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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의 특징 및 장점
육안으로 연결 상태 확인 가능
NX1700 시스템은 다수의 외부 LED 를 지원합니다. 시스템의 연결상태 즉, RSSI 의 값에 따라
LED 가 점등이 됩니다. 웹 서버에 접속을 하지 않고도 현재의 RSSI 값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보안 기능을 지원
현재 무선 보안 규격인 WEP, WPA, WPA2, 1x 인증을 지원합니다.
Radius 서버를 사용하는 고객인 경우는 WPA-Enterprise 모드를 사용하시고 Radius 서버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인 경우엔 WPA-Personal 모드를 이용하여 강력한 보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Channel Smart Select
NX1700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주변의 무선 상태를 파악하여 최적의 채널을 사용하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Wave-Finder 시스템 검색 툴
Wave-Finder 를 사용하여 NX1700 시스템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Wave-Finder를 사용하시면 동일한 네트워크 대역뿐만 아니라 다른 네트워크대역에 시스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Web Base 설정 지원
NX1700 시스템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이 Web Page 를 사용하여 모든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Wireless Console 지원
NX1700시스템은 장애 발생 시 끊임없는 무선 환경으로 특정 SSID 방사로 논리적으로 쉽게
원격 접속이 가능하여 Trouble Shooting 이 가능합니다.

802.11ac Beamforming 지원
안테나에서 전파를 원하는 때 원하는 특정 방향으로만 방사/수신 할 수 있도록 지향성
전파를 갖도록 하고 특정 Client에게 효율적인 무선 환경을 제공합니다.

자가치료 (Self-Healing) 지원
어떠한 이유로 장애 발생 시 주변의 AP들이 이를 감지하게 되는데, 주변 AP의 Coverage값과
간섭값에 영향을 주게 되며 결과적으로 주변 AP들이 출력을 증가시켜 Coverage를
확장함으로써 AP Down으로 생긴 음영지역을 자동으로 치료합니다.

Openwrt Software 제공
Openwrt(Open Wireless Router)는 무선통신 디바이스를 위한 리눅스 배포판입니다
오픈소스로 다양한 리눅스 환경의 펌웨어가 개발되었고 패키지 설치가 유연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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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X1700설정
2.1 접속 하기
NX1700시스템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NX1700의 IP 주소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IP는
기본적으로 192.168.1.1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장비의 기본 IP 주소는 “192.168.1.1”입니다.
http://192.168.1.1

Chrome을 열어 주소 창에 IP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그럼 아래와 같은 Login 화면이 나옵 니다.
여기서 설정된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비의 기본 사용자 이름은 “root”이고 기본 패스워드는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Internet Explorer를 사용하여 접속하는 경우 버전 9.0이상의 버전 사용을 권장합니다. 이전
버전에 서는 설정 등은 할 수 있지만, 트래픽 그래프 출력 등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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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메뉴
NX1700의 메인 메뉴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Status
현재 시스템의 설정정보와 동작상태, 네트워크 설정정보 그리고 무선의 동작 및 상태 정보 등을
보여줍니다.
Realtime Graphs를 사용하면 그래픽으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스템
시스템이름, 비밀번호 설정, 펌웨어 업그레이드, 관리자 등 시스템유지관리에 대한 설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LAN, 무선, Firewall, 라우팅, DHCP 및 DNS, 방화벽, QoS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Logout
시스템 접속에서 로그아웃 할 수 있습니다.

2.2 시스템 설정 값 저장 및 적용
NX1700은 값이 저장되고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Save] 버튼을 클릭한 경우에는 설정된 값만 임시 저장이 되고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웹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UNSAVED CHANGES”에 숫자로 표시됩니다.
이 때 네트워크 및 무선연결 및 접속이 끊길 수 있습니다.

