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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1.1 SVPN 이란 

SVPN은 사무실 밖에서의 업무처리를 위해 개인PC와 사내망 사이에 가상사설망(VPN)을 

구성하여 인증된 사용자에 한하여 사내망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2 SVPN 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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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신청 및 승인 

2.1 이용신청 전 확인사항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확인 

- SVPN 서비스는 고객님 회사와 삼성 SDS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이 필요합니다. 

- 저희 고객센터(1644-0300)로 전화 주시면 서비스 이용계약 여부와 고객님 회사의 

SVPN 관리자를 알려드립니다. 

 [고객번호]와 [인증번호] 확인 

- 서비스 이용계약이 되어 있다면 고객님 회사의 관리자로부터 [고객번호]와 [인증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 이용신청하기 

※ 고객님 회사 고유의 신청절차가 있으시다면, 신청절차를 따라 신청해주십시오. 

SVPN 사용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STEP 1) SVPN 웹 포탈로 접속하여 ‘고객 지원’을 클릭하십시오. 

 

STEP 2) 신규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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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고객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4)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신 후,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고객번호와 인증번호 

고객번호와 인증번호는 사용계약 후 고객님의 회사에 주어지는 고유번호입니다. 

SVPN 서비스에 가입하실 때, 먼저 고객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고객님의 회

사를 인증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고객번호와 인증번호는 다음의 예와 같습니다. 

고객번호 : DXXXXXXXXX(10자리) 혹은 DXXXXXXXXXXXX(13자리) 

인증번호 : AXXXXXX(7자리) 혹은 AXXXXXXX(8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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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필수 입력 항목을 작성하신 후 등록을 눌러주십시오.  

필수입력항목 : ID, PW, 본인확인질문/답변, 부서명, 이름, 회사전화, 휴대폰, Knox 포탈 

E-Mail, 개인 E-Mail  

 

※ 회사전화, 휴대폰 그리고 외부 보조 이메일 입력은 선택 옵션 

STEP 6) 신청이 완료되면 고객님 회사 관리자의 승인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

다. 관리자가 승인을 하면 이용 신청 시 등록하셨던 E-mail로 사용방법 안내를 보내

드립니다.  

 

STEP 7) 관리자 승인 후 접속하여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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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용신청 승인확인 

고객님의 회사의 관리자가 이용신청 승인을 하면 확인 메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 승인 절차는 고객님 회사의 SVPN 관리자의 확인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다소 시

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신청하신 다음날 오후까지 승인 메일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고객님 회사의 

SVPN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저희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고객상담전화 : [국내] 1644-0300 [해외]+82-70-7010-3000 

 

3. 사용자 이용 안내 

3.1  SVPN 사용을 위한 PC 설정 

STEP 1) 인터넷브라우저 

- 인터넷 익스플로러 →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탭 

1) 인터넷 → 보안수준 : 보통 및 보호모드 사용체크 해제 

2)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 보안수준 : 최소 및 보호모드 사용체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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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사용자 계정 컨트롤(Windows 7, 8, 10) 

- 제어판 → 사용자계정 → 사용자 계정 컨트롤 설정 변경 → 알리지 않음 

 

 

3.2  SVPN 프로그램 설치 

STEP 1) SVPN 웹사이트로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STEP 2) 로그인 후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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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PC 지정 

 개인 별로 지정된 하나의 PC에서만 SVPN 접속이 허용됩니다. 

 SVPN 접속 시, 서버에 등록된 해당 지정 PC의 MAC 주소가 일치하면 인증이 성

공됩니다. 

▶ 지정 방법 

 최초 접속 시, 아래와 같은 확인과정을 통해 PC 정보가 자동 등록됩니다. 

한 번만 수행되며, 최초 1회 등록 이후에는 재등록 하지 않아도 됩니다. 

 

 

3.4 SVPN 로그인 

STEP 1) SVPN 로그인 창에서 ID / PW 입력 후 로그인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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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로그인 후, 사용지역을 선택하고 접속하기를 클릭합니다. 

 

STEP 3) E-Mail, SMS, Knox Messenger 중 2차 인증코드를 수신할 방법을 선택합니다. 

※ 국내 : SMS/E-Mail/Knox Messenger 지원 해외 : E-Mail/Knox Messenger 지원 

 

STEP 4) 수신한 인증코드를 입력하여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5) 사내망 연결이 완료되면 ‘Knox Portal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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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 정보 확인 

고객님의 관리자 정보, 남은 사용기간 확인 및 서비스 연장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4.1 서비스 상태 

STEP 1) 서비스 정보 > 서비스 상태 로 이동합니다. 

 

STEP 2) 고객님의 관리자 정보 및 만료일, 접속 내역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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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장 신청 

※ 고객님 회사 고유의 신청절차가 있으시다면, 신청절차를 따라 신청해주십시오.  

