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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V016, RV042, RV042G 및 RV082 VPN
Router에서 Web Configuration Utility 액세스 
목표
 
디바이스의 컨피그레이션을 변경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웹 컨피그레이션 유틸리티를 사용
하는 것입니다.웹 컨피그레이션 유틸리티는 사용하기 쉬운 툴을 관리자에게 제공하고 디바이스의
성능을 수정하도록 변경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포함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입니다.이
문서의 목적은 RV016, RV042, RV042G 및 RV082 VPN 라우터의 웹 구성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액세스하는 방법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 펌웨어 버전
 

RV016 | V 4.2.1.02(최신 다운로드)
RV042 | V 4.2.1.02(최신 다운로드)
RV042G | V 4.2.1.02(최신 다운로드)
RV082 | V 4.2.1.02(최신 다운로드)
  

웹 구성 유틸리티 액세스
 
1단계. 웹 브라우저를 열고 주소 표시줄에 라우터의 IP 주소를 입력한 다음 Enter를 누릅니다.로그
인 페이지가 열립니다.
 
참고: 라우터의 기본 IP 주소는 192.168.1.1입니다. 기본적으로 디바이스에는 DHCP 서버가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호스트 컴퓨터가 웹 구성 유틸리티에 액세스하기 위해 라우터에 연결되면 라우터의
DHCP 서버의 클라이언트가 됩니다.그런 다음 라우터와 동일한 서브넷에 IP 주소가 할당됩니다.웹
페이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라우터의 서브넷을 아는 한 호스트 컴퓨터의 IP 주소를 수동으로 구성하
여 디바이스에 액세스하십시오.이 작업을 수행하면 호스트의 새 IP 주소가 라우터와 동일한 서브넷
에 있어야 합니다.디바이스를 재설정하려고 할 때 재설정 버튼을 30초 동안 누릅니다.이렇게 하면
디바이스의 IP 주소, DHCP 서버 및 기타 모든 설정이 공장 기본값으로 재설정됩니다.디바이스 재
설정에 대한 지침은 RV042, RV042G, RV082 VPN Router의 Reboot and Restore to Factory
Default(재부팅 및 공장 기본값으로 복원)를 참조하십시오. 
 
참고:웹 사이트의 인증서를 신뢰할 수 없음을 알리는 메시지와 함께 보안 경고가 브라우저에 나타
날 수 있습니다.Proceed 또는 Continue를 클릭합니다.브라우저가 인증서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인증서가 서드파티가 아닌 웹 사이트 자체에서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2단계. Username(사용자 이름) 필드에 디바이스의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기본 사용자 이름은
'admin'입니다.

/content/en/us/support/routers/rv016-multi-wan-vpn-router/model.html#~tab-downloads
/content/en/us/support/routers/rv042-dual-wan-vpn-router/model.html#~tab-downloads
/content/en/us/support/routers/rv042g-dual-gigabit-wan-vpn-router/model.html#~tab-downloads
/content/en/us/support/routers/rv082-dual-wan-vpn-router/model.html#~tab-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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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Password(비밀번호) 필드에 디바이스의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기본 비밀번호는 'admin'입
니다.
 
참고:비밀번호를 잊은 경우 디바이스를 기본 로그인으로 반환하는 공장 기본값으로 재설정할 수 있
습니다.이렇게 하려면 재설정 버튼을 30초 동안 누릅니다.특정 지침은 RV042, RV042G, RV082
VPN 라우터의 재부팅 및 공장 기본값으로 복원을 참조하십시오.
 
4단계. Login(로그인)을 클릭하여 웹 구성 유틸리티를 입력합니다.System Summary 페이지가 열립
니다.
 
참고: 이러한 단계는 RV082 VPN 라우터에서 수행되었습니다.System Summary(시스템 요약) 페이
지는 아래에 나와 있지만 RV016, RV042 및 RV042G VPN 라우터에서도 동일한 프로세스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요약 페이지에는 구성할 디바이스에 대한 기본 정보가 표시됩니다.화면 왼쪽의 탐색 트리는
모든 다양한 구성 옵션을 범주로 구성합니다.탐색 트리를 사용하여 디바이스의 다양한 구성 옵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툴바는 라우터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로그아웃 — 웹 구성 유틸리티에서 로그아웃합니다.
정보 — 디바이스의 이름과 현재 펌웨어 버전을 표시하는 창을 엽니다.
도움말 — 열려 있는 현재 페이지의 다양한 옵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창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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