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하기 전에 

Q. NAT Gateway란 무엇인가요? 

 NAT 는 네트워크 주소 변환(Network Address Translation)의 약자로, 비공인 네트워크에 속한 여러 개의 호스트가 하나의 공인 

IP 주소를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NAT 를 처리해 주는 장치를 NAT Gateway 라고 부릅니다. 

Q.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NAT Gateway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클라우드 플랫폼 내부에 있는 고객의 서버가 인터넷상의 고객의 호스트 혹은 고객과 연관이 있는 공인 IP 주소를 가진 

호스트와 연결할 수 있도록 NAT 서비스를 제공하는 Gateway 입니다. 비공인 IP 주소를 가진 다수의 서버가 하나의 NAT 

Gateway 를 공유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NAT Gateway 를 만들고 서버 그룹별로 각각의 NAT Gateway 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접속 가능한 외부의 공인 IP 주소를 가진 호스트는 고객이 사전에 등록한 것만 가능하므로 내부 서버가 의도하지 않은 외부 

서버에 접속할 수 없도록 강력한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Auto Scaling 서비스와 연결하여 새로 증설되는 서버가 자동으로 NAT Gateway 를 이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Q. NAT Gateway 서비스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NAT Gateway 사용 방법 

NAT Gateway 서비스 사용 절차 

콘솔에 접속한 후에 다음 단계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한 후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콘솔 접속: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콘솔에 접속한 후 Networking 상품 리스트 중에서 NAT Gateway 상품을 클릭합니다. 

 

2. NAT Gateway 생성: NAT Gateway 이름을 정하고, 간단한 메모를 입력합니다. 

 

3. Peer Host 생성: Peer Host란 NAT Gateway를 통해 접속하고자 하는 공인 IP 주소를 가진 외부의 호스트에 대한 별칭입니다. 

이전 단계에서 생성한 NAT Gateway를 선택하고 Peer Host 이름을 입력합니다. Peer IP에는 외부 호스트의 공인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하단 창에 보이는 고객의 서버 리스트에서 이 NAT Gateway를 통해서 Peer IP에 접속하려고 하는 

서버를 선택하고 >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하고, 우측 서버 목록에서 제외하려는 서버를 선택하고 < 버튼을 클릭하여 제외합니다. 

선택이 완료되었으면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4. Peer 향 비공인 IP 주소 확인하기: Peer Host 목록 보기 화면에서 방금 등록한 Peer Host에 대해 자동으로 생성된 Peer 향 

비공인 IP 주소를 확인합니다. 

 

5. 고객 서버에서 Peer로 접속하기: 고객 서버에 로그인하여 Peer 향 비공인 IP 주소로 접속을 요청합니다. NAT Gateway를 통해 

실제 Peer IP 주소로 접속하게 됩니다. 편리한 사용을 위해 /etc/hosts 파일에 'Peer_향_비공인_IP Peer_Host_이름'과 같이 

추가합니다. 이후 Peer_Host_이름으로 Peer IP 주소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NAT Gateway 서버 변경 방법 

1. 설정을 변경하려는 NAT Gateway를 선택한 후 적용 서버 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적용 서버 변경 화면에서 중간의 >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하고, < 버튼을 클릭하여 제외합니다. 하단의 확인 버튼을 누르면 

변경이 완료됩니다. 

 

주의: 적용 서버를 변경한 경우 기존에 통신이 되고 있는 세션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존 세션 종료 이후부터 신규 세션에 대해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NAT Gateway 삭제 방법 

 

1. NAT Gateway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NAT Gateway에 적용된 서버가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Peer Host 목록 보기 

화면에서 해당 NAT Gateway에 속하는 모든 Peer Host 목록을 먼저 삭제합니다. 

2. 이후 NAT Gateway 보기 화면에서 NAT Gateway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주의: Peer Host 목록이 없는 NAT Gateway는 아무런 기능도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때 NAT Gateway를 삭제하지 않으면 NAT 

Gateway 보유 요금이 계속 부과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Auto Scaling 연계 방법 

 

1. Auto Scaling Group 생성 화면에서 NAT Gateway 이용을 선택합니다(Auto Scaling 정보 보기). 

2. 서버 생성 시 자동으로 적용할 NAT Gateway 이름을 선택합니다. 적용을 원하는 Peer Host 목록만 선택합니다. 

주의: Auto Scaling 적용 시 NAT Gateway는 하나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http://docs.ncloud.com/ko/compute/compute-9-1.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