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AP321 액세스 포인트의 종속 포털 전역 구성 
목표
 

종속 포털을 사용하면 WAP 네트워크에 연결된 클라이언트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클라이언트
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기 전에 인증을 위해 특수 웹 페이지를 봅니
다.Captive Portal 확인은 게스트 및 인증된 사용자를 위한 것이며, 이를 인증 디바이스로 전환
하여 웹 브라우저를 사용합니다.인증된 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는 WAP 장치 또는 RADIUS
서버에 로컬로 저장됩니다. 종속 포털은 많은 Wi-Fi 핫스팟에서 사용되어 사용자가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요금이 부과됩니다.전역 구성 페이지는 종속 포털 기능의 관리 상태를 제
어하고 WAP 디바이스에 구성된 모든 종속 포털 인스턴스에 영향을 주는 전역 설정을 구성하
는 데 사용됩니다.
 
이 문서에서는 WAP321 액세스 포인트에서 종속 포털 전역 컨피그레이션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WAP321
  

소프트웨어 버전
 

•1.0.3.4
  

종속 포털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1단계. 웹 구성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Captive Portal(종속 포털) > Global Configuration(전역
컨피그레이션)을 선택합니다.Global Configuration 페이지가 열립니다.
 

 
Global Configuration 페이지에는 구성할 수 없는 필드가 몇 개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 정보가



표시됩니다.
 

·Instance Count — WAP 디바이스에 현재 구성된 CP(Captive Portal) 인스턴스 수를 지정합
니다.최대 2개의 인스턴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Group Count — WAP 디바이스에 현재 구성된 CP 그룹의 수를 지정합니다.최대 2개의 그
룹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User Count — WAP 디바이스에 현재 구성된 CP 사용자 수를 지정합니다.최대 128명의 사
용자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종속 포털 모드를 활성화하려면 Enable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3단계. 액세스 포인트가 연결된 무선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인증 세션을 열어 두도록 할
Authentication Timeout 필드에 시간(초)을 입력합니다.기본 인증 시간 제한은 300초입니다.범
위는 60~600초입니다.
 
4단계. HTTP 트래픽에 추가 포트를 사용하려면 Additional HTTP Port(추가 HTTP 포트) 필드
에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기본값은 0(비활성화됨)입니다. 범위는 0~65535입니다.
 
5단계. HTTPS 트래픽(HTTP 트래픽 over SSL)에 추가 포트를 사용하려면 Additional HTTPS
Port(추가 HTTPS 포트) 필드에 포트 번호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0(비활성화됨)입니다. 범위
는 0~65535입니다.
 
참고:이러한 추가 포트는 다른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에 배타적으로 사용됩니다.포트 번호 80
또는 443은 각각 HTTP 및 HTTP의 기본값이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또한 HTTP 및 HTTPS
포트는 같을 수 없습니다.
 
6단계. Save(저장)를 클릭하여 모든 구성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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