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V180 및 RV180W의 VPN 정책 구성 
목표
 

이 문서에서는 Cisco Small Business RV180 및 RV180W VPN 방화벽에서 VPN 정책을 설정
하는 절차를 소개합니다.
 
VPN 정책 기능을 사용하면 자동 정책, 수동 정책 및 암호화 및 무결성 알고리즘에 대한 VPN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RV180 
· RV180W
  

VPN 정책 컨피그레이션
 

1단계. Configuration Utility를 사용하여 VPN>IPSec>Advanced VPN Setup을 선택합니다.
Advanced VPN Setup 페이지가 열립니다.
 

 
2단계. VPN Policy Table(VPN 정책 테이블) 섹션에서 Add(추가)를 클릭합니다.
 



 
3단계. 고유한 이름을 설정할 정책의 Policy Name(정책 이름) 필드에 입력합니다.
 
4단계. Policy Type 드롭다운 목록에서 적절한 정책 유형을 선택합니다.
 

·자동 정책 — 매개변수를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정책 외에 IKE(Internet Key
Exchange) 프로토콜이 두 VPN 엔드포인트 간에 협상해야 합니다. 
 
·수동 정책 — 이 경우 VPN 터널 키에 대한 설정을 포함하는 모든 설정은 각 엔드포인트에
대해 수동으로 입력됩니다.
 

5단계. 원격 엔드포인트 드롭다운 목록에서 원격 엔드포인트에서 게이트웨이를 식별할 IP 식
별자 유형을 선택합니다.
 

·IP 주소 — 원격 엔드포인트에서 게이트웨이의 IP 주소입니다. 
· FQDN(Fully Qualified Domain Name) — 추가 엔드포인트에 게이트웨이의 FQDN(Fully
Qualified Domain Name)을 삽입합니다.
 

6단계. NetBIOS 브로드캐스트가 VPN 터널을 통과하도록 하려면 Enable(활성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로컬 트래픽 선택 및 원격 트래픽 선택
 

1단계. 두 영역 모두에 대해 다음 설정을 구성합니다.
 

·로컬/원격 IP — 엔드포인트에 제공할 식별자 유형을 선택합니다.
 



·Any - 지정된 엔드포인트(로컬 또는 원격)에서 오는 트래픽을 지정합니다. 둘 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단일 - 정책을 하나의 호스트로 제한합니다.VPN에 속할 호스트의 IP 주소를 시작 IP 주소
필드에 삽입합니다. 
· 범위 - 지정된 IP 주소 범위 내의 컴퓨터가 VPN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해당 필드에 시작
IP 주소 및 끝 IP 주소를 삽입합니다. 
· 서브넷 - IP 주소 범위 내의 컴퓨터가 VPN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해당 필드에 시작 IP 주
소 및 끝 IP 주소를 삽입합니다.또한 Subnet Mask 필드에 네트워크의 서브넷 마스크를 삽
입합니다.
  

스플릿 DNS
 

스플릿 DNS를 사용하면 RV120W에서 인터넷을 거치지 않고 원격 엔드포인트의 DNS를 획득
할 수 있습니다.
 
1단계. Split DNS(스플릿 DNS)를 활성화하려면 Enable(활성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2단계. Domain Name Server 1(도메인 이름 서버 1) 필드에 도메인 이름 서버 IP 주소를 입력
합니다.이 IP 주소는 Domain Name 1 필드에 삽입된 도메인을 확인하는 데만 사용됩니다.
 
3단계. Domain Name Server 2(도메인 이름 서버 2) 필드에 도메인 이름 서버 IP 주소를 입력
합니다.이 IP 주소는 Domain Name 2 필드에 삽입된 도메인을 확인하는 데만 사용됩니다.
  

수동 정책 매개변수
 

1단계. SPI-Incoming 및 SPI-Outgoing 필드에 3에서 8 사이의 16진수 값을 삽입합니다.
 
2단계. Encryption Algorithm 드롭다운 목록에서 적절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선택합니다.
 
3단계. SPI-Incoming 및 SPI-Outgoing 필드에 3에서 8 사이의 16진수 값을 삽입합니다.
 
4단계. Key-In 필드에 인바운드 정책의 암호화 키를 삽입합니다.
 
5단계. Key-Out 필드에 아웃바운드 정책의 암호화 키를 삽입합니다.
 
6단계. 무결성 알고리즘 드롭다운 목록에서 적절한 무결성 알고리즘을 선택합니다.이 알고리
즘은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인합니다.
 
7단계. Key-In 필드에 인바운드 정책의 무결성 키를 삽입합니다.
 
8단계. Key-Out 필드에 아웃바운드 정책의 무결성 키를 삽입합니다.
  

자동 정책 매개변수
 

1단계. SA Lifetime 필드에 보안 연결의 기간을 입력합니다.드롭다운 목록에서 SA Lifetime 필
드에 적합한 유닛을 선택합니다.
 

·Seconds — 기본값은 3600초입니다.최소값은 300초입니다. 
· Kbytes — 이 필드에서 지정된 Kbytes 값 뒤에 SA가 재협상됩니다. 최소값은
1920000KB입니다.
 

2단계. Encryption Algorithm 드롭다운 목록에서 적절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선택합니다.
 
3단계. 무결성 알고리즘 드롭다운 목록에서 적절한 무결성 알고리즘을 선택합니다.이 알고리
즘은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인합니다.



4단계. Perfect Forward Secrecy를 활성화하여 보안을 향상시키려면 Enable(활성화) 확인란
을 선택합니다.PFS Key Group 필드에서 적절한 Diffie-Hellman 키 교환을 선택합니다.드롭다
운 목록
 
5단계. Select IKE Policy(IKE 정책 선택) 드롭다운 목록에서 적절한 IKE 정책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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