※ 주의: [Save & Apply]를 클릭하지 않고 시스템을 리부팅하면 저장된 설정 값이 없어집니다.
설정 값을 적용하려면 [Save & Apply]버튼을 반드시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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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atus
3.1 Overview
Overview는 시스템, 무선, 네트워크의 설정정보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System
현재 장비의 모델명과 펌웨어 버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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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Memory
사용중인 메모리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③ Network
유선으로 연결된 네트워크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④ DHCP
DHCP와 연관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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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Wireless
무선 네트워크의 연결 상태를 나타냅니다. Wi-Fi로 접속이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6 Associated Station
○
연결 되어있는 Station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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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Firewall
NX1700의 방화벽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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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Routes
Router관련 상태를 나타냅니다. ARP와 라우팅 테이블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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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System Log
시스템의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 Kernel Log
커널의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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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Processes
현재 실행중인 시스템 프로세스 및 상태를 나타냅니다.

3.7 Realtime Graphs
실시간으로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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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ystem
시스템 설정은 시스템 이름, 시스템 시간, 관리자의 시스템 접속 설정 및 LED 설정 및 시스템
설정 값 관리 및 시스템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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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System
시스템 이름, 시스템 시간, 시스템 로그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시간은 접속한 컴퓨터의 시간과 동기화 하거나, 타임서버로부터 시간을 받아 적용할 수 있
습니다. 타임서버는 항목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타임서버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네트워크 설정 에서
DNS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① 시스템 등록정보
시스템 등록 정보에는 기본 설정과 Logging 탭이 있습니다.
기본 설정에는 시스템 시산을 확인할 수 있고, 시스템 이름과 Time Zone을 설정할 수
있습니 다. Logging 설정에는 Log 서버나 Log 관련 사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General Setting]

시스템 시간: 현재 시스템의 시간을 표시합니다.
브라우저와 시간 동기화: 시스템이 인터넷에 연결 안된 경우 시스템시간을 시스템에
접속한 컴퓨터의 시간과 동기화 할 수 있습니다.
- 호스트 이름: 현재 시스템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

- Timezone : 시간에 따른 Time Zone을 선택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Asia/Seoul을 선택

[Time Synchronization]
표준 NTP 서버와 시스템시간을 동기화 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을 사용하려면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 DNS 서버가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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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TP 클라이언트 사용: NTP Server에서 시간을 가져올 것인지를 설정합니다.
사용을 체크하시면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고, 체크하지 않으면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NTP 서버 사용: NTP 서버로 동작하며, 본 시스템을 NTP서버로 지정한 NTP 클라이언트와
시간을 동기화 합니다.
- NTP 서버 리스트: 시간을 동기화 할 NTP서버를 선택합니다.

② Logging
시스템의 현재 정보를 원격지 관리서버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 System log buffer size: Log의 버퍼크기를 설정합니다.
- External system log server: Log를 받을 서버 IP 주소를 설정합니다.
- External system log server port: Log를 받을 서버의 Port 번호를 설정합니다.
- External system log server protocol : Log를 받을 서버의 protocol을 설정합니다.
- Write system log to file : 파일의 로그를 적는 방식을 설정합니다.
- Log output level: 전송할 Log 수준을 설정합니다.
- Cron Log Level : Cron Log 수준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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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Language
시스템의 현재 언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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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Administration
시스템 접속 패스워드, SSH, Telnet, Web 접속 방법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① 패스워드 및 패스워드 확인
시스템에 접속권한을 갖는 root의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② SSH
SSH을 이용하여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기능을 설정합니다.
- 인터페이스: SSH접속을 허용할 인터페이스를 선택합니다.
- 포트: Port 번호는 SSH 접속 시 필요한 포트 번호입니다.
- 패스워드 인증: SSH 암호인증을 허용합니다.
- 패스워드를 사용하여 root 로그인 허용: root 사용자가 패스워드로 시스템 로그인
허용합니다.
- 게이트웨이 포트: 원격 호스트가 로컬시스템에 포트 포워딩하여 SSH연결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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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Software
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① No package lists available
- 사용 가능한 패키지를 확인합니다. 사용 가능한 패키지가 따로 있다면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② Free space
- 사용 가능한 공간을 알려 줍니다.
③Download and install package
패키지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④ Filter
패키지를 찾는 필터를 생성합니다. 해당 단어가 있는 패키지만 검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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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Startup
장비에 설치되어 있는 Init 스크립트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은 재부팅 한 후에 적용됩니다.
경고 : “네트워크”같은 필수 Init 스크립트를 비활성화하면 접속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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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Scheduled Tasks
작업을 예약해 놓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주의사항 : 편집하기 전에 crontab파일이 비어 있다면 예약 서비스를 수동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4.6 Mount Points

