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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untu 데스크톱에 AnyConnect 설치 및 사용  
목표
  

이 문서의 목적은 Ubuntu 데스크톱에서 AnyConnect VPN Client v4.9.x 설치, 사용 및 제
거 옵션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소개
  

Cisco AnyConnect VPN(Virtual Private Network) Mobility Client는 원격 사용자에게 보
안 VPN 연결을 제공합니다.Cisco SSL(Secure Sockets Layer) VPN 클라이언트의 이점
을 제공하며 브라우저 기반 SSL VPN 연결에서 사용할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 및 기능을
지원합니다.원격 근무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AnyConnect VPN을 사용하면 직원이
사무실에 물리적으로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 네트워크 인프라에 연결
할  수  있습니다.이를  통해  직원들의  유연성,  이동성  및  생산성이  향상됩니다.Cisco
AnyConnect는 Windows 7, 8, 8.1 및 10, Mac OS X 10.8 이상 및 Linux Intel(x64)과 호
환됩니다.
 
이 문서의 단계에 따라 Ubuntu 데스크톱에 Cisco AnyConnect VPN Mobility Client를 설
치합니다.이 문서에서는 Ubuntu 버전 20.04가 사용됩니다.
 
Windows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여기를 클릭하여 Windows에 AnyConnect를 설치하
는 방법에 대한 문서를 확인하십시오.
 
Mac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Mac에 AnyConnect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문서를 보려
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AnyConnect 소프트웨어 버전
 

AnyConnect - v4.9.x(최신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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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Connect Secure Mobility Client v4.9.x 설치
  
1단계
  

Cisco 소프트웨어 다운로드에서 Linux용 AnyConnect 사전 구축 패키지를 다운로드합니
다.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mb/routers/cisco-rv-series-small-business-routers/smb5686-install-cisco-anyconnect-secure-mobility-client-on-a-windows.html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mb/routers/cisco-rv-series-small-business-routers/smb5686-install-cisco-anyconnect-secure-mobility-client-on-a-windows.html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mb/routers/cisco-rv-series-small-business-routers/smb5642-install-cisco-anyconnect-secure-mobility-client-on-a-mac-com-rev1.html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mb/routers/cisco-rv-series-small-business-routers/smb5642-install-cisco-anyconnect-secure-mobility-client-on-a-mac-com-rev1.html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mb/routers/cisco-rv-series-small-business-routers/smb5642-install-cisco-anyconnect-secure-mobility-client-on-a-mac-com-rev1.html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3000185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6281283/type/282364313/release/4.9.01095?i=!pp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6281283/type/282364313/release/4.9.01095?i=!pp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6281283/type/282364313/release/4.9.01095?i=!pp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6281283/type/282364313/release/4.9.01095?i=!pp


2단계
  

키보드에서 Ctrl+Alt+T를 눌러 터미널을 엽니다.AnyConnect 클라이언트 패키지를 다운
로드한 폴더로 이동하려면 'cd directory name' 명령을 사용합니다.'cd' 명령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이 예에서는 파일이 데스크톱에 배치됩니다.
 

3단계
  

초기 다운로드는 tarball 아카이브(여러 개의 파일이 하나로 압축됨)로, 추출해야 합니다
.'tar xvf filename' 명령은 초기 파일이 있는 동일한 디렉토리에 내용을 추출합니다.
 

최근 발간된 책은 4.9.01095였다.

cd [디렉터리 이름]

디렉토리는 AnyConnect 파일 다운로드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긴 파일 이름이나 경
로의 경우 일부 문자를 입력하고 키보드의 Tab 키를 누릅니다.파일 이름이 자동으로 채워집
니다.Tab 키를 두 번 눌러도 누르지 않으면 고유한 문자 수를 더 입력해야 합니다.또는 'ls' 명
령을 사용하여 현재 디렉터리에 파일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tar xvf [파일 이름]

http://manpages.ubuntu.com/manpages/xenial/en/man1/cd.1posix.html


'tar'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4단계
  

폴더가 추출되면 'cd directory name' 명령을 다시 사용하여 폴더로 이동합니다.
 

5단계
  

기본 폴더를 탐색한 후 'cd'를 vpn 하위 폴더로 이동합니다.
 

