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V320 및 RV325 VPN 라우터에서 신뢰할 수 있
는 SSL 인증서 보기/추가 

목표
 

인증서는 컴퓨터나 인터넷에서 사용자 ID를 확인하고 개인 또는 보안 대화를 개선하는 데 사
용됩니다.RV320에서는 자체 서명 또는 타사 인증을 통해 최대 50개의 인증서를 추가할 수 있
습니다.클라이언트 또는 관리자의 인증서를 내보낸 다음 PC 또는 USB에 저장한 다음 가져올
수 있습니다.SSL(Secure Sockets Layer)은 웹 서버와 브라우저 간에 암호화된 링크를 만드는
표준 보안 기술입니다.이 링크를 사용하면 웹 서버와 브라우저 간에 전달된 모든 데이터가 비
공개 및 통합 상태로 유지됩니다.SSL은 업계 표준으로, 수백만 개의 웹 사이트에서 고객과의
온라인 거래를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SSL 링크를 생성하려면 웹 서버에 SSL 인증서가 필
요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RV32x VPN Router Series에서 신뢰할 수 있는 SSL 인증서를 보고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RV320 Dual WAN VPN Router 
· RV325 Gigabit Dual WAN VPN Router
  

소프트웨어 버전
 

·v1.0.1.17
  

신뢰할 수 있는 SSL 인증서
 

1단계. 웹 구성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Certificate Management(인증서 관리) > Trusted SSL
Certificate(신뢰할 수 있는 SSL 인증서)를 선택합니다.Trusted SSL 페이지가 열립니다.
 

 
 
Trusted SSL Certificate(신뢰할 수 있는 SSL 인증서) 페이지는 다음 필드를 포함합니다.
 

·Enable — 인증서가 Enabled 또는 Disabled인지 표시합니다.
 
·Issuer — 인증서를 발급하는 발급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Subject(제목) - 인증서가 발급된 사람을 표시합니다.
 



·Duration — 인증서가 만료되는 날짜를 표시합니다.이 날짜가 초과되면 웹 사이트의 보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세부사항 — 인증서 발급자, 인증서 일련 번호 및 만료 날짜가 CA 서비스에 의해 생성된 모
든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이 정보는 인증서 서명 요청 생성을 생성하여 검증을 위해 CA 서
비스로 전송될 때 사용됩니다
 

2단계. 특정 SSL 인증서를 활성화하려면 Enable 확인란을 클릭합니다.
 
3단계. Add(추가)를 클릭하여 PC 또는 USB에서 새 인증서를 가져옵니다.
 

·PC에서 가져오기 — PC에서 인증서를 찾아 장치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USB에서 가져오기 — 디바이스에 연결된 USB에서 인증서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3단계. Browse(찾아보기)를 클릭하여 PC에서 CA 인증서를 찾습니다.
 

 
4단계. Save(저장)를 클릭하여 신뢰할 수 있는 SSL 인증서 테이블에 인증서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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