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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모델 설정 - 1단계

TS모델 설정 - 1단계
ADSL(PPPoE)를 사용하는 경우(유동IP)
1. VANET> root
Password : vanet
2. VANET # config
3. VANET (config)# line-protocol 1 pppoe

//초기 제품에서 설정할 필요없음.

4. VANET (config)# ip-address add 1 negotiate

//초기 제품에서 설정할 필요없음.

5. VANET (config)# ip-address add

0 <IP address> < Subnetmask>

6. VANET (config)# ip-address add

0 <IP address> < Subnetmask> secondary

// 서브넷이 2개 이상일 때 추가함
7. VANET (config)# pppoe [사용자ID] [패스워드]
8. VANET (config)# dhcp-server disable
9. VANET (config)# ip-route add 0.0.0.0 0.0.0.0

<전용선라우터IP> <metric>

10. VANET (config)# write
※ 제품 출하상태에서는 별다른 설정이 필요없음.
<설명>
1. 사용자모드에서 관리자모드로 들어갑니다.
2. 관리자모드에서 설정모드로 들어갑니다
3. WAN구간을 ADSL modem(PPPoE)으로 설정합니다.
4. WAN구간을 유동IP로 설정합니다.(제품출하시 유동IP로 설정되어 있음)
5. 내부네트웍의 Gateway로 사용될 IP를 입력합니다.
6. 2개 이상의 서브넷이 존재할 때 추가합니다. (10개까지 추가가능)
7. ADSL PPPoE 사용자의 로그인 정보를 입력합니다.(통신회사에서 부여한 것)
8. 각 PC가 고정IP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DHCP Server가 존재할 경우에 실행.
9. 초고속망의 장애시 모든 트래픽이 전용선을 통하도록 설정합니다.
Metric순위의 값은 2~255사이의 숫자로 입력합니다.
10. 설정된 내용을 저장합니다.

TS모델 설정 - 1단계

CABLE 모뎀을 사용하는 경우(유동IP)
1. VANET > root
Password : vanet
2. VANET # config
3. VANET (config)# mac-address <aa:bb:cc:dd:ee:ff>
4. VANET (config)# line-protocol 1 ethernet
5. VANET (config)# ip-address add 1 negotiate

//초기 제품에서 설정할 필요없음.

6. VANET (config)# ip-address add

0 <IP address> < Subnetmask>

7. VANET (config)# ip-address add

0 <IP address> < Subnetmask> secondary

// 서브넷이 2개 이상일 때 추가함
8. VANET (config)# dhcp-server disable
9. VANET (config)# ip-route add 0.0.0.0 0.0.0.0

<전용선라우터IP> <metric>

10. VANET (config)# write
<설명>
1. 사용자모드에서 관리자모드로 들어갑니다.
2. 관리자모드에서 설정모드로 들어갑니다
3. Cable Modem 사용자는 최근까지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연결했던 컴퓨터의
랜카드 MAC주소(어댑터주소)를 입력합니다.
4. WAN구간을 Cable modem으로 설정합니다.
5. WAN구간을 유동IP로 설정합니다.(제품출하시 유동 ip로 설정되어 있음)
6. 내부네트웍의 Gateway로 사용될 IP를 입력합니다.
7. 2개 이상의 서브넷이 존재할 때 추가합니다. (10개까지 추가가능)
8. 각 PC가 고정IP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DHCP Server가 존재할 경우에 실행.
9. 초고속망의 장애시 모든 트래픽이 전용선을 통하도록 설정합니다.
Metric순위의 값은 2~255사이의 숫자로 입력합니다.
10. 설정된 내용을 저장합니다.

TS모델 설정 - 1단계

고정IP를 할당받는 경우
조건 : 인터넷서비스업체로부터 받은 고정IP가 다음과 같을 경우일 때 설정하는 예입니다.
1. WAN IP : 211.32.101.2
2. 서브넷마스크 : 255.255.255.0
3. Gateway : 211.32.101.1
사용자는 굵은 글씨 부분만 바꾸어 주시면 됩니다.

