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R-868L VPN 연동을 통한 외부 SMB(Samba) 사용하기

1. http://192.168.0.1 에 접속 후 펌웨어 로그인

2. 상단메뉴 ①'고급' -> 왼쪽 ②'VPN 서버' 선택

③VPN (PPTP): 사용함 (체크)

④MPPE 보안: 사용 안함 (체크)

⑤VPN 계정 (ID) : (원하는 계정 이름)

⑥VPN 비밀번호 (PW) : (원하는 비밀번호)

⑦지정할 IP 주소 : 192.168.0.(원하는 IP 뒷자리 2~253)

⑧'추가' 버튼 클릭

⑨'설정저장' 버튼 클릭



3. ①VPN 리스트에 추가 목록 확인



4. 상단메뉴 ①'관리' -> 왼쪽 ②'관리자 설정' 선택

③비밀번호 (관리자 비밀번호 입력)

④비밀번호 확인 (관리자 비밀번호 재입력)

⑤'설정저장' 버튼 클릭



5. 상단메뉴 ①'설정' -> 왼쪽 ②'USB 서버 설정' 선택

③ 연결된 장치 확인



6. 상단메뉴 ①'상태' -> 왼쪽 ②'시스템 상태요약' 선택

③ IP 주소 확인 (외부 공인 IP xxx.xxx.xxx.xxx)



7. 인터넷 익스플로어에서 인터넷 옵션을 열고,

① '연결' 클릭

② 'VPN 추가(P)...' 클릭



8. VPN 연결 만들기에서,

① '인터넷 주소(I)'에 6번 단계에서 확인한 공인 IP 주소 입력

② '대상 이름(E)'에 원하는 이름 입력

③ '다음' 버튼 클릭



9. 다음 단계에서,

① '사용자 이름(U)'에 2번 단계에서 만든 VPN 계정 이름 입력

② '암호(P)'에 2번 단계에서 만든 VPN 계정 비밀번호 입력

10. 다음 단계에서,

자동으로 설정을 구성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11. 다음 단계에서, 아래와 같은 연결 실패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

① '연결 설정(S)' 메뉴를 클릭

12. 인터넷 옵션 창이 열리면

① 전화(광대역) 연결 및 VPN(가상 사설망) 설정 박스에서 새로 생성한 VPN 이름 선택

② '설정(S)' 버튼 클릭



13. VPN 설정 메뉴에서,

① '속성(O)' 버튼 클릭

14. 인터넷 옵션 창이 열리면

① '보안' 탭으로 이동

② VPN 종류 박스에서 'PPTP(지점 간 터널링 프로토콜) 선택

③ 데이터 암호화 박스에서 '암호화 사용 안 함(서버가 암호화를 요구하면 연결 끊기) 선택

④ '확인' 버튼 클릭



15. 윈도우 오른쪽 하단 시스템 트레이 아이콘 중에,

① '네트워크' 아이콘 클릭

② 전화 접속 및 VPN에 등록한 VPN 이름 클릭

③ '연결' 버튼 클릭

16. VPN 연결 창이 나오면,

① '사용자 이름(U)'에 VPN 계정 이름 입력

② '암호(P)'에 VPN 계정 비밀번호 입력

③ '연결(C)' 버튼 클릭



17. VPN 상태 확인

① IPv4 연결에 '인터넷'으로 표기되는지 확인

② '닫기(C)' 버튼 클릭

18. SMB (Samba) 외부에서 접속하기

① 윈도우 왼쪽 시작 버튼 클릭

② 실행 입력 창에 '\\192.168.0.1' 입력 후 엔터 키 누름.



19. Windows 보안 창이 나오면,

① '다른 계정 사용' 메뉴 클릭

20. 사용자 명과 비밀번호 입력 창이 나오면,

① DIR-868L 관리자 이름 입력 (admin)

② 4번 단계에서 설정한 DIR-868L 펌웨어 접속 비밀번호 입력 (6자리 이상)

③ '확인' 버튼 클릭



21. 아래와 같이 연결이 되면

설정이 제대로 완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