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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이 문서에서는 Mac 컴퓨터에 Cisco AnyConnect Secure Mobility Client 버전 4.8을 다운
로드하여 설치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이 문서는 엔터프라이즈 제품이 아닌 RV34x 시
리즈 라우터를 포함하는 Cisco Business 제품에만 적용됩니다.

소개

AnyConnect  Secure  Mobility  Client는  모듈형  엔드포인트  소프트웨어  제품입니다
.SSL(Secure Sockets Layer) 및 IPsec(Internet Protocol Security) IKEv2(Internet Key
Exchange version2)를 통해 VPN(Virtual Private Network) 액세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장 모듈을 통해 향상된 보안을 제공합니다.VPN을 사용하는 이유VPN 연결을
통해 사용자는 인터넷과 같은 공용 또는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사설 네트워크에 액세스
하고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수 있지만 사설 네트워크와 해당 리소스를 보호하기 위해 기
본 네트워크 인프라에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Windows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여기를 클릭하여 Windows에 AnyConnect를 설치하
는 방법에 대한 문서를 확인하십시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 소프트웨어 버전

RV340 - 1.0.03.17 (최신 다운로드)●

RV340W - 1.0.03.17 (최신 다운로드)●

RV345 - 1.0.03.17 (최신 다운로드)●

RV345P - 1.0.03.17 (최신 다운로드)●

AnyConnect 및 Mac 소프트웨어 버전

AnyConnect(이 문서에서는 AnyConnect 버전 4.8을 사용합니다. | 다운로드할 링크)●

Mac OS Catalyst(10.15)는 AnyConnect 4.8 이상과 호환됩니다.●

참고:이전 버전의 AnyConnect(AnyConnect 4.8 릴리스 노트)에서 Mac OS Catalyst를 사
용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 Apple의 세부 정보)

●

Mac OS Mojave(10.14)는 AnyConnect 4.7.04056 이하과 호환됩니다.●

Cisco AnyConnect Secure Mobility Client의 지원되는 운영 체제(Windows, Linux, Mac)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AnyConnect Secure Mobility  Client  Supported Operating
Systems and Requirements(Cisco AnyConnect Secure Mobility Client 지원 운영 체제 및
요구 사항)에 대한 문서를 참조하십시오.최신 정보를 보려면 관련 버전 릴리즈 노트를 확
인할 수도 있습니다.

●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mb/routers/cisco-rv-series-small-business-routers/smb5686-install-cisco-anyconnect-secure-mobility-client-on-a-windows.html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mb/routers/cisco-rv-series-small-business-routers/smb5686-install-cisco-anyconnect-secure-mobility-client-on-a-windows.html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mb/routers/cisco-rv-series-small-business-routers/smb5686-install-cisco-anyconnect-secure-mobility-client-on-a-windows.html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2413304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2413304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2413304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2413304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3000185
/content/en/us/td/docs/security/vpn_client/anyconnect/anyconnect48/release/notes/b_Release_Notes_AnyConnect_4_8.html
https://support.apple.com/en-us/HT208436
https://support.apple.com/en-us/HT208436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mb/routers/cisco-rv-series-small-business-routers/smb5457-cisco-anyconnect-secure-mobility-client-supported-operating.html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mb/routers/cisco-rv-series-small-business-routers/smb5457-cisco-anyconnect-secure-mobility-client-supported-operating.html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mb/routers/cisco-rv-series-small-business-routers/smb5457-cisco-anyconnect-secure-mobility-client-supported-operating.html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mb/routers/cisco-rv-series-small-business-routers/smb5457-cisco-anyconnect-secure-mobility-client-supported-operating.html
/content/en/us/support/security/anyconnect-secure-mobility-client/products-release-notes-list.html


AnyConnect Secure Mobility Client 설치

AnyConnect 클라이언트 라이센스를 사용하면 AnyConnect 데스크톱 클라이언트 및 사
용 가능한 AnyConnect 모바일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싱 구조 - 펌웨어 버전 1.0.3.15 이상

2019년 3월부터 RV340 시리즈 라우터 버전 1.0.3.15 이상을 사용하면 더 이상 서버 라
이센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이제 Cisco AnyConnect Secure Mobility Client를 다운로드
하고 사용하려면 클라이언트 라이센스만 필요합니다.클라이언트 라이센스는 VPN 기능
을 지원하며 CDW와 같은 파트너로부터 또는 회사의 장치 구매를 통해 25개 팩으로 판
매됩니다.

