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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에서는 RV340 시리즈 라우터에서 지원하는 AnyConnect 기능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한 라이센스 요구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이 문서는 펌웨어 버전 1.0.3.15의 라이센스 변경
사항에 대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RV340 시리즈
  

소개
 

RV340 시리즈 라우터의 도입으로 Small Business 플랫폼인 AnyConnect 연결성에 새로운 기
능이 추가되었습니다.이미 AnyConnect를 사용하고 있고 원격 사이트의 에지 디바이스로
RV340 시리즈 라우터를 구현하려는 기업의 경우 이 기능을 사용하면 엔터프라이즈 장비와
함께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소프트웨어 스택을 사용하여 VPN 터널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싱 구조 - 펌웨어 버전 1.0.3.15 이상
 

앞으로 AnyConnect는 클라이언트 라이센스에만 요금이 부과됩니다.
  

라이센싱 구조 - 펌웨어 버전 1.0.2.16 이하
 

펌웨어를 아직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 지금 업데이트하십시오.RV34X 시리즈의 다운로드 페
이지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전 버전의 서버 라이센스를
더 이상 구매할 수 없습니다.
  

어떤 라이센스가 필요합니까?
 

AnyConnect 클라이언트 라이센스 - AnyConnect 데스크톱 클라이언트 및 사용 가능한
AnyConnect 모바일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V340 시리즈 라우터에는 기본적으로 2개의 AnyConnect 서버 라이센스가 함께 제공됩니다.
즉, AnyConnect 클라이언트 라이센스가 있는 고객은 RV340 시리즈 라우터와 동시에 2개의
VPN 터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AnyConnect 클라이언트 라이센스가 없는 경우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합니다.여기에 있는
Cisco AnyConnect 주문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데모 AnyConnect 클라이언트 라이센스는 이
문서 작성 당시 Small Business 라우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yConnect 서버 라이센스는 Cisco Smart Licensing을 활용하며, 이를 위해서는 Smart
Licensing 어카운트를 생성해야 합니다.이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 시 다음 제품 SKU를 사용하여 25개의 번들로 구성된 추가 라이센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
다. Cisco AnyConnect 주문 가이드에 설명된 대로 AnyConnect 클라이언트 라이센스에 대한
다른 옵션이 있지만, 전체 기능을 사용하려면 제품 ID가 최소 요구 사항이어야 합니다.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6287791/type/282465789/release/1.0.03.15?i=!pp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6287791/type/282465789/release/1.0.03.15?i=!pp
/content/dam/en/us/products/collateral/security/anyconnect-og.pdf
https://supportforums.cisco.com/document/13277756/cisco-smart-software-licensing-frequently-asked-questions-fa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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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나열된 AnyConnect 클라이언트 라이센스 제품 SKU는 1년의 라이센스를 제공하며 최소
25개의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합니다.RV340 시리즈 라우터에 적용되는 기타 제품 SKU는 다
음과 같이 다양한 서브스크립션 레벨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LS-AC-PLS-1Y-S1 — 1년 Cisco AnyConnect Plus 클라이언트 라이센스
LS-AC-PLS-3Y-S1 — 3년 Cisco AnyConnect Plus 클라이언트 라이센스
LS-AC-PLS-5Y-S1 — 5년 Cisco AnyConnect Plus 클라이언트 라이센스
LS-AC-PLS-P-25-S — 25팩 Cisco AnyConnect Plus 영구 클라이언트 라이센스
LS-AC-PLS-P-50-S — 50팩 Cisco AnyConnect Plus 영구 클라이언트 라이센스
 

AnyConnect의 기타 관련 링크: 
 

Cisco AnyConnect에 대해 알아보기
 
Cisco AnyConnect Secure Mobility Client Module, 최소 릴리스 요구 사항, 라이센스 요구 사항
및 지원되는 운영 체제
 

/content/en/us/support/docs/smb/routers/cisco-rv-series-small-business-routers/smb5284-get-to-know-the-cisco-anyconnect-secure-mobility-client.html
/content/en/us/support/docs/smb/routers/cisco-rv-series-small-business-routers/smb5535-anyconnect-licensing-for-the-rv340-series-routers.html
/content/en/us/support/docs/smb/routers/cisco-rv-series-small-business-routers/smb5535-anyconnect-licensing-for-the-rv340-series-router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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