6단계
  

AnyConnect 설치 스크립트를 실행하려면 'sudo ./vpn_install.sh'를 입력합니다.수퍼유저
권한을 사용하여 설치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sudo'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cd [디렉터리 이름]

cd vpn

./vpn_install.sh

http://manpages.ubuntu.com/manpages/xenial/en/man1/tar.1.html
http://manpages.ubuntu.com/manpages/xenial/en/man8/sudo.8.html


7단계
  

사용권 계약의 약관에 동의하고 'y'를 입력하여 설치를 완료합니다.
 

AnyConnect 설치를 완료해야 하며 터미널 창을 닫을 수 있습니다.
 

AnyConnect Secure Mobility Client v4.9.x 사용
  
1단계
  

Anyconnect 앱에 액세스하려면 키보드에서 Ctrl+Alt+T를 눌러 터미널을 엽니다.'/opt
/cisco/anyconnect/bin/vpnui' 명령을 사용합니다.
 

y

/opt/cisco/anyconnect/bin/vpnui



UI(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시작 아이콘(왼
쪽 하단 모서리에 9개의 점으로 표시됨)을 클릭합니다. Anyconnect 앱을 선택합니다.
 

또는 키보드의 Super+A(Super 키는 Windows 아이콘 키)를 눌러 검색 막대를 표시합니
다.'AnyConnect'를 입력하면 앱이 나타납니다.
 

터미널을 통해 오류가 발생하면 아래 표시된 대로 애플리케이션 메뉴에서 앱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2단계
  

Anyconnect 앱을 클릭합니다.
 

3단계
  

원하는 서버의 IP 주소 또는 호스트 이름 뒤에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RV340 제품군의 경우 기본 포트 번호는 8443입니다.



4단계
  

일부 연결은 신뢰할 수 있는 SSL 인증서를 사용하여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기본적
으로 AnyConnect 클라이언트는 이러한 서버에 대한 연결 시도를 차단합니다.
 
Block connections to untrusted servers(신뢰할 수 없는 서버에 대한 연결 차단)를 선택
취소하여 이러한 서버에 연결합니다.
 



AnyConnect Secure Mobility Client v4.9.x 제거
  
1단계
  

터미널을 사용하여 'cd' 명령을 사용하여 제거 셸 스크립트가 있는 폴더로 이동합니다.
 

2단계
  

AnyConnect 제거 스크립트를 실행하려면 'sudo ./vpn_uninstall.sh'를 입력합니다.
 
수퍼유저 권한을 사용하여 제거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sudo'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

기본 설치에서 이러한 파일은 /opt/cisco/anyconnect/bin/에 있습니다.



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3단계
  

프롬프트에서 sudo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제거를 완료합니다.
 

 
결론
  

여기 있습니다!이제 Ubuntu  Desktop에 Cisco  AnyConnect  Secure  Mobility  Client
v4.9.x를 설치, 사용 및 제거하는 단계를 성공적으로 학습했습니다.
 
Site-to-Site  VPN에  대한  커뮤니티  논의를  보려면  Cisco  Small  Business  Support
Community 페이지로 이동하여 Site-to-Site VPN을 검색합니다.
 

AnyConnect 앱
  

Anyconnect 앱은 Google Play 스토어 또는 Apple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추가 리소스
 

Android 앱 다운로드 iOS 앱 다운로드

기본 문제 해결 관리자 안내서 릴리스 4.9 릴리스 정보 - 4.9 Cisco Business VPN 개요 및 모범 사례

http://manpages.ubuntu.com/manpages/xenial/en/man8/sudo.8.html
https://community.cisco.com/t5/small-business-support-community/ct-p/5541-small-business-support
https://community.cisco.com/t5/small-business-support-community/ct-p/5541-small-business-support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cisco.anyconnect.vpn.android.avf&hl=en_US
https://apps.apple.com/us/app/cisco-anyconnect/id1135064690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mb/routers/cisco-rv-series-small-business-routers/smb5453-basic-troubleshooting-on-cisco-anyconnect-secure-mobility-cl.html
/content/en/us/td/docs/security/vpn_client/anyconnect/anyconnect49/administration/guide/b_AnyConnect_Administrator_Guide_4-9.html
/content/en/us/td/docs/security/vpn_client/anyconnect/anyconnect49/administration/guide/b_AnyConnect_Administrator_Guide_4-9.html
/content/en/us/td/docs/security/vpn_client/anyconnect/anyconnect49/release/notes/release-notes-anyconnect-4-9.html
/content/en/us/td/docs/security/vpn_client/anyconnect/anyconnect49/release/notes/release-notes-anyconnect-4-9.html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mb/routers/cisco-rv-series-small-business-routers/1399-tz-best-practices-vp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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