Generate Config : 현재 첨부되어 있는 모든 파일 시스템을 찾아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여 기본값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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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Swap : Mount swap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Anonymous Mount : Mount 파일의 시스템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Automount Swap : 가장 강한 신호에 자동으로 Mount swap 시킵니다.
Automount Filesystem : 가장 강한 신호에 자동으로 Mount filesystems 시킵니다.
Check filesystems before mount : Mount전에 파일 시스템의 오류를 자동으로 검사합니다.

Mount된 시스템들의 목록을 나타냅니다.

메모리 장치가 파일시스템에 연결될 지점을 나타냅니다.

메모리가 부족할 경우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가 일시적으로 Swap장치에 Swap되어 사용가능한
RAM의 양이 늘어납니다. 주의 : Swap장치에 있는 데이터는 RAM을 사용하지 못해서 매우 느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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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LED Configuration
장비의 LED 점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Name : 이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LED Name : LED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nx1700로 시작하는 5개는 Power를 제외한 외관의 LED5개를
나타냅니다.
Default state : 기본적인 상태로 돌릴 수 있습니다.
Trigger : 트리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각 LED가 나타내는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 Red : 파워의 유무를 나타냅니다.
* Green of middle side : LAN1과의 연결 유무를 나타냅니다.
* Green of right side : LAN2 과의 연결 유무를 나타냅니다.
* Blue : 5G 과의 연결 유무를 나타냅니다.
* Yellow : 2.4G 과의 연결 유무를 나타냅니다.
* White : Mesh 과의 연결 유무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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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Backup / Flash Firmware
시스템을 백업하고 불러올 수 있습니다.

[Download backup] : 장비의 시스템을 백업합니다.
[Reset to defaults] : 기본설정으로 되돌립니다.
백업을 취소하고 이전에 생성 된 백업 아카이브를 업로드 합니다.
[Restore backup] : 백업 할 파일을 찾아서 업로드합니다.

실행중인 펌웨어를 대체할 sysupgrade호환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Keep setting] : 현재 설정을 유지합니다.
[Image] :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이미지는 sysupgrade와 호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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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upgrade 중에 포함시킬 파일과 디렉토리를 비교하기 위한 목록을 나타냅니다.
/ etc / config / 및 기타 특정 구성의 수정 된 파일은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4.9 Reboot
운영 체제를 재부팅합니다.