 STEP 1) 서비스 정보 > 연장 신청 으로 이동합니다. 

 

 STEP 2) 사용 기간을 설정하여 연장 신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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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 

고객님의 개인 정보와 비밀번호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5.1 개인정보 변경 

 STEP 1) 개인정보 > 개인정보 변경 으로 이동합니다. 

 

 STEP 2) 인증코드를 수신할 수단을 선택하시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 국내 : SMS/E-Mail/Knox Messenger 지원 해외 : E-Mail/Knox Messenger 지원 

 

 STEP 3) 수신하신 인증코드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SVPN 5.0 SSL 사용자 가이드 

 

14 

 

STEP 4) 개인정보를 변경하신 후 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5.2 비밀번호 변경 

 STEP 1) 개인정보 > 비밀번호 메뉴로 이동합니다. 

 

  

STEP 2) 비밀번호 변경 정책을 확인하신 후 정책에 맞는 새로운 비밀번호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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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안기능 초기화 및 예외처리 절차 

6.1 승인이 필요한 경우 

1) PC 지정 초기화 

 PC 지정을 기존 PC가 아닌 다른 PC로 변경하고자 할 때 초기화가 필요합니다. 

2) PC 지정 예외처리 

 여러 대의 PC로 SVPN 접속 혹은 PC 지정 문제 발생(기능오류) 시 예외 처리합

니다. 

6.2 승인절차 

STEP 1) SVPN 웹사이트로 접속합니다. 

STEP 2) 로그인 후 고객 지원 > 공지사항 메뉴로 이동합니다. 

STEP 3) 공지사항에서 ‘보안기능 초기화/예외처리 안내’를 클릭합니다. 

STEP 4) 게시 글 본문의 링크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습니다. 

STEP 5) 결재 양식에 신청 정보 및 사유를 기입합니다. 

STEP 6) 기입한 결재 양식을 메모 결재로 상신합니다. 

부서장 결재 > 보안부서 합의 > SVPN 관리자 통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 SVPN 관리자 정보는 서비스 정보 > 서비스 상태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STEP 7) 결재 완료 후, 고객님의 SVPN 관리자가 처리하게 됩니다. 

 

 

 

 

 

 

[FAQ] 

※ 접속 불가 시 PC 설정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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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Proxy 해제  

       1) 인터넷 옵션 → '연결' 탭 → 'LAN 설정' 클릭 

       2) '프록시 서버' 및 '자동 구성 스크립트 사용(S)' 체크 해제 

 

    나) TLS 기능 사용 

       1) 인터넷 옵션 → '고급' 탭 → '보안'의 TLS 1.0 / 1.1 / 1.2 사용 체크 

 

    다)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추가 

       1) 인터넷 옵션 → '보안' 탭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선택 → '사이트' 클릭 

       2) '영역에 웹 사이트 추가(D)' 항목에 '*.samsungvpn.com' 입력 후 '추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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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서비스 기능 설정 

       1) '시작' → '실행' 혹은 '프로그램 및 파일 검색' 란에 services.msc 입력 후 실행 

 

       2) Telephony 우클릭 후 '속성' 클릭 

 

      

3) '일반' 탭 → '시작 유형(E)' → '자동'으로 변경 후 적용 및 확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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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서비스 다시 시작 및 연관된 서비스 재시작  

          ※ 연관서비스 : Remote Access Auto Connection Manager 

                          Remote Access Connection Manager 

 

       5) 위의 연관 서비스 역시 동일하게 '자동'으로 설정 및 다시 시작 진행 

 

 

     

마) Telnet 사용 및 443 포트 오픈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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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어판 → 프로그램 제거 → 'Windows 기능 사용/사용 안 함' 클릭 

 

       2) '텔넷 서버' , '텔넷 클라이언트' 체크 

 

       3) '시작' → cmd 실행 → telnet ssl2.samsungvpn.com 443 실행 

          ※ 사용자 접속지역 別 443 포트 오픈 확인 주소 

             - 국내 : ssl2.samsungvpn.com, pssl2.samsungvpn.com 

             - 구주 : eussl2.samsungvpn.com, eupssl2.samsungvpn.com 

             - 미주 : usssl2.samsungvpn.com, uspssl2.samsungvpn.com 

             - 동남아 : asssl2.samsungvpn.com, aspssl2.samsungvpn.com 

             - 중국 : cnssl2.samsungvpn.com, cnpssl2.samsungvpn.com 

             - 서남아 : inssl2.samsungvpn.com 

          ※ 443 포트 오픈되어 있을 시, 실행 결과 검정화면에 커서만 깜빡거림. 

 

    바) Windows 방화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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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어판 → 시스템 및 보안 → Windows 방화벽 →  

'Windows 방화벽 설정 또는 해제' 클릭 

       2) 모두 'Windows 방화벽 사용 안 함(권장하지 않음)' 체크 및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