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c O/S IKEv2 연결 메뉴얼
맥 O/S 에서 CoreaVPN IKEv2 서버 연결 순서입니다.

* 10.11 El Capitan 이상 버전만 사용 가능



1. 인증서 다운

1-1. 다운이 완료되면 다운로드 폴더(Downloads folder)에 들어갑니다.


1-2. 사진과 같은 인증서를 더블 클릭합니다.


*. 백신 프로그램(V3, norton 등) 설치했으면 지우십시오.



2. 인증서 추가화면이 나오면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3.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Spotlight (       ) 에 
keychain Access.app을 입력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4. 아래 사진과 같이 CoreaVPN Root CA를 더블 클릭 또는 우클릭 - 정보 가져오기를 
누릅니다.

1. 2.



5.     신뢰를 눌러 2번 사진과 같이 펼친 후, IP 보안(IPsec)에서 항상 신뢰를 선택합니다.

* 항상 신뢰 선택 후, 창을 닫으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입력 후 창을 

닫습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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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면 좌측 상단에서.     애플을 누른 뒤, 시스템 환경설정에 들어갑니다.


시스템 환경설정에서 네트워크 아이콘을 누릅니다

1. 2.



7. 네트워크 화면이 나타나면, 좌측 하단 + 버튼을 누릅니다.

2.



8. 나타난 작은 창에서, 인터페이스를 눌러 리스트 중에 VPN을 선택합니다.

다음, 그 아래 VPN 유형이 나타나면 IKEv2를 선택합니다.

1. 2.

9. 서비스 이름은 원하는 대로 입력합니
다. 이름을 다 쓰고, 생성을 누릅니다.


3.



10. 먼저, 연결 버튼 위의 인증 설정…을 누르고 coreavpn에서 보내준 계정ID와 암호를 
그대로 입력합니다. 입력 후 확인을 누릅니다.



11. 2번 사진에 있는 서버 주소와 원격 ID에는 1번 사진의 서버들을 모두 각각 입력 해보십시오. 

입력후 적용, 연결을 눌러보며 그 중 되는 것을 찾아서 사용하세요. (되는 것 안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2.

* 메뉴 막대에서 VPN 상태 보기는 체크를 해주세요.  
  접근이 더 편리해집니다.



* 상단 바에 나타난 VPN아이콘을 눌러 연결된 시간 보기, 연결하는 동안 상태 보기를 
선택하면, VPN의 연결 상태를 알아보기 더 쉽습니다.



기타 (1)

• 맥 사용자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술 지원이 어렵습니다. 


• 정식 서비스 신청 전에 필히 무료 테스트 계정 신청을 통해 사전 테스트를 먼저 하십시오.


• 맥을 사용할 줄 아신다면 충분히 연결 하실 수 있습니다. 


    (맥  IKEv2 사용자가 상당수 있습니다.)



기타 (2)

Q. IKEv2 서버를 연결했는데도  IP 확인하니 
중국 IP 로 나오는데요? (IP 가 안 변하는데요?)


A. VPN 설정의 “advaced(고급) 설정" 에서 
"Send all traffic over VPN ..." 을 체크하십
시오.

https://whatismyipaddress.com/
https://whatismyipaddress.com/


  코리아브이피엔 (위쳇ID: CoreaVPN)    by  리눅스랩(LinuxLab)   대표 : 배철수

E-mail : vpn@coreavpn.net   Tel : 02)456-4551,   서울 아차산로 320 307호

기타 문의

http://linuxlab.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