주의 : 저장하지 않은 정보는 손실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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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etwork
5.1 Interfaces
LAN 및 WAN인터페이스의 설정상태 및 동작 상태를 보여줍니다.
LAN 및 WAN 인터페이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5.1.1 Uptime: 인터페이스가 연결되어 LINK UP된 시간을 표시합니다.
5.1.2 MAC 주소: 인터페이스의 MAC 주소를 표시합니다.
5.1.3 프로토콜: IP 주소 설정 상태를 표시합니다.
5.1.4 RX, TX: 송수신된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5.1.5 IPv4: 인터페이스에서 사용중인 IP주소를 표시합니다.
5.1.6 Connect: 인터페이스 기능을 활성화 합니다.
5.1.7 Stop: 인터페이스 기능을 비활성화 합니다. 연결된 링크 모두 단절됩니다.
5.1.8 Edit: 인터페이스를 설정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열립니다.
5.1.9 Delete : 해당 Network를 삭제합니다.
5.1.10 Add new Interface : 새로운 네트워크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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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Common Configuration
LAN의 상태를 확인 및 IP Address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Status: 현재 인터페이스 상태를 표시합니다.
- Protocol: IP Address를 수동으로 입력하여 사용할 지, 자동으로 할당 받아 사용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자동으로 할당 받아 사용하려면 DHCP서버가 반드시 네트워크에 존재하여야 합니다.
.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
외부에 DHCP 서버가 존재할 경우 DHCP 서버에서 IP 주소를 할당 받을 경우 사용합니다.
. 다음 IP 주소 사용
수동으로 IP 주소를 설정합니다. 아래의 IP 주소/서브넷 마스크/게이트웨이 IP 주소를
수동 으로 입력합니다.
▷ IPv4 address: 시스템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입력된 IP 주소 시스템에 접속할 때
사용됩 니다.
▷ IPv4 netmask: 네트워크 서브넷마스크를 입력합니다.
▷ IPv4 gateway: 네트워크 게이트웨이를 입력합니다.
▷ IPv4 broadcast: IPv4 브로드캐스트 주소를 입력합니다.
▷ Use custum DNS servers: DNS 서버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 항목은 NTP 및 DDNS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DHCP 서버 사용 안 함: 선택하면 DHCP 서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DHCP 서버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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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Advanced Configuration
LAN 인터페이스의 MAC Address와 MTU, 게이트웨이 Metric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Bring up on boot : LAN 인터페이스를 키고 끌 수 있습니다.
Use builtin IPv6-management : 내장되어 있는 IPv6 관리를 사용합니다.
Force link : 링크 캐리어와 관계없어 인터페이스 등록 정보를 설정합니다. 설정할 경우 캐리어
감지 이벤트가 핫 플러그 처리기를 호출하지 않습니다.
Override MAC address : 사용할 MAC 주소를 입력합니다. 입력된 MAC 주소를 사용하여
송수신하게 됩니다.
Override MTU : 최대 전송 값을 입력합니다. 기본값: 1500
Usegateway metric : 여러 개의 게이트웨이가 있을 때, 게이트웨이 경로 메트릭 값을
비교하여 가장 작은 메트릭 게이트웨이가 선택됩니다.

5.1.3 Physical Configuration
STP를 설정하여 네트워크 Looping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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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Firewall Configuration

해당 인터페이스에 할당 할 방화벽 영역을 선택합니다. 인터페이스끼리 연결하려면 지정하지 않음을 선택합니다.

