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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랜 사용자 설정 매뉴얼
(Windows 계열(Agent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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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선 랜카드 사용 중 확인 및 활성화 2. 애니클릭 Agent 설치 파일 실행

① 내 컴퓨터 -> 내 네트워크 환경 -> 네트워크 연결 보기

② 무선 네트워크 연결 -> 사용 중인지 확인 후, 미사용이면 사용 전환

* 주의 사항 : 1번 항목처럼 무선 랜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아래와 같이 에러 발생

①
②

 유의사항 : Agent사용시 Windows의 무선랜 설정이 비활성화 되어 학교 이외의 곳에서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 이외의 곳

에서 무선랜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Windows 무선랜 설정을 활성화하시길 바랍니다. 또는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은 11페이지부터 안내가 됩니다.

 Agent 설치

애니클릭 Agent 설치 전 무선 랜카드 및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 중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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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애니클릭 Agent 설치 (KUPID/정보생활/전산자원등록및신청/무선랜이용안내(안암)에서 Agent를 다운), 파일서버(ftp://ftp.korea.ac.kr)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다음 클릭 -> 동의 후 다음 클릭

 Agent 설치

ftp://ftp.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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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애니클릭 Agent 설치

-> 다음 클릭 -> 설치 중

 Agent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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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애니클릭 Agent 설치

-> 설치 완료

 Agent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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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방법

1. 바탕화면에 설치된 프로파일 사용
2. 프로파일 관리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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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화면에 설치된 애니클릭 Agent를 이용하여 무선랜 접속

-> 설치 완료 후 바탕화면 아이콘 확인

-> KU_Wireless.wcf 실행 후 학교에서 부여 받은 ID/PWD 입력 -> 인증이 성공하면 우측 하단에 그림과 같이 연결 정보 생성

-> 무선랜 접속 성공

PORTAL ID 입력

PORTAL Password 입력

 접속 방법 1.

접속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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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니클릭 프로파일 관리자 사용

=> 애니클릭 Agent설치가 완료되면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Anyclick > Tools > 프로파일 관리자를 실행합니다.

 접속 방법 2.

접속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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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 방법 2.

①

②

④

③

2. 프로파일 관리자가 실행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출력됩니다.

- Korea.wcf 프로파일을 선택 후 SSID 검색버튼을 선택합니다.

SSID를 검색하여 학교 SSID인 KoreaUniv AP를 선택합니다. (신호세기의 -숫자가 낮을 수록 본인과 더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의미임)

접속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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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SID에 학교 SSID인 KoreaUniv AP가 선택되었으면 하단의 WPA모드를 선택 후 적용하기를 선택합니다

- 적용이 되었으면 아까 추가하였던 Korea.wcf 프로파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①

②

③

 접속 방법 2.

접속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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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orea.wcf 프로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하단 그림처럼 로그인 창이 나타납니다.

->  ID : Portal ID 

PWD: Portal Password 입력 후 확인 -> 인증이 성공하면 우측 하단에 그림과 같이 연결 정보 생성

-> IP 주소가 169.x.x.x 대역을 받으면 재접속하세요

-> 무선랜 접속 성공

PORTAL ID 입력

PORTAL Password 입력

 접속 방법 2.

접속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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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사항 (학교 이외에 집, 카페 등지에서 무선랜을 사용하고자 하실 경우)

Anyclick 에이전트 사용시 Windows에서 무선 네트워크 구성이 비활성화 되어, 학교 외에 일반 무선환경에선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Anyclick 에이전트를 삭제할 필요 없이, 학교 이외에 장소에서 무선 사용시 아래와 같이 Windows에서 무선 네트워크 구성만 활성화해주세요

① 내 컴퓨터 내 네트워크 환경 네트워크 연결 보기

② 무선 네트워크 연결 마우스 우 클릭하여 속성 선택

③ 무선 네트워크 연결 속성에서 무선 네트워크 탭 선택

④ “Windows에서 무선 네트워크 구성” 항목에 체크

①

②

④

③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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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매뉴얼
(Windows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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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학내망 접속 프로그램으로 집,카페 등에서도 무선 접속이 가능한가요?

A1. Anyclick 에이전트 사용시 Windows에서 무선 네트워크 구성이 비활성화 되어, 

학교 외에 일반 무선환경에선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Anyclick 에이전트를 삭제할 필요 없이, 학교 이외에 장소에서 무선 사용시 아래와 같이

Windows에서 무선 네트워크 구성만 활성화해주세요

①

②

④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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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노트북에서 자체 제공하는 무선랜 프로그램을 사용 중입니다. Anyclick  에이전트를 사용해도 되나요?

A2. 노트북에서 자체 제공하는 무선랜 접속 프로그램으로 학내망 무선이용이 원활하다면, 

Anyclick  에이전트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단 아래 그림처럼 노트북 자체 제공 무선랜 접속 프로그램이 802.1x (WPA-Enterprise) 인증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 후 Anyclick  에이전트를 설치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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