1. VANET > root
Password : vanet
2. VANET # config
3. VANET (config)# line-protocol 1 ethernet
4. VANET (config)# ip-address add 1

211.32.101.2 255.255.255.0

5. VANET (config)# ip-route add 0.0.0.0 0.0.0.0

211.32.101.1

6. VANET (config)# ip-address add

0 <IP address> < Subnetmask>

7. VANET (config)# ip-address add

0 <IP address> < Subnetmask> secondary

// 서브넷이 2개 이상일 때 추가함
8. VANET (config)# dhcp-server disable
9. VANET (config)# ip-route add 0.0.0.0 0.0.0.0

<전용선라우터IP> <metric>

10. VANET (config)# write
<설명>
1. 사용자모드에서 관리자모드로 들어갑니다.
2. 관리자모드에서 설정모드로 들어갑니다.
3. WAN구간의 프로토콜을 Ethernet으로 설정합니다.
4. WAN구간에 ISP로부터 할당받은 공인IP를 입력합니다.
5. 공유기의 디폴트 라우트(Gateway)를 입력합니다
6. 내부네트웍의 Gateway로 사용될 IP를 입력합니다.
7. 2개 이상의 서브넷이 존재할 때 추가합니다. (10개까지 추가가능)
8. 각 PC가 고정IP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DHCP Server가 존재할 경우에 실행.
9. 초고속망의 장애시 모든 트래픽이 전용선을 통하도록 설정합니다.
Metric순위의 값은 2~255사이의 숫자로 입력합니다.
10. 설정된 내용을 저장합니다..
※ Cable Modem일 경우에는 앞페이지의 <CABLE 모뎀을 사용하는 경우(유동IP)>의 3번째
명령(mac-address)을 추가하십시오.

TS모델 설정 - 2단계

TS모델 설정 - 2단계
<주어진 조건 예시>
1. 라우터의 Ethernet IP : 211.32.101.1
2. 라우터의 Ethernet Subnetmask : 255.255.255.192
3. ISP(전용선업체)의 DNS서버:203.239.130.1
4. 초고속망의 DNS서버:168.126.63.1
5. 공유기는 ADSL(유동ip)을 사용하고, 사용자이름은 ‘ vanet’ , 패스워드도 ‘ vanet’ 이
며, 또한 Ethernet IP는 211.32.101.0 / 255.255.255.192 네트워크에 있는 IP중에 하나
를 부여하되, 여기에서는 211.32.101.2 / 255.255.255.192로 가정합니다.

인터넷

172.16.1.1

ISP

ISP

172.16.1.2

전용선 라우터

211.32.101.1
/ 255.255.255.192

PS-600(TS)
211.32.101.2
/ 255.255.255.192

TS모델 설정 - 2단계

초고속인터넷서비스망을 기본으로 설정할 경우
1. VANET(config)# ip-traffic filter set deny
2. VANET(config)# ip-traffic filter add permit all all all all <프로토콜> <number>
3. VANET(config)# ip-traffic gateway add

211.32.101.1 //전용선라우터의 이더넷IP

4. VANET(config)# ip-route add 203.239.130.1

255.255.255.255 211.32.101.1

5. VANET(config)# ip-traffic check add 203.239.130.1
6. VANET(config)#line-check

add 1 168.126.63.1

211.32.101.1

7. VANET(config)# write
<설명>
1. 기본적으로 모든 트래픽을 초고속망으로 보내도록 설정합니다.
2. 전용선으로 보낼 프로토콜의 종류 및 포트번호를 지정합니다.
프로토콜 : tcp, udp, ip, icmp등
number : 1~65535사이의 숫자, 범위지정시는 <시작번호> <끝번호>를 연속기입.
3. 라우터의 Ethernet ip를 gateway로 설정합니다.
4. ISP의 DNS를 체크하여 전용선의 이상유무를 파악하되 체크는 전용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라우팅 테이블을 설정합니다.
5. ISP의 DNS를 체크ip로 설정합니다.
6. 초고속망의 DNS를 체크하여 초고속망의 이상유무를 파악하되 이상발생시에
전용선으로 백업되도록 설정합니다.
7. 설정된 내용을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TS모델 설정 - 2단계

<설정예>

Vanet(config)#ip-traffic filter set deny
// 초고속망을 기본으로 설정
Vanet(config)#ip-traffic filter add permit all all all all
// 배틀넷
Vanet(config)#ip-traffic filter add permit all all all all
// 스타크래프트
Vanet(config)#ip-traffic filter add permit all all all all
// 디아블로
Vanet(config)#ip-traffic filter add permit all all all all
// 포트리스 : 유료가입한 PC방의 경우(범위로 지정)
Vanet(config)#ip-traffic filter add permit all all all all
Vanet(config)#ip-traffic filter add permit all all all all
// 리니지(윗줄과 함께 입력,범위로 지정)
Vanet(config)#ip-traffic gateway add 211.32.101.1
// 전용회선 라우터의 IP를 입력
Vanet(config)#ip-route add 0.0.0.0 0.0.0.0 211.32.101.1
// 초고속망 장애시의 백업경로 => 전용선 라우터
Vanet(config)#write
// 설정값 저장

tcp 6112
udp 6112
tcp 4000
tcp 41800 41899
tcp 1950 2002
tcp 2004 2200

10

전용선망을 기본으로 설정할 경우
1.VANET(config)# ip-traffic filter set permit
2. VANET(config)# ip-traffic filter add deny all all all all <프로토콜> <number>
3.VANET(config)# ip-traffic gateway add 211.32.101.1 //전용선라우터의 이더넷IP
4.VANET(config)# ip-route add

