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PN원격 액세스 서비스

라이센스 종류

Free*1 Value Simple Wide Extra

1:1 OK OK OK OK OK

1:n OK OK OK OK OK
1:n:m OK OK OK OK OK
n:n － OK OK OK OK

5 10 30 100 무제한

추가

　접속처 *2
초 년도 - VPN-V VPN-S VPN-W VPN-E
갱신

(1년 갱신)
- VPN-VR VPN-SR VPN-WR VPN-ER

30일간 무료

(유료 라이센스 등록이없는

경우는 30일후에 소멸됩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

라이센스 종류

*1　클라우드 데이터 활용 서비스는 VPN 원격 액세스 서비스의 유료 라이센스를 계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VPN원격 액세스 서비스 /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에 대해

최대 V9 등록수

-

*2  일반적으로 등록한 V9 시리즈 동일제품은 VPN으로 접속한 시점에서, 공통 네트워크로 접속됩니다.

     만약, 등록 할 V9 시리즈를 다른 네트워크로 운영하고 싶은 경우, 필요한 네트워크의 수만큼 접속처의 추가 (서브 도메인)가 필요합니다 (다음 항목 참조).

     추가 접속처의 비용은 신청시에만 발생하며, 갱신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희망

소비자

가격

비고

VPN-A

*1　Free 라이센스는 클라우드 데이터 활용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VPN 원격 액세스 서비스의 유료 라이센스 계약이 필요합니다.

등록 할 경우, 신청 한 후 서비스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당사에서 mail로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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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 원격 액세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메인 등록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도메인 등록은 무료/유료 라이센스가 있고,

각각 신청하신 후, 서비스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당사에서 mail로 연락드립니다.

연결 구성

(아래

그림참조)

Web Machine Interface　

Type

申込プラン *1

Type CDM-5 CDM-10 CDM-5R CDM-10R

500MB 1GB 500MB 1GB

신청  플랜 *1
신규  계약 갱신  계약

데이터 용량



VPN 원격 액세스 서비스 접속 구성

VPN 원격 액세스 서비스 접속처에 대해

*1   도메인은 사용자를 식별하기위한 ID입니다, VPN 원격 액세스 서비스를 이용시에 필요합니다.

서비스 개시까지의 흐름

Download site for the management tool and a license application form:
　FAQs on Web Machine Interface is also available from Hakko's website.

　URL： http://monitouch.fujielectric.com/site/support-e/download-index-01.html

http://www.monitouch.com

Overseas Sales Department
Tel.+81-76-274-2144　Fax. +81-76-274-5136

9036NK1

용도에 따라 다양한 접속구성에 의한 원격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V9

V9

V9

접속처

V9

V9

접속처

V9

V9

추가 접속처

도메인*1

도메인*1

접속처를 추가하지 않는 경우

도메인 등록을하면 접속처가 1개 준비되어, 그 아래에 V9 시리즈가 접

속됩니다. 동일한 접속처에 접속되어있는 V9시리즈는 모두 동일한

네트워크입니다.

접속처를 추가 한 경우

일반 접속처와는 별도로 새롭게 접속처가 추가됩니다. 

접속처가 다른 V9 시리즈는 각각 별도의 네트워크가 됩니다.

（서브 도메인）

1:1 접속 또는 1:n 접속

PC V9

V9

V9

n:n 접속 (유료 라이센스 만)

PC V9

V9

V9

PC

PC

1:n:m 접속

PC V9

V9

V9

V9

V9

감시측의 PC 1대에 V9시리즈 여러 대와 V9시리즈 LAN 

2ch에 접속되어 있는 여러 대의 기기와 접속합니다.

감시측의 여러 대의 PC와 여러 대의 V9시리즈를

접속합니다

감시측의 PC 1대와 V9시리즈 1대를 접속합니다.

V-Power Cloud
(VPN서버)

V-Power Cloud
(VPN서버)

V-Power Cloud
(VPN서버)

신청 (mail)(1)

통지 (mail)

· 승인서 겸 단말기 등록 정보 (2)

(3)

PC

V9

등록 완료

VPN 원격 액세스 서비스

클라우드 데이터 활용 서비스

*VPN 원격 서비스 Free 라이센스의 경우, 관리 도구
V-Connect에 등록하십시오.

홈페이지에서 라이센스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필요 사항을 기입합니다.

・유료 라이센스 신청서
구입처

Hakko

고객님

승인서를 송신합니다. 

회신에 3~4 일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도메인 이름, 계정 ID 

및 당사에서 송신한 암호 관리 툴에 입력하십시오. 

당사에서 송신한 접속처 ID ,노드 ID, 노드 암호를 V9의 로컬 화

·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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