5.2. Wireless
무선에 대한 모든 사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인터페이스의 수정을 클릭하면 설정페이지가 열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상단에
Master "OpenWrt" radio1: Master "NexusTech" radio2: Master "OpenWrt"
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탭은 무선 항목 수정페이지에서 무선 인터페이스 설정 창 이동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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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Associated Station
시스템에 연결된 무선 사용자의 연결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속된 스테이션의 MAC, 신호세기, 노이즈, TX 속도, RX속도, TX-CCQ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2.3 Device Configuration – General Setup
무선의 사용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코드와 Wireless Profile, Channel Spectrum Width, 채널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Status
무선장치의 현재 설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ireless network is disabled
해당 무선 인터페이스를 사용 안 함/사용 선택할 수 있습니다
- Operating frequency
Transmit Power
무선의 출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출력은 국가 및 사용 주파수 채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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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Device Configuration – Advanced Setting
무선간의 거리, 무선사용포트 수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거리 최적화 사용
거리를 알지 못할 경우 자동 설정을 체크하시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값을 찾습니다.
장거리 사용자는 설정은 장비 설치 시 초기 ACK Timeout 측정 시에만 사용하시고, 시스템
운 영 시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Data 전송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주의: 클라이언트와 거리가 많이 차이가 나는 멀티포인트 사용자는. 무선연결이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사용하지 마십시오.
-거리설정 (m)
두 시스템 간의 거리를 입력합니다. 단위는 미터입니다.
※ 참고: 실제거리보다 10%정도 더 길게 입력하십시오.
-Beacon Interval
Beacon 신호의 주기를 설정합니다.
-Adaptive noise immunity
신호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간섭이나 노이즈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선랜 카드 설정 값을
자동으 로 설정합니다
-DFS(자동 채널 선택)
간섭이나 노이즈가 많을 경우 자동으로 채널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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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Interface Configuration – General Setup
무선 모드, ESSID, Data rate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① 모드
인터페이스의 동작 모드를 설정합니다.
- AP 모드
일반적인 무선 Access Point 기능을 수행합니다.
- Master모드
Station WDS 모드와 연결이 가능하고 WDS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Station 장비들과 브리지
모드로 Layer 2에서 MAC 주소가 변환이 없이 무선 트래픽을 전송합니다.
- Client 모드
무선 AP에 접속을 원할 경우 설정합니다.
- Station 모드
Master 모드와 연결이 가능하고 WDS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Master 장비들과 브리지
모드로 Layer 2에서 MAC주소가 변환이 없이 무선 Traffic 을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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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작 모드가 AP 또는 Master인 경우
- ESSID
ESSID는 무선 시스템을 하나의 서비스로 연결해 주는 이름 입니다. ESSID가 동일한
시스 템 간에 통신을 합니다. ESSID가 다른 경우 통신이 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ESSID을 가지는 다수의 Slave 시스템을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 ESSID 숨김
비콘 메시지에 ESSID를 전송하지 않아, 다른 무선 시스템에서 RFLINK 를 검색하지 않도록
합니다.
- Guard 간격
무선 전파가 다른 장비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며, 앞에 전송한 신호가
완 전히 사라지는 시점에서 다음 신호를 전송하여 두 개의 연속전인 신호의 중첩을
막아줍니 다. 이 간격이 작아지면 통신효율성은 증대되지만 신뢰도는 떨어지게 되고
늘어나면 통신 효율성은 감소하지만 신뢰도는 증대된다.
- 전송 속도(Mbps)
무선 전송 속도를 선택합니다.
자동설정 시스템이 최적의 속도를 설정합니다.
③ 동작 모드가 Client 또는 Slaver인 경우
- BSSID
BSSID는 연결하고자 하는 AP또는 Master 무선 인터페이스의 MAC Address입니다. AP 검색
을 하여 연결한 경우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BSSID를 입력하여 사용한 경우 해당 MAC
Address를 가진 AP만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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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Interface Configuration – Wireless Security
무선 보안을 설정합니다.
무선 보안에는 None/WEP/WPA/WPA2 인증이 있습니다.
① No Encryption
무선 보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선택합니다.
② WEP Open System(개방형 인증)/WEP Shared key(공유키 인증) WEP
보안을 설정합니다.

- 사용할 키
사용할 키 번호를 선택합니다.
- Key #1 ~ Key #4
Key 값을 입력합니다. 입력이 잘못되면 문자가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③ WPA-PSK, WPA2-PSK, WPA-PSK/WPA2-PSK Mixed Mode
WPA 보안을 설정합니다.

- Cipher
암호화 종류를 선택합니다.
Auto, CCMP AES(Advanced
Encryption
Protocol)and CCMP(AES) 중 선택합니다.

Standard)와

TKIP(Temporal

Key

Integrity

- 암호키
이 옵션은 WPA 모드가 PSK일 경우일 때 사용합니다.
Preshared Key는 연결하고자 하는 모든 장비에 동일하게 입력하여주시길 바랍니다. Key는
알파벳과 숫자로 이루어지고 길이가 8~63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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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IEEE802.1X/ WPA-EAP, IEEE802.1X WPA2-EAP
☞ 무선 모드가 AP 또는 Mater인 경우
- Cipher
암호화 종류를 선택합니다.
Auto, CCMP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와 TKIP(Temporal Key Integrity Protocol)and CCMP(AES)
중 선택합니다.
- Radius 인증 서버
이 옵션은 WPA 모드가 EAP일 경우일 때 사용합니다.
Radius 서버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Radius 서버가 1대인 경우에는 기본 Radius 서버 IP주소에만
Backup 서버가 존재할 경우에는 보조 Radius 서버 IP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 Radius 인증 포트
인증 서버 Port를 입력합니다.
- Radius 인증 키
Radius Server의 Secret Key를 입력한다. Radius Secret Key 값은 이 시스템이 Radius Server로부터 인증
받는데 사용된다.
- Radius 과금 서버
Radius 과금 서버 주소를 입력합니다.
- Radius 과금 포트
과금 서버 Port를 입력합니다.
- Radius 과금 키
Radius 과금 서버 Secret Key를 입력한다.
- NAS ID
NAS ID를 입력합니다.
☞ 무선 모드가 Client 또는 Station인 경우
- EAP-Method
Transport Layer Security (TLS), Tunneled TLS (TTLS), or Protected EAP (PEAP) 중 인증 서버와
맞은 인증프로토콜을 선택합니다.
- CA-Cerificate 경로
Certificate Authority(CA) 인증서 경로를 선택합니다.
※ 참고: Certificate Authority(CA)는 타 기관에서 발행한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인증서입
니다. 공개 키 기반 구조의 방식에서, 디지털인증서는 인증서 대상에 명명된 공 개
키의 소유자를 인증합니다.
- Client-Certificate 경로
Client certificate 파일 경로를 선택합니다.
- 개인 키 경로
개인 키의 경로를 선택합니다.
- 개인키
개인 키의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 인증
PAP, CHAP, MSCHAP, or MSCHAPV2 중 authentication 방법을 선택합니다.
- Identity
EAP authentication에서 사용할 Identify를 입력합니다.
- 패스워드
Identity에 맞는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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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Interface Configuration – MAC-Filter
무선의 Mac Address를 이용하여 접속을 제한, 허용할 수 있습니다.

