 돌아가서 설정을 계속합니다.



참고:Application List Table(애플리케이션 목록 테이블)에서 선택한 필터링 레벨을 기반으로
하는 해당 하위 범주가 테이블에 채워집니다.

15단계. Device Type 드롭다운 목록에서 필터링할 패킷의 소스/대상을 선택합니다.한 번에 하
나의 옵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ANY — 모든 디바이스에 정책을 적용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카메라 — 카메라(예: IP 보안 카메라)에 정책을 적용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컴퓨터 — 컴퓨터에 정책을 적용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Ebook — 정책을 Ebook에 적용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Game_Console — 게임 콘솔에 정책을 적용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IP_Camera — IP Camera에 정책을 적용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Media_Player — 미디어 플레이어에 정책을 적용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모바일 — 모바일 디바이스에 정책을 적용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Smart_Phone — 스마트 폰에 정책을 적용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TV — Wi-Fi 기능이 있는 TV에 정책을 적용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태블릿 — 태블릿 디바이스에 정책을 적용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VoIP_Gateway —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디바이스에 정책을 적용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
합니다.

●

참고:이 예에서는 ANY가 사용됩니다.

16단계. OS Type(OS 유형) 드롭다운 목록에서 정책을 적용할 운영 체제(OS)를 선택합니다
.한 번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ANY — 모든 유형의 OS에 정책을 적용합니다.이것이 기본값입니다.●

Android — Android OS에만 정책을 적용합니다.●

BlackBerry — Blackberry OS에만 정책을 적용합니다.●

Linux — Linux OS에만 정책을 적용합니다.●

Mac_OS_X — Mac OS에만 정책을 적용합니다.●

기타 — 나열되지 않은 OS에 정책을 적용합니다.●

Windows — Windows OS에 정책을 적용합니다.●

iOS — iOS OS에만 정책을 적용합니다.●

참고:이 예에서는 Any가 선택됩니다.



17단계. 웹 평판 인덱스를 기반으로 필터링을 활성화하려면 Web Reputation(웹 평판) 확인란
을 선택합니다.

참고:웹 평판 지수에 따라 웹 사이트 또는 URL의 악명성에 따라 콘텐츠가 필터링됩니다.점수
가 40 미만인 경우 웹 사이트가 차단됩니다.웹 평판 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18단계. Applied on IP group 드롭다운 목록에서 IP 그룹을 선택합니다.옵션은 이전에 구성한
IP 그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본값은 Any입니다.

/content/en/us/products/security/web-security-appliance/web_rep_index.html


19단계. (선택 사항) 예외 목록 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웹 필터링-예외 목록 추가/편집 페이지
로 이동합니다.

20단계(선택 사항) 필터링 프로세스에서 허용, 거부 또는 제외하도록 생성할 예외 목록의 유
형을 선택합니다.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용 목록 — 수신 URL이 허용 목록에 포함된 경우 URL이 허용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 웹 범
주를 선택합니다.

●

차단 목록 — 수신 URL이 차단 목록에 포함된 경우 URL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외 목록 — 이 정책에서 제외할 IP 주소 또는 범위를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어집을 참조하십시오.

/content/en/us/support/docs/smb/switches/Cisco-Business-Switching/kmgmt-2331-glossary-of-non-bias-language.html


참고:URL의 평판 인덱스 값이 40보다 크지 않으면 안전하며 액세스가 허용됩니다.

21단계. 항목을 생성하려면 20단계에서 선택한 예외 목록 유형에 해당하는 추가 버튼을 누릅
니다.

참고:이 예에서는 차단 목록에 대한 항목이 생성됩니다.

22단계. Type(유형) 드롭다운 목록에서 키워드에 따라 데이터를 차단할지 또는 도메인 이름을
통해 데이터를 차단할지를 선택합니다.

참고:이 예에서는 도메인 이름이 선택됩니다.

23단계. 차단할 값 필드에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참고:이 예에서는 www.facebook.com가 사용됩니다.

http://www.facebook.com


24단계. 적용을 클릭합니다.

25단계. Back(뒤로)을 클릭하여 컨피그레이션을 돌아가서 계속합니다.



26단계. Schedule(일정) 드롭다운 목록에서 정책을 설정할 스케줄을 선택합니다.옵션은 이전
에 정의한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정을 구성하려면 System Configuration(시스템
컨피그레이션) > Schedules(일정)로 이동하거나 여기를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참고:이 예제에서는 Always On을 선택합니다.

27단계. 확인을 클릭하여 설정을 적용합니다.

/content/en/us/support/docs/smb/routers/cisco-rv-series-small-business-routers/smb5385-manage-schedules-on-the-rv34x-series-router.html


28단계(선택 사항) 구성을 영구적으로 저장하려면 구성 복사/저장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페이

지 상단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9단계(선택 사항) 웹 사이트 또는 URL이 필터링되거나 차단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웹 브라우
저를 시작하거나 브라우저에서 새 탭을 엽니다.차단 목록에 있거나 차단 또는 거부되도록 필
터링한 도메인 이름을 입력합니다.

참고:이 예에서는 www.facebook.com입니다.



이제 RV34x 라우터에서 웹 필터링을 성공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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