203.239.130.1

5.VANET(config)# ip-traffic check add
6. VANET(config)#line-check

add

255.255.255.255

211.32.101.1

203.239.130.1

1 168.126.63.1 211.32.101.1

7.VANET(config)# write
<설명>
1. 기본적으로 모든 트래픽을 전용선망으로 보내도록 설정합니다.
2. 초고속라인으로 보낼 프로토콜의 종류 및 포트번호를 지정합니다.
프로토콜 : tcp, udp, ip, icmp등
number : 1~65535사이의 숫자, 범위지정시는 <시작번호> <끝번호>를 연속기입.
3. 라우터의 Ethernet ip를 gateway로 설정합니다.

4.ISP의 DNS를 체크하여 전용선의 이상유무를 파악하되 체크는 전용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라우팅 테이블을 설정합니다.
5. ISP의 DNS를 체크ip로 설정합니다.
6. 초고속망의 DNS를 체크하여 초고속망의 이상유무를 파악하되 이상발생시에
전용선으로 백업되도록 설정합니다.
7.설정된 내용을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설정예>
Vanet(config)#ip-traffic filter set permit
// 전용망을 기본으로 설정
Vanet(config)#ip-traffic filter add
// 웹
Vanet(config)#ip-traffic filter add
// 웹
Vanet(config)#ip-traffic filter add
// 웹
Vanet(config)#ip-traffic filter add
// FTP다운로드
Vanet(config)#ip-traffic filter add
//VOD 동영상
Vanet(config)#ip-traffic filter add
//리니지 자동패치
Vanet(config)#ip-traffic filter add
//소리바다(다운로드)
Vanet(config)#ip-traffic filter add
//소리바다(노래검색)

deny all all all all tcp www
deny all all all all tcp 8000
deny all all all all tcp 8080
deny all all all all tcp ftp
deny all all all all tcp 1755
deny all all all all tcp 2003
deny all all all all tcp 9001 9004
deny all all all all udp 9002 9999

Vanet(config)#ip-traffic gateway add 211.32.101.1
// 전용회선 라우터의 IP를 입력
Vanet(config)#ip-route add 0.0.0.0 0.0.0.0 211.32.101.1 10
// 초고속망 장애시의 백업경로 => 전용선 라우터
Vanet(config)#write
// 설정값 저장

ICMP ROUTER DISCOVERY

ICMP ROUTER DISCOVERY
PC는 ICMP Router Discovery Protocol를 사용하여 공유기가 routing 정보를 주지 않을 경
우에 전용선의 라우터을 통하여 통신을 할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공유기와 통신이 불가능한 경우

공유기와 정상적으로 통신이 가능한 경우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pc가 외부와 통신을 하려고 할 때 주기적으로 공유기로부터 오는
advertisement packet이 없다면, 대체경로를 이용하여 통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주기적으로 Advertisement packet이 오지 않을 경우
1. 공유기의 전원이 나갔을 경우
2. ethernet에 이상이 생긴 경우

ICMP ROUTER DISCOVERY

DISCOVERY 동작방법

1. PC가 부팅할 경우 routing정보를 공유기에게 요청을 한다.
2. 공유기는 pc에게 라우팅 정보를 준다.
3. 주기적으로 공유기는 pc에게 packet을 보낸다.
4. 주기적으로 공유기에게 packet을 받지 못하면 대체경로를 선택한다.

DISCOVERY 특징
1. gateway정보를 공유기로부터 읽어온다.
※ PC에서 기존 gateway를 라우터로 설정되어 있다할지라도, 공유기로부터
받은 gateway정보를 이용하여 preference값을 조정하여 전달함으로써
default gateway를 공유기로 지정할 수 있다.
2. 공유기가 주기적으로 hello packet을 뿌리지 않는다면, 대체경로를 이용하여 통신가
능하다.

명령어 사용법

명령어

설명

Discovery enable

Discovery를 구동합니다.

