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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AnyConnect Secure Mobility Client 지원되
는 운영 체제 및 요구 사항 
목표
 
이 문서의 목적은 Cisco AnyConnect Secure Mobility Client의 지원되는 운영 체제(Windows, Linux,
Mac)와 그 요구 사항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Cisco AnyConnect VPN Client라고도 하는 Cisco AnyConnect Secure Mobility Client는 다양한 운
영 체제 및 하드웨어 구성에서 작동하는 VPN(Virtual Private Network)에 연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입니다.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다른 네트워크의 원격 리소스에 사용
자가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된 것처럼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Cisco AnyConnect Secure
Mobility Client는 컴퓨터 기반 또는 스마트 폰 플랫폼에서 모바일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제공하여 엔드 유저를 위해 더욱 원활하고 항상 보호되는 환경을 제공하고 IT 관리자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 시행을 제공합니다.
 
RV340 시리즈 라우터의 AnyConnect 라이센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소프트웨어 버전
 

AnyConnect Secure Mobility Client 4.4 |(최신 다운로드)
  

AnyConnect 지원 운영 체제 및 요구 사항
 
Microsoft Windows용 AnyConnect 지원
 
Windows 운영 체제
 

Windows 7 특별 팩(SP) 1
Windows 8
Windows 8.1
Windows 10 x86(32비트) 및 x64(64비트)
 

Windows 요구 사항
 

펜티엄 클래스 프로세서 이상
100MB의 하드 디스크 공간
Microsoft Installer 버전 3.1
이전 Windows 릴리스에서 Windows 8.1로 업그레이드하려면 AnyConnect를 제거한 후
Windows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후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Windows XP에서 이후 Windows 릴리스로 업그레이드하려면 업그레이드 중에 Cisco
AnyConnect 가상 어댑터가 보존되지 않으므로 새로 설치해야 합니다.AnyConnect를 수동으로
제거하고 Windows를 업그레이드한 다음 수동으로 또는 WebLaunch를 통해 AnyConnect를 다
시 설치합니다.
AnyConnect with WebLaunch를 시작하려면 32비트 버전의 Firefox 3.0+를 사용하고 ActiveX를
활성화하거나 Sun JRE 1.4+를 설치해야 합니다.
Windows 8 또는 8.1을 사용하는 경우 ASDM 버전 7.02 이상이 필요합니다.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mb/routers/cisco-rv-series-small-business-routers/smb5535-anyconnect-licensing-for-the-rv340-series-routers.html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300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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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용 AnyConnect 지원
 
Linux 운영 체제
 

Linux Red Hat 6
Linux Red Hat 7
Ubuntu 12.04 장기 지원(LTS)
Ubuntu 14.04(LTS)
Ubuntu 16.04(LTS)(64비트 전용)
 

x86 명령 집합
64비트 프로세서
32MB RAM(Random Access Memory)
20MB의 하드 디스크 공간
설치하려면 수퍼유저 권한이 필요합니다.
libstdc++ 사용자는 libstdc++.so.6(GLIBCXX_3.4) 이상 버전 4 이하여야 합니다.
Java 5(1.5) 이상웹 설치에 사용되는 유일한 버전은 Sun Java입니다.Sun Java를 설치하고 기
본 패키지 대신 사용하도록 브라우저를 구성해야 합니다.
zlib — SSL deflate 압축을 지원합니다.
xterm — ASA 클라이언트리스 포털에서 Weblaunch를 통해 AnyConnect를 처음 구축하는 경
우에만 필요합니다.
gtk 2.0.0
gdk 2.0.0
libango 1.0
iptables 1.2.7 이상
tun 모듈이 커널 2.4.21 또는 2.6에 제공됨
  

Mac OS X(Catalina)에 대한 AnyConnect(버전 4.8 이상) 지원
 
Mac OS X 운영 체제
 

Mac OS X 10.15(Apple의 세부사항) | AnyConnect 4.8 릴리스 정보)
  

Mac OS X에 대한 AnyConnect(버전 4.7 이하) 지원
 
Mac OS X 운영 체제
 

Mac OS X 10.10
Mac OS X 10.11
Mac OS X 10.12
Mac OS X 10.13
 

AnyConnect에는 50MB의 하드 디스크 공간이 필요합니다.
Mac OS X에서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AnyConnect의 최소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1024 x 640픽
셀입니다.
 

Linux 요구 사항

Mac OS X 요구 사항

https://support.apple.com/en-us/HT208436
/content/en/us/td/docs/security/vpn_client/anyconnect/anyconnect48/release/notes/b_Release_Notes_AnyConnect_4_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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