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V016, RV042, RV042G 및 RV082 VPN
Router의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컨피그레이션 

목표
 

보안 네트워크에서는 추측하기 어려운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기본 관리자 사
용자 이름(admin) 및 비밀번호(admin)에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부 구성에서는 관
리자 비밀번호를 기본값에서 변경해야 합니다.이 문서에서는 RV016, RV042, RV042G 및
RV082 VPN 라우터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RV016 
· RV042 
· RV042G 
· RV082
  

소프트웨어 버전
 

·v4.2.1.02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변경
 

1단계. 웹 구성 유틸리티 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설정 > 암호를 선택합니다.비밀번호 페이지가
열립니다.
 

 
Username(사용자 이름) 필드에는 admin인 기본 사용자 이름이 표시됩니다.
 
2단계. 이전 비밀번호 필드에 이전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3단계. New Username(새 사용자 이름) 필드에 원하는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현재 사용
자 이름을 유지하려면 이 필드를 비워 둡니다.
 
4단계. Confirm New Username(새 사용자 이름 확인) 필드에 원하는 사용자 이름을 다시 입력
합니다.현재 사용자 이름을 유지하려면 이 필드를 비워 둡니다.
 
5단계. 새 비밀번호 필드에 원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비밀번호에 영숫자 또는 특수 문자
를 사용할 수 있지만 공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6단계. 새 비밀번호 확인 필드에 원하는 새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합니다.
 
7단계. (선택 사항) 비밀번호에 대한 최소 보안 수준을 적용하려면 Minimum Password
Complexity(최소 비밀번호 복잡성) 필드에서 Enable(활성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참고:최소 비밀번호 복잡성은 비밀번호가 8자 이상이고 사용자 이름과 동일하지 않거나 현재
비밀번호와 동일하지 않아야 합니다.또한 4개 범주 중 3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대문자, 소문
자, 숫자 및 특수 문자
 
비밀번호 강도는 복잡성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비밀번호 강도 측정기로 표시됩니다.비밀번호
를 입력하면 색상 막대가 나타납니다.색상은 빨간색이며, 이는 비밀번호가 약하고 허용되지
않음을, 노란색은 비밀번호가 중간 정도이고 허용됨을 나타내고 녹색은 비밀번호가 강함을 의
미합니다.
 
8단계. (선택 사항) 비밀번호 에이징을 활성화하려면 Password Aging Enforcement(비밀번호
에이징 시행) 필드에서 Change the Password after __ Days(___ 일 후 비밀번호 변경)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이 옵션을 선택하면 시간이 만료된 후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시간 절약:비밀번호를 만료하지 않도록 하는 8단계에서 Disable(비활성화)을 선택하면 10단
계로 건너뜁니다.
 
9단계. 비밀번호가 만료되기 전 일수를 Change the password after __ Days(___ 일 후 비밀번
호 변경) 필드에 입력합니다.기본값은 180일입니다.
 
10단계.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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