Discovery disable

Discovery를 구동을 멈춥니다.

Discovery lifetime <time>

Hello packet time을 설정합니다.

Discovery preference <metric>

Preference 값을 설정합니다.

<lifetime>

공유기가 주기적으로 discovery를 뿌려주는 시간

<prefernce>

preference값을 설정

ICMP ROUTER DISCOVERY

PS-600(TS) 설정사항

VANET(config)# discovery enable
VANET(config)# discovery lifetime 30
VANET(config)# discovery preference 990
VANET(config)# write

1. Discovery를 구동시킵니다.
2. 라우팅 정보가 얼마만큼의 시간동안 유효한 것인가 lifetime을 설정합니다.
※ lifetime 권장 값 : 30
3. preference값을 설정하여 줍니다.
※ preference 권장값 : 990
4.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pc 설정사항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1.default gateway를 전용선 라우터의 Ethernet ip로 metric을 100으로 설정합니다.
※ 라우터가 보내는 preference정보를 우선시 경로로 설정되어지게 하기위함입니다.
2.router discovery를 수행할 수 있도록 레지스트리에서 PerformRouterDiscovery를
설정합니다.
3.공유기가 살아있는한, 전용선의 라우터쪽으로 통신이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dead
gateway를 detect할 수 없도록 레지스트리에서 DeadGWDetect를 구동을 멈춥니다.

ICMP ROUTER DISCOVERY

WINDOWS 95, 98에서의 설정방법.
1.전용선의

default gateway의 metric 설정방법

Batch 파일을 만들어 부팅후 도스 프롬프트에서 라우팅 정보 수정을 batch로 만들어 실행
시키면 됩니다.
c:\> Copy con default_metric.bat
route delete 0.0.0.0
route add 0.0.0.0 mask 0.0.0.0 <전용선의 gateway ip> metric 100
route add 0.0.0.0 mask 0.0.0.0 <공유기의 gateway ip> metric 1
ctrl+z 후

c:\> 에 보면 default_metric.bat 이 생깁니다.
Pc가 부팅시 자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시작프로그램에 넣어줍니다.

1. PerformRouterDiscovery를 설정방법
Window 95, 98에서는 PerformRouterDiscovery는 default로 구동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설정이 필요없습니다.

2. DeadGWDetect 구동을 멈추는 방법
[HKEY_LOCAL_MACHINE＼System＼CurrentControlSet＼Services＼VxD＼mstcp
항목에서
EnableDeadGWDetect를 생성하여 Dword 값으로 0을 입력합니다.
PC registry에 설정이 없을 경우에는 새로만들기를 만들어 DWORD를 설정하시고
이름을 EnableDeadGWDetect로 만듭니다.

ICMP ROUTER DISCOVERY

WINDOWS ME에서의 설정방법
1.전용선의 default gateway의 metric 설정방법
Batch 파일을 만들어 부팅후 도스 프롬프트에서 라우팅 정보 수정을 batch로 만들어 실행
시키면 됩니다.
c:\> Copy con default_metric.bat
route delete 0.0.0.0
route add 0.0.0.0 mask 0.0.0.0 <전용선의 gateway ip> metric 100
route add 0.0.0.0 mask 0.0.0.0 <공유기의 gateway ip> metric 1
ctrl+z 후
c:\>에 보면

default_metric.bat 이 생깁니다. Pc가 부팅시 자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시작프로그램에 넣어줍니다.

2. PerformRouterDiscovery를 설정방법
[HKEY_LOCAL_MACHINE_System＼CurrentControlSet＼Services＼Class＼Netrans
의 하위 항목중 Ethernet IP address를 포함하고 있는 디렉토리에서
PerformRouterDiscovery = “ 1” 로 설정합니다.
PC registry에 설정이 없을 경우에는 새로만들기를 만들어 DWORD를 설정하시고
이름을 PerformRouterDiscovery로 만듭니다.

3. DeadGWDetect 구동을 멈추는 방법
[HKEY_LOCAL_MACHINE＼System＼CurrentControlSet＼Services＼VxD＼mstcp
항목에서 EnableDeadGWDetect를 생성하여 Dword 값으로 0을 입력합니다.
PC registry에 설정이 없을 경우에는 새로 만들기를 만들어 DWORD를 설정하시고
이름을 EnableDeadGWDetect로 만듭니다.