- MAC Filtering
접속하는 무선의 MAC에 대하여 규칙을 선택합니다.
Access Point는 무선의 MAC 주소를 이용하여 접속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선택하면 MAC AC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llow(목록만 허용하고 모두 차단)
목록에 등록된 MAC 주소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허용하고 나머지는 차단합니다.
. Deny (목록만 차단하고 모두 허용)
목록에 등록된 MAC 주소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차단하고 나머지 데이터는 모두 허용합니다.
- Mac 주소 목록
규칙에 적용할 Mac 주소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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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Interface Configuration – Advanced Settings
RTS Threshold, Station Isolation, 최대접속자수, WMM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5.3 Switch
시스템의 Ethernet 및 무선 카드의 VLAN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VLAN을 사용하려면 VLAN Switch나 VLAN Management을 설정하십시오.

- VLAN 사용
VLAN 사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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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LAN 관리
'Managed VLAN' 항목에서 AP에 웹 페이지를 접속할 수 있는 VLAN ID 선택합니다. 각각의
VLAN 별로 IP address, Netmask, Gateway IP 및 Interfaces 를 입력 및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 VLAN Management 에서 해당 SSID를 가진 항목을 선택한다면, VLAN Ethernet Trunk 에
Untagged SSID를 사용 할 수 없지만, Tagged SSID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DHCP Client를
사용하려면, 'DHCP'옵션을 선택하십시오. 고정 IP를 사용하려면 Static을 선택하고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를 입력합니다.
- VLAN Ethernet Trunk(IEEE802.1Q호환)
'Bridge WIFI'에 무선 인터페이스를 선택한 Ethernet Trunk VLAN ID를 추가합니다. 모든 무선 인
터페이스는 Untagged입니다.
※ 참고: VLAN Management 에서 해당 Untagged SSID를 가진 항목을 선택한다면, VLAN
Ethernet Trunk에 해당 SSID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5.4 DHCP and DNS
무선에 접속할 호스트이름과 IP 주소를 입력하고 추가합니다.

Domain required : DNS를 요청합니다. DNS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Authoritative : 로컬 네트워크의 DHCP를 하나로 만듭니다.
Local server : 로컬 도메인을 지정합니다. 해당 도메인의 이름은 DHCP와 호스트 파일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Local domain : DHCP 이름 및 호스트 파일 항목에 추가 된 로컬 도메인을 나타냅니다.
Log queries : 받은 DNS요청을 시스템로그에 저장합니다.
DNS forwardings : 요청을 전달할 DNS 서버의 목록들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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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ind protection : 업스트림의 RFC1918응답을 무시합니다.
Allow localhost : RBL서비스와 같은 127.0.0.0/8 범위의 업스트림 응답을 허용합니다.
Domain whitelist : RFC1918 응답을 허용하는 도메인의 목록들을 나타냅니다.
Local Service Only : DNS서브넷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도메인의 DNS서비스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Non-wildcard : 와일드 카드 주소를 제외한 인터페이스만 선택합니다.
Listen Interfaces : 루프백을 제한하고 해당 인터페이스를 우선시합니다.
Exclude interfaces : 해당 인터페이스에서 수신 대기를 방지합니다.