RV340 Series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라이센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L-AC-PLS-LIC= 수량=25 기간=12●

라이센싱 구조 - 펌웨어 버전 1.0.2.16 이하

펌웨어를  아직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  지금  업데이트하십시오.지체하지  마십시오
.RV34X 시리즈의 다운로드 페이지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AnyConnect 라이센싱 업데이트에 대한 추가 정보 및 커뮤니티 논의를 보려면 여기를 클
릭하십시오.

AnyConnect 라이센싱 FAQ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1단계

여기서 AnyConnect를 다운로드합니다.

MAC 운영 체제용 AnyConnect 사전 구축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https://software.cisco.com/download/home/286287791/type/282465789/release/1.0.03.15?i=!pp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ecurity/anyconnect-secure-mobility-client/200191-AnyConnect-Licensing-Frequently-Asked-Qu.html
/content/en/us/support/security/anyconnect-secure-mobility-client-v4-x/model.html#~tab-downloads
/content/en/us/support/security/anyconnect-secure-mobility-client-v4-x/model.html#~tab-downloads
/content/en/us/support/security/anyconnect-secure-mobility-client-v4-x/model.html#~tab-downloads


2단계

설치 프로그램을 두 번 클릭합니다.

3단계

Continue(계속)를 클릭합니다.



4단계

Supplemental End User License Agreement(추가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로 이동한
다음 Continue(계속)를 클릭합니다.

5단계

Agree(동의)를 클릭합니다.



6단계

해당 확인란을 선택하거나 선택 취소하여 설치할 구성 요소를 선택합니다.모든 구성 요
소는 기본적으로 설치됩니다.

이  화면에서  선택한  항목이  AnyConnect에  옵션으로  표시됩니다.최종  사용자를  위해
AnyConnect를 구축하는 경우 옵션 선택을 취소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7단계

Continue(계속)를 클릭합니다.



8단계

Install(설치)을 클릭합니다.

9단계

(선택 사항) Password 필드에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10단계

Install Software를 클릭합니다.

11단계

닫기를 클릭합니다.



이제 Mac 컴퓨터에 AnyConnect Secure Mobility Client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습니다.

AnyConnect 앱

모바일 장치에서 AnyConnect를 사용해 보기 위해 Google Play 스토어 또는 Apple 스토
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ndroid 앱 다운로드 iOS 앱 다운로드
추가 리소스

기본 문제 해결 관리자 안내서 릴리스 4.8 릴리스 정보 - 4.8 AnyConnect 라이센싱 - RV340 Cisco
Business VPN 개요 및 모범 사례

이 문서와 관련된 비디오 보기...

여기를 클릭하여 Cisco의 다른 기술 대화를 확인하십시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cisco.anyconnect.vpn.android.avf&hl=en_US
https://apps.apple.com/us/app/cisco-anyconnect/id1135064690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mb/routers/cisco-rv-series-small-business-routers/smb5453-basic-troubleshooting-on-cisco-anyconnect-secure-mobility-cl.html
/content/en/us/td/docs/security/vpn_client/anyconnect/anyconnect48/administration/guide/b_AnyConnect_Administrator_Guide_4-8.html
/content/en/us/td/docs/security/vpn_client/anyconnect/anyconnect48/administration/guide/b_AnyConnect_Administrator_Guide_4-8.html
/content/en/us/td/docs/security/vpn_client/anyconnect/anyconnect48/release/notes/b_Release_Notes_AnyConnect_4_8.html
/content/en/us/td/docs/security/vpn_client/anyconnect/anyconnect48/release/notes/b_Release_Notes_AnyConnect_4_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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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isco.com/c/ko_kr/support/docs/smb/routers/cisco-rv-series-small-business-routers/1399-tz-best-practices-vpn.html
https://www.cisco.com/c/ko_kr/support/docs/smb/routers/cisco-rv-series-small-business-routers/1399-tz-best-practices-vp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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