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V016 RV042 RV042G 및 RV082 VPN Router의
VPN 상태 확인 

목표
 

VPN(Virtual Private Network)은 두 엔드포인트 간의 보안 연결입니다.VPN은 이 두 엔드포인
트 간에 보안 터널을 생성하고 터널을 따라 데이터 트래픽에 보안을 제공합니다.VPN(Virtual
Private Network)은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간에 설정된 보안 연결입니다.이 터널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연결의 양쪽에서 VPN 컨피그레이션을 신중하게 수행해야 하며 일부 정보는 일치
해야 합니다.이 문서의 목적은 RV016, RV042, RV042G 및 RV082 VPN 라우터에서 VPN 상
태를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VPN은 지정된 호스트와 네트워크 간의 트래픽을
무단 호스트 및 네트워크의 트래픽으로부터 격리합니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RV016 
· RV042 
· RV042G 
· RV082
  

소프트웨어 버전
 

•4.2.1.02
  

확인할 공통 VPN 매개변수
 

VPN 연결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연결의 두 끝이 동일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VPN 연
결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다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로컬 IP 주소가 두 VPN 엔드포인트 간에 충돌합니다.
 
·두 엔드포인트의 암호화 및 인증 설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VPN의 IP 주소 체계를 확인하는 방법과 올바른 변경 방법을 설명합니다.
  

라우터의 LAN IP 주소 변경
 

VPN 연결의 양쪽 끝의 LAN 인터페이스는 다른 네트워크 주소의 일부여야 합니다.두 부분이
동일한 네트워크 주소에 속할 경우 VPN 연결이 작동하지 않습니다.다음 단계에서는 RV042,
RV042G 및 RV082 VPN 라우터의 LAN IP 주소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1단계. 웹 기반 구성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설정 >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네트워크 페이지
가 열립니다.
 



 
2단계. LAN Setting(LAN 설정)의 Device IP Address(디바이스 IP 주소) 필드에 VPN 연결의
다른 끝의 다른 네트워크 주소에 속하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3단계. Subnet Mask(서브넷 마스크) 드롭다운 목록에서 VPN 연결에 적합한 서브넷 마스크를
선택합니다.
 
4단계. (선택 사항) 여러 서브넷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Multiple Subnet(다중 서브넷) 필드
에서 Enable(활성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5단계. Save(저장)를 클릭하여 새 설정을 적용합니다.
  

VPN 연결의 보안 매개변수 확인
 

VPN 연결의 보안 설정은 연결의 각 끝에서 동일해야 합니다.다음 단계에서는 RV042,
RV042G 및 RV082 VPN 라우터에서 이러한 매개변수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1단계. 웹 기반 컨피그레이션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VPN > Gateway to Gateway를 선택합
니다.게이트웨이에 대한 게이트웨이 페이지가 열립니다.
 





2단계. 다음 매개변수를 확인합니다.VPN 연결의 양쪽 끝이 동일한 설정을 가지는지 확인합니
다.
 

·로컬 보안 그룹 유형은 로컬 라우터의 LAN 세그먼트와 동일합니다.
 
·원격 보안 그룹 유형은 원격 라우터의 LAN 세그먼트와 동일합니다.
 
·Remote Security Gateway Type은 원격 라우터의 WAN/인터넷 IP 주소입니다.
 
·IPSec 설정 필드는 VPN 터널의 양쪽에서 일치해야 합니다.
 
·사전 공유 키는 VPN 터널의 양쪽에서 동일해야 합니다.
 

3단계. (선택 사항) Advanced(고급)를 클릭하여 추가 보안 속성을 확인합니다.이전과 마찬가
지로 이 설정은 연결의 양쪽에서 동일해야 합니다.
 
4단계. 변경된 경우 새 설정을 적용하려면 [저장]을 클릭합니다.
 


	RV016 RV042 RV042G 및 RV082 VPN Router의 VPN 상태 확인
	목표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버전
	확인할 공통 VPN 매개변수
	라우터의 LAN IP 주소 변경
	VPN 연결의 보안 매개변수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