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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WebVPN 로그인 및 포털 페이지에 나타나는 제목을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ASA는 웹 기반 사용자 지정 편집기로 수정할 수 있는 사용자 지정을 사용하여 WebVPN 포털의 모
양과 느낌을 거의 모든 것을 변경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이 컨피그레이션은 소프트웨어 버
전 8.0(2)을 실행하는 ASA에서 ASDM 6.0(2)을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CLI를 사용하여 ASA 버전 7.2에서 WebVPN 페이지를 사용자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ustomizing WebVPN Pages를 참조하십시오.

CLI를 사용하여 ASA 버전 8.0에서 클라이언트리스 SSL VPN(WebVPN) 페이지를 사용자 정의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클라이언트리스 SSL VPN 페이지 사용자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사전 요구 사항

이 문서는 ASA에서 WebVPN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문서 집합의 일부입니다.

WebVPN 제목 변경

이 섹션에서는 WebVPN 로그인 및 포털 페이지에 나타나는 제목을 변경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변경

새 제목을 업로드 및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Configuration(구성) > Remote Access VPN(원격 액세스 VPN) > Clientless SSL VPN
Access(클라이언트리스 SSL VPN 액세스) > Portal(포털) > Customization(사용자 지정)으로
이동합니다.

1.

편집할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거나 새 사용자 지정을 만듭니다.참고: 기본 사용자 지정을 크게
변경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2.

//www.cisco.com/en/US/docs/security/asa/asa72/configuration/guide/webvpn.html#wp1031827
//www.cisco.com/en/US/docs/security/asa/asa80/configuration/guide/webvpn.html#wp1166489


브라우저 창의 제목을 변경하려면 Logon Page(로그온 페이지) > Browser Window(브라우저
창)(기본 보기)의 Title(제목) 필드의 텍스트를 바꿉니다
.

3.

로그인하기 전에 페이지 자체에 나타나는 제목을 변경하려면 제목 패널 > 로그온 페이지로 이
동하여 텍스트 필드의 텍스트를 바꿉니다
.

4.

로그인 후 브라우저 창의 제목을 변경하려면 Portal(포털) > Browser Window(브라우저 창)로
이동하고 Browser Window(브라우저 창) 필드에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

5.



로그인 후 페이지 자체에 표시되는 제목을 변경하려면 Portal(포털) > Title Panel(제목 패널)로
이동하여 Text(텍스트) 필드의 텍스트를 바꿉니다
.

6.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서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7.

사용자 지정 적용

로그인 및 포털 페이지에 새 제목이 나타나도록 구성한 사용자 지정이 올바른 연결 프로파일(터널
그룹)에 적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사용자가 Group-URL을 사용하여 ASA에 연결하지 않는 경
우 로그인하기 전에 새 제목이 표시되도록 사용자 지정을 DefaultWEBVPNGroup에 적용해야 합니
다.이 표는 지정된 컨피그레이션에 사용자 지정을 적용해야 하는 위치를 보여줍니다.표 이후의 단
계는 연결 프로파일(터널 그룹)에서 사용자 지정을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연결 프로파일(터널 그룹)에서 사용자 지정을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Configuration(구성) > Remote Access VPN(원격 액세스 VPN) > Clientless SSL VPN
Access(클라이언트리스 SSL VPN 액세스) > Connection Profiles(연결 프로파일)로 이동합니
다.

1.

DefaultWEBVPNGroup(또는 원하는 그룹)을 선택하고 Edit(편집)를 클릭합니다.2.
왼쪽 창에서 Advanced(고급) > Clientless SSL VPN(클라이언트리스 SSL VPN)을 선택합니다
.

3.

사용자 지정이 포털 페이지 사용자 지정으로 선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4.

다음을 확인합니다.



   

ASA의 WebVPN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여 제목이 변경되었고 사용자 지정이 제대로 적용되었는
지 확인합니다.

문제 해결

새 제목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용자 지정이 올바른 연결 프로파일(터널 그룹)에 적용되었는지 확인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지정 적용을 참조하십시오.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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