ICMP ROUTER DISCOVERY

WINDOWS 2000, XP에서 설정방법

1. 전용선의 default gateway 설정방법
pc의 tcp/ip 등록정보에서 default gateway 설정시 고급항목을 누른 후, 기본게이트
웨이 항목에서 전용선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누른 후, metric값을 100으로 지정

합니다.

2. PerformRouterDiscovery를 설정방법
[HKEY_LOCAL_MACHINE＼SYSTEM＼CurrentControlSet＼Services＼Tcpip＼
Parameters＼Interfaces＼의 하위 항목중 Ethernet IP address를 포함하고 있는 디
렉토리에서
“ PerformRouterDiscovery” = “ 1” 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PC registry에 설정이 없을 경우에는 새로만들기를 만들어 DWORD를 설정하시고
이름을 PerformRouterDiscovery로 만듭니다.

3. DeadGWDetect 구동을 멈추는 방법
[HKEY_LOCAL_MACHINE＼SYSTEM＼CurrentControlSet＼Services＼Tcpip＼
Parameters＼ 디렉토리에서
“ EnableDeadGwDetect” = “ 0” 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PC registry에 설정이 없을 경우에는 새로만들기를 만들어 DWORD를 설정하시고
이름을 EnableDeadGWDetect로 만듭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사용포트 및 서버주소 찾는 방법

어플리케이션의 사용포트 및 서버주소 찾는 방법
공유기의 텔넷모드에서 show

nat

all 명령을 사용함으로서

현재 공유기의 WAN포트를

통해서 출입하는 서비스의 사용포트 및 접속서버를 알 수 있습니다. 단, 이미 ip-traffic
filter명령을 통해 전용선으로 출입하도록 설정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여기에 표시되지 않습
니다.

VaNet# sh nat all
(1/0/0, 438/0/0, 0/0)
-------------------------------------------------------------------Pro

Pri_SIP (A:P)

Pub_SIP (A:P)

Pub_DIP (A:P)

Time

------------------- --------------------- --------------------- ---O TCP

192.168.0.254:3164

61.73.128.44:39917

211.233.27.243:1755

3600

O TCP

192.168.0.253:3159

61.73.128.44:39911

211.239.123.233:80

3579

O TCP

192.168.0.254:3158

61.73.128.44:39910

211.239.123.233:80

3579

O TCP

192.168.0.252:3142

61.73.128.44:39894

203.235.121.25:2176

3600

O TCP

192.168.0.254:3138

61.73.128.44:39890

203.235.121.25:21

3526

O TCP

192.168.0.252:3136

61.73.128.251:39821

203.235.121.25:2116

3452

O TCP

192.168.0.254:3135

61.73.128.251:39820

203.235.121.25:21

3326

Î설명 : Pro

Î

Protocol

Pri_SIP(A:P)

Î

Private_Source ip(address:port)

Pub_SIP(A:P)

Î

Public_Source ip(address:port)

Pub-DIP(A:P)

Î

Public_Destination ip(address:port)

Î해석: 위의 첫번째 줄의 의미는 내부의 192.168.0.254번 pc가 61.73.128.44번의 공인ip
를 통해 211.233.27.243으로 접속하고 있으며 접속시 사용하는 포트가 TCP 1755
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Î결론: 위의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여 나타나는 서버의 ip 및 port를 찾아서 초고속이나
전용선으로 돌려줌으로 서비스별 회선선택이 가능합니다.

제품의 초기화

제품의 초기화
제품에 부여한 설정값을 공장출하시의 상태로 되돌리는 일을 제품의 초기화라고 합니다.
다음의 순서를 따라하시면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1. 페이지5~7의 “ 콘솔설정하기” 를 참조하여 Console프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2. 공유기의 뒷편에 있는 전원커넥터를 뺏다가 다시 끼웁니다. 이때 공유기의 부팅이
완료되기전(3초이내)에 키보드의 엔터키를 한번 칩니다.
3. 이 상태에서 키보드의 글쇠 “ E” 와 “ C” 를 연속하여 한번씩 누릅니다.
4. Console창의 하단에 “ Erasing Configuration” 이란 메시지가 나오면 초기화된 것
입니다.
5. 스페이스바를 눌러 부팅과정을 완료하십시오.

※ 인텔라우터를 사용하는 현장에서는 인텔라우터의 펌웨어를 4.11버전 이
상으로 업그레이드하시고, “ICMP Router Discovery”기능을 Disable로 설정
하여야 합니다.

※ 설치나 사용상의 궁금한 점은 ㈜바네트의 홈페이지(www.vanet.co.kr)의
FAQ와 자료실을 이용하시거나, 고객지원실(전화:02-369-8331 7)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