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A122에서 웹 액세스 관리 구성 
목표
 

웹 액세스 관리 페이지 설정을 사용하면 인터넷을 통해 SPA122의 웹 구성 유틸리티에 원격으
로 액세스하는 기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이 컨피그레이션은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다
양한 옵션을 가질 수 있는 웹 및 원격 액세스 유틸리티를 제공합니다.웹 액세스 관리는 웹 리
소스를 허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액세스를 제어합니다.
 
이 문서의 목적은 SPA122에서 웹 액세스 관리를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적용 가능한 장치
 

·SPA122
  

소프트웨어 버전
 

·1.3.2(014)
  

웹 액세스 관리 구성
 

1단계. Phone Adapter Configuration Utility에 로그인하고 Administration(관리) >
Management(관리) > Web Access Management(웹 액세스 관리)를 선택합니다.웹 액세스 관
리 페이지가 열립니다.
 

 
2단계. 관리 액세스에 대한 웹 액세스 관리를 활성화하려면 Enabled(활성화됨)를 클릭하고 



Admin Access에 대한 웹 액세스 관리를 비활성화하려면 Disabled(비활성화됨)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관리자가 SPA122의 LAN 포트에 연결할 때 Phone Adapter Configuration
Utility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경고:관리자 액세스 및 원격 관리가 비활성화된 경우, 관리자가 웹 구성 유틸리티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단, 디바이스가 공장 재설정되어야 합니다.
 
3단계. Web Utility Access(웹 유틸리티 액세스) 필드에서 Phone Adapter Configuration
Utility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할 방법을 선택합니다.
 

·HTTP —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는 서버 및 호스트가 설정하는 연결을 사용하
여 정보에 액세스하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배포하는 데 사용됩니다.
 
·HTTPS — HTTPS(HyperText Transfer Protocol Secure)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에 액세스하
고 정보를 배포하는 데 사용되지만 보안 계층의 이점이 있습니다.
 

4단계. 원격 액세스를 활성화하려면 Enabled(활성화됨)를 클릭하고 원격 액세스를 비활성화
하려면 Disabled(비활성화됨)를 클릭합니다.Disabled(비활성화됨)를 선택한 경우 9단계로 건
너뜁니다.원격 액세스를 사용하면 SPA122의 WAN 쪽에 있는 디바이스에서 Phone Adapter
Configuration Utility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참고:아직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보안 목적으로 인해 원격 액세스를 활성화하려면
관리자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밀번호가 기본값으로 설정됩니다.비밀번호를
변경하려면 SPA100 Series Phone Adapter의 사용자 계정 설정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5단계. HTTP(표준 프로토콜)를 클릭하거나 보안 프로토콜을 위해 HTTPS를 클릭하여 Phone
Adapter Configuration Utility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기본값은 HTTP입
니다.
 
6단계. Enabled(활성화됨)를 클릭하여 원격 업그레이드를 활성화하거나 Disabled(비활성화됨
)를 클릭하여 원격 업그레이드를 비활성화합니다.원격 업그레이드를 사용하면 SPA122의
WAN 쪽에 있는 디바이스에서 아날로그 전화 어댑터에서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허용됩니다.
LAN에서 SPA122에 연결된 경우에만 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7단계. Any IP Address 라디오 버튼을 클릭하여 원격 IP 주소가 SPA122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일 IP 주소 또는 주소 범위만 SPA122에 원격으로 액세스하도록 하려면 Any IP
Address 라디오 버튼 바로 아래에 있는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필드에 IP 주소 또는
범위를 입력합니다.
 
8단계. Remote Management Port(원격 관리 포트) 필드에 원격 관리에 필요한 포트 번호를 입
력합니다.웹 브라우저에 WAN IP 주소를 입력할 때 포트 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SPA122에 WAN IP 주소가 203.0.113.50이고 원격 관리 포트가 80인 경우 다음을 입력합니다
.웹 브라우저에 http://203.0.113.40:80을 입력합니다.
 
9단계. Submit(제출)을 클릭하여 컨피그레이션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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