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V016, RV042, RV042G 및 RV082 VPN
Router의 고급 IPv6 라우팅 구성 

목표
 

고급 라우팅은 라우팅 정보를 볼 수 있는 유연성과 정적 및 동적 라우팅을 구성할 수 있는 유
연성을 제공합니다.고정 라우팅은 수동으로 구성된 고정 경로를 통해 네트워크 라우팅을 제공
합니다.고정 경로는 가장 간단하지만 수동으로 구성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동적 라우팅은 네
트워크 대상을 동적으로 학습하고 정보를 다른 라우터에 광고하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별로 네트워크 라우팅을 제공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RV016, RV042, RV042G 및 RV082 VPN 라우터에서 동적 및 정적 라우팅 설
정을 구성하기 위해 고급 IPv6 라우팅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RV016 
· RV042 
· RV042G 
· RV082
  

소프트웨어 버전
 

·v4.2.1.02
  

IPv6 라우팅 사용
 

1단계. 웹 구성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설정 >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네트워크 페이지가 열
립니다.
 



 
2단계. IPv6 라우팅을 구성하려면 IP Mode 영역에서 Dual-Stack IP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
다.
 
3단계. 아래로 스크롤하여 Save(저장)를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합니다.
  

고급 IPv6 라우팅 구성
 

1단계. Router Configuration Utility에 로그인하고 Setup(설정) > Advanced Routing(고급 라우
팅)을 선택합니다.Advanced Routing 페이지가 열립니다.
 



 
2단계. IPv6 탭을 클릭합니다.IPv6 고급 라우팅 페이지가 열립니다.
 



  
동적 고급 IPv6 라우팅 구성
 

동적 라우팅을 사용하면 라우터가 소스와 대상 간의 최적 경로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
다.또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라우터가 라우팅 테이블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디바이스에서 동적 라우팅을 활성화하려면 Enable RIPng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RIP(Routing Information Protocol)는 라우터가 다른 라우터와 라우팅 정보를 자동으로 브로
드캐스트하여 소스와 대상 간의 최적 경로를 계산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라우팅 테이블을 조
정할 수 있는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2단계. 아래로 스크롤하여 Save(저장)를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합니다.
  

고정 고급 IPv6 라우팅 구성
 

고정 라우팅은 라우팅 테이블에 라우팅 경로를 수동으로 추가할 수 있는 강력하고 고급 기능
입니다.고정 라우팅을 사용하는 라우터는 수동 개입 없이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라우팅 테이블
을 자동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고정 경로는 네트워크 관리자가 구성하고 유지 관리해야 합
니다.일반적으로 stub 네트워크 및 기본 경로를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최대 30개의 고정 경
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1단계. Destination IP Address 필드에 원격 LAN의 대상 IPv6 주소를 입력합니다.
 
2단계. Prefix(접두사) 필드에 대상 IP 주소의 Prefix length(접두사 길이)를 입력합니다.
 
3단계. 특정 고정 경로가 구성된 라우터 IP 주소를 Default Gateway 필드에 입력합니다.
 
4단계. 트래픽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전달하는 라우터 또는 노드의 수를 Hop Count 필드
에 입력합니다.최대 홉의 수는 15입니다.
 



 
5단계. 고정 경로가 구성된 인터페이스 드롭다운 목록에서 적절한 인터페이스를 선택합니다.
 

·LAN — 고정 경로 구성 라우터가 LAN 연결 게이트웨이 라우터에서 인터넷 연결을 가져옵
니다.
 
·WAN 1 — 고정 경로 구성 라우터가 인터넷 연결을 통해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됩니다.
 
·WAN 2 — 고정 경로 구성 라우터가 보안 인터넷 연결을 통해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됩니다.
 

6단계. 목록에 추가를 클릭합니다.새 항목이 테이블에 추가됩니다.
 



 
7단계. (선택 사항) 목록에서 고정 경로를 삭제하려면 해당 고정 경로를 클릭하고 Delete를 클
릭합니다.
 
8단계. (선택 사항) 고정 경로를 수정하려면 해당 고정 경로를 클릭하여 선택한 다음 Update를
클릭하여 정보를 편집합니다.
 
9단계. (선택 사항) 새 항목을 추가하려면 Add New(새로 추가)를 클릭하고 이전 단계를 따릅
니다.
 
10단계. 아래로 스크롤하여 저장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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