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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V016, RV042, RV042G 및 RV082 VPN 라우터
의 공장 기본 설정 재부팅 및 복원 
목표
 
라우터가 중단되거나 라우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재시작 옵션을 고려해야 합니다.재시작
은 디바이스의 프로세스를 지우지만 설정은 삭제하지 않습니다.디바이스 오작동의 경우 또는 디바
이스의 로그인 자격 증명을 잊은 경우 시스템을 공장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디바이
스가 공장 기본값으로 재설정되면 디바이스의 설정이 지워지고 라우터가 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구성됩니다.디바이스의 물리적 버튼 또는 웹 컨피그레이션 유틸리티를 통해 공장 기본값으로 재설
정하거나 디바이스를 재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RV016, RV042, RV042G 또는 RV082 VPN Router에서 공장 기본값으로 재설정하
고 다시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 펌웨어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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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우터를 공장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
 
경고:재설정은 디바이스의 모든 컨피그레이션을 지우고 모든 것을 공장 기본값으로 설정합니다.
  
재설정 버튼을 통해
 
1단계. 용지 클립과 같은 포인트 객체를 사용하여 30초 동안 재설정 버튼을 눌러 라우터를 재설정합
니다.
 

 

 
참고:이 과정에서 디바이스 앞면의 DIAG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켜집니다.
 
참고:Reset(재설정) 버튼을 사용하여 공장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
을 경우 전원 어댑터를 분리한 다음 재설정 버튼을 누른 상태로 다시 꽂습니다.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2413305/type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2414010/type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4170426/type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2414011/type


웹 구성 유틸리티를 통해
 
1단계. 웹 구성 유틸리티에 로그인하여 시스템 관리 > 공장 기본값을 선택합니다. 공장 기본 페이지
가 열립니다.
 

 
2단계. 공장 기본 설정으로 돌아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이렇게 하면 라우터가 초기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되고 사용자가 이전에 설정한 모든 컨피그레이션이 삭제됩니다.
 

 
3단계. 확인 창이 나타나고 기본 설정으로 돌아갈 것인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OK(확인)를 클
릭하여 라우터를 확인하고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합니다.
 

 
참고:재부팅 창이 나타나고 재부팅 상태가 표시됩니다.재부팅 후 페이지를 자동으로 새로 고쳐야
합니다.새로 고치지 않으면 Login(로그인)을 클릭하여 웹 구성 유틸리티를 다시 입력합니다.
  
 
라우터 재시작
 
경고: 다시 시작하면 생성되었지만 저장되지 않은 모든 컨피그레이션이 지워집니다.저장된 모든 컨
피그레이션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재설정 버튼을 통해
 
1단계. 종이 클립과 같은 포인트 객체를 사용하여 라우터를 다시 시작하려면 재설정 버튼을 1초 동
안 누르고 있습니다.
 



 

 
참고:System(시스템) 광원을 제외한 모든 광원은 광선되어 재시작이 진행 중임을 나타냅니다.표시
등이 다시 켜지면 라우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Reset(재설정) 버튼을 사용하여 디바이스를 재시작하지 않으면 전원 어댑터를 분리한 다음
다시 꽂으면 디바이스가 다시 시작됩니다.
  
웹 구성 유틸리티를 통해
 
1단계. 웹 구성 유틸리티에 로그인하여 시스템 관리 > 재시작을 선택합니다.재시작 페이지가 열립
니다.
 

 
2단계. Restart(재시작)를 클릭하여 디바이스를 재시작합니다.이렇게 하면 디바이스가 다시 시작되
고 설정이 손실되지 않습니다.
 

 
3단계. 확인 창이 나타나고 재시작할지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OK(확인)를 클릭하여 디바이스
의 재시작을 확인합니다.
 



 
참고: 재부팅 창이 나타나고 재부팅 상태가 표시됩니다.페이지가 새로 고쳐지지 않으면 재부팅 후
자동으로 새로 고쳐져야 합니다. 다시 입력하려면 Login(로그인)을 클릭하십시오.
 

이 문서와 관련된 비디오 보기...

여기를 클릭하여 Cisco의 다른 기술 대화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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