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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Timeout(세션 시간 제한)은 보안 이유로 세션이 로그아웃되기 전에 관리 인터페이스
를 유휴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제어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RV220W VPN 방화벽에서 세션 시간 제한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
다.
  

적용 가능한 장치
 

·RV220W
  

소프트웨어 버전
 

•1.0.4.17
  

세션 시간 초과 구성
 

1단계. 웹 구성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방화벽 > 고급 설정 > 세션 설정을 선택합니다
.Session Settings 페이지가 열립니다.
 

 
2단계. Maximum Unidentified Sessions 필드에 ALG(Application Layer Gateway) 식별 프로세
스에 대한 Maximum Unidentified Session 필드에 식별되지 않은 세션의 최대 수를 입력합니
다.ALG 식별 프로세스는 선택한 시설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대체하는 프로세스입니다.이 필드
는 세션 수를 제한하는 데 사용됩니다.정의된 범위를 사용하여 최대 128명의 사용자가 연결할
수 있습니다.값은 2~128의 범위를 가질 수 있으며 기본값은 32개의 세션입니다.
 
3단계. Maximum Half Open Sessions(최대 절반이 열린 세션 수) 필드에 절반이 열린 세션의
최대 수를 입력합니다.절반이 열린 세션은 실제로 SYN 패킷과 SYN/ACK 패킷 수신 사이의 상
태입니다.세션은 10초 동안 절반이 열린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값은 0~3000이고 기본값



은 128개의 세션입니다.
 
4단계.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Session Timeout Duration(TCP 세션 시간 제한
기간) 필드에 비활성 TCP 세션이 TCP 세션 테이블에서 제거된 후 시간을 초 단위로 입력합니
다.값은 0~4,294,967초이고 기본값은 1,800초입니다.
 
5단계. UDP Session Timeout Duration(UDP 세션 시간 제한 기간) 필드에 시간(초)을 입력하
여 비활성 UDP 세션이 UDP Session Timeout Duration(UDP 세션 시간 제한 기간) 필드의 세
션 테이블에서 제거됩니다.값은 0~4,294,967초이고 기본값은 120초입니다.
 
6단계. Other Session Timeout Duration(기타 세션 시간 제한 기간) 필드에 시간(초)을 입력합
니다. 이후 비활성 비 TCP/UDP 세션이 Other Session Timeout Duration(기타 세션 시간 제한
기간) 필드의 세션 테이블에서 제거됩니다.값은 0~4,294,967초이고 기본값은 60초입니다.
 
7단계. TCP Session Cleanup Latency (seconds)(TCP 세션 정리 대기 시간(초)) 필드에서 두
FIN 플래그를 모두 탐지한 후 세션이 세션 테이블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최대 시간을 TCP
Session Cleanup Latency 필드에 입력합니다.값은 0~4,294,967초이고 기본값은 10초입니다.
 
8단계.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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