현재 동작하고 있는 DHCP를 나타냅니다.

Static leases는 고정 IP주소 및 기호 호스트 이름을 DHCP 클라이언트에 할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Lease시간을
자유롭게 설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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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etc/ethers : / etc / ethers를 읽고 DHCP서버를 구성합니다.
Leasefile : 주어진 DHCP lease가 저장 될 파일을 설정합니다.

5.5 Hostnames
접속된 호스트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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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Static Routes
특정 호스트나 네트워크에 도달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및 게이트웨이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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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Diagnostics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5.8 Firewall
방화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5.8.1. 기본설정
기본 설정 시스템에 입출력 되는 데이터의 처리 방법을 설정합니다.

Enable SYN-flood protection : 서비스 거부 공격을 방어합니다.
Drop invalid packets : 잘못된 패킷을 삭제합니다.
Input : 입력되는 신호를 허용 또는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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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 : 출력되는 신호를 허용 또는 거부합니다.
Forward : 데이터 처리방법을 설정합니다.

Zone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Zone을 만들어 해당 Zone에 입출력 되는 데이터 처리방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Zone “lan” : lan의 기본 정보를 등록합니다.
Inter-Zone Forwarding : 해당 lan과 다른 영역 간의 전달을 제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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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rict to address family : 패밀리 주소 지정을 제한합니다.
Restrict Masquerading to given source subnets : 특정 source subnets 으로의 마스쿼레이딩을 제한합니다.
Restrict Masquerading to given destination subnets : 특정 destination subnets 으로의 마스쿼레이딩을 제한합니다
Force connection tracking : 강제 연결을 추척합니다.
Enable logging on this zone : 이 영역에서의 접속을 허용합니다.

5.8.2. 포트포워드 인터넷 상에 있는 원격 시스템이 Local 네트워크 망에 있는 특정 컴퓨터 또는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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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Traffic 규칙 무선 장비의 Traffic 규칙을 설정합니다.
[edit]을 클릭하여 이미 정해진 규칙을 설정할 수 있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Source NAT
네트워크 사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할 때 사용됩니다. 인터넷으로 나가는 트래픽의 Source IP와 Port 번호가
변경됩니다.

5.8.4 Custom Rules
방화벽 프레임 워크에서 다룰 수 없는 임의의 iptables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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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SQM QoS
SQM을 사용 시, 하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내부의 traffic shaping, Fair Queueing, AQM, prioritisation을
할 수 있습니다.

Basic Settings

Enable this SQM instance. : SQM을 허용합니다.
Interface name : 인터페이스를 선택합니다.
Download speed (kbit/s) (ingress) set to 0 to selectively disable ingress shaping : 다운로드의 속도를
설정합니다. 0으로 설정 시 다운로드가 비활성화 됩니다.
Upload speed (kbit/s) (egress) set to 0 to selectively disable egress shaping : 업로드의 속도를 설정합니다.
0으로 설정 시 업로드가 비활성화 됩니다.
Create log file for this SQM instance under /var/run/sqm/${Inerface_name}.debug.log. Make sure to delete log
files manually. : ‘/var/run/sqm/${Inerface_name}.debug.log.’ 아래의 SQM 인스턴스 로그파일을 작성합니다.
Verbosity of SQM's output into the system log. : SQM의 자세한 정보를 시스템 로그로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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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ue Discipline

Queuing disciplines useable on this system. After installing a new qdisc, you need to restart the router to see
updates! : 이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큐의 규칙을 설정합니다.
Queue setup script : 큐의 설정을 나타냅니다.
Show and Use Advanced Configuration. Advanced options will only be used as long as this box is checked. :
고급 구성 및 표시를 나타냅니다.
Link Layer Adaptation

Which link layer to account for: : 고려 할 링크 계층을 선택합니다.

5 Logout
NX1700의 웹 서버 접속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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