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AP321 액세스 포인트의 종속 포털 로컬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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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포털 확인은 게스트 및 인증된 사용자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종속 포털은 웹 브라우저
를 사용하고 이를 인증 디바이스로 변환합니다.종속 포털은 많은 Wi-Fi 핫스팟에서 사용자에
게 인터넷 액세스를 요구하는 데 특히 사용됩니다.Local Users(로컬 사용자) 페이지는 게스트
사용자 또는 인증된 사용자를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게스트 사용자 외에, 권한 있는 사용자
는 WAP 네트워크에 액세스하기 위해 유효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WAP321 액세스 포인트에서 CP(Captive Portal) 로컬 사용자를 구성하는 방법
에 대해 설명합니다.
  

적용 가능한 장치
 

·WAP321
  

소프트웨어 버전
 

•1.0.3.4
  

종속 포털 로컬 사용자 컨피그레이션
 

1단계. 웹 구성 유틸리티에 로그인하여 Captive Portal(종속 포털) > Local Users(로컬 사용자
)를 선택합니다.Local Users(로컬 사용자) 페이지가 열립니다.
 

 
2단계. 사용자 이름 필드에 이름을 입력합니다.범위는 1~32자의 영숫자입니다.
 
3단계. 저장을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사용자 구성에 대한 추가 필드와 함께 페이
지가 다시 표시됩니다.
 



 
4단계. Captive Portal(종속 포털) 드롭다운 목록에서 생성한 사용자 이름을 선택합니다.
 
5단계. User Password(사용자 비밀번호) 필드에 현재 구성된 사용자의 로그인을 인증할 사용
자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범위는 8~32자의 영숫자 및 특수 문자입니다.암호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6단계. (선택 사항) User Password(사용자 비밀번호) 필드에 비밀번호를 표시하려면 Show
Password as Clear Text(일반 텍스트로 비밀번호 표시)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7단계. 사용자를 대신하여 활동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로그아웃될 시간(분)을 Away Timeout
필드에 입력합니다.범위는 1~1440분입니다.기본값은 60입니다. 값이 0이면 시간 초과가 적용
되지 않습니다.
 
8단계. Group Name(그룹 이름) 드롭다운 목록에서 현재 구성된 사용자를 할당할 그룹을 선택
합니다. 
 
참고:종속 포털의 로컬 그룹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AP321 액세스 포인트의
종속 포털의 로컬 그룹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9단계. Maximum Bandwidth Upstream 필드에 현재 구성된 사용자가 종속 포털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최대 업로드 속도를 입력합니다.범위는 0~300Mbps입니다.기본값은
0입니다.
 
10단계. Maximum Bandwidth Downstream Rate(최대 대역폭 다운스트림 속도) 필드에 종속
포털을 사용하여 현재 구성된 사용자가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최대 다운로드 속도를 입력
합니다.범위는 0~300Mbps입니다.기본값은 0입니다.
 
11단계(선택 사항) 현재 구성된 사용자를 삭제하려면 Delete User(사용자 삭제) 확인란을 선
택합니다
 
12단계. [저장]을 눌러 [로컬 사용자] 페이지에 작성된 모든 구성을 저장합니다.

ukp.aspx?vW=1&articleid=2944
ukp.aspx?vW=1&articleid=2944
ukp.aspx?vW=1&articleid=2944

	WAP321 액세스 포인트의 종속 포털 로컬 사용자 구성
	목표
	적용 가능한 장치
	소프트웨어 버전
	종속 포털 로컬 사용자 컨피그레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