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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랜 사용자 설정 매뉴얼
(BlackB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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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C에 AnyClick 인증서를 설치(다운로드 받은 인증서 클릭)

①
②

 BlackBerry 단말로 학교 무선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포털시스템(KUPID)및 FTP(ftp://ftp.korea.ac.kr)서버에서 인증서를 다운
받은 후 BlackBerry PC동기화 프로그램인 BlackBerry Desktop Program을 이용하여 인증서를 단말과 동기화 시킨 후 무선랜에
접속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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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④

⑤

⑥

 BlackBerry 무선 설정 준비

1. PC에 AnyClick 인증서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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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⑧

⑨

 BlackBerry 무선 설정 준비

1. PC에 AnyClick 인증서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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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ckBerry 무선 설정 준비

2. PC에 BlackBerry Desktop Program 5.0.1을 설치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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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④

⑤

⑥

 BlackBerry 무선 설정 준비

2. PC에 BlackBerry Desktop Program 5.0.1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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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⑧

⑨

⑩

 BlackBerry 무선 설정 준비

2. PC에 BlackBerry Desktop Program 5.0.1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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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⑫

 BlackBerry 무선 설정 준비

2. PC에 BlackBerry Desktop Program 5.0.1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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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⑭

 BlackBerry 무선 설정 준비

2. PC에 BlackBerry Desktop Program 5.0.1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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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ation

 BlackBerry 무선 설정 준비 (PC에 설치된 BlackBerry Desktop Program을 실행)

① 메뉴 중 인증서 동기화 메뉴를 선택합니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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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탑 메뉴 중 루트 인증서 탭을 선택

③ 인증서 레이블 목록 중 AnyClick Certificate를 선택하여, 동기화 합니다. (블랙베리폰에 무선인증을 위한 인증서 설치가 완료)

②

③

 BlackBerry 무선 설정 준비 (PC에 설치된 BlackBerry Desktop Program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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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랙베리 초기 화면 ->        메뉴 선택 2. 블랙베리 옵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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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로 만들기 선택3. 저장된 Wi-Fi 프로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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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결할 AP의 SSID입력5. 수동으로 네트워크 추가

KoreaUniv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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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증방식 -> PEAP 선택7. 보안 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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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여 받은 ID/PWD 입력 (Potal ID/Password 입력)

PORTAL ID 입력

PORTAL Password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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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증서 -> AnyClick 선택10. 인증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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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AP-MS-CHAP v2 선택12. 내부 링크 보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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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연결 중14. 연결 선택

KoreaUniv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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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프로필 입력 후 다음16. 프로필 이름 (사용자 임의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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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Wi-Fi 설정 완료18. 마침 선택

KoreaUniv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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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BlackBerry 웹 서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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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매뉴얼
(BlackB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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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BlackBerry폰으로 학교 무선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Anyclick 인증서를 BlackBerry폰 내에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인증서를 어디에서 받나요?

A1. 포탈시스템(KUPID)및 FTP(ftp://ftp.korea.ac.kr)서버에서 Anyclick 인증서를 다운받습니다

Q2. Anyclick 인증서를 꼭 설치해야 하나요? 

A2. BlackBerry폰은 노키아폰과 마찬가지로 학내망 무선접속을 위해서는 꼭 Anyclick 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Q3. Anyclick 인증서는 스마트폰 내에 어느 위치에 설치해야 하나요?

A3. BlackBerry폰은 인증서를 설치할 때, 노키아폰과 달리 폰으로 인증서를 복사 후 스마트폰 내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1. 우선 PC에 다운받아 PC에 설치합니다. (매뉴얼 참조)

2. PC에 인증서 설치 후 BlackBerry Desktop Program을 이용하여 스마트폰과 인증서를 동기화합니다. (매뉴얼 참조)

Q4. BlackBerry Desktop Program은 어디에서 다운이 가능하며, 버전은 어떤 버전을 설치해야 하나요?

A4. BlackBerry 홈페이지에서 다운이 가능하며, 버전은 관계 없습니다.

매뉴얼은 BlackBerry Desktop Program 5.0.1 버전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주의사항:  설치 유형 선택 시 꼭 매뉴얼대로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여, 인증서 동기화 메뉴를 선택하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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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BlackBerry Manager 프로그램에서 인증서 및 동기화 메뉴를 찾을 수가 없어요

A5. 해당 프로그램 설치 시 아래 그림처럼 사용자 정의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⑦

⑧

⑨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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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Univ AP

Q6. Wi-Fi 연결 설정 시, 아래 그림과 같이 꼭 매뉴얼대로 수동으로 네트워크 추가하여 설정해야 하나요?

A6. 수동으로 네트워크 추가를 하지 않고, 네트워크 검색 메뉴를 선택하여, KoreaUniv AP를 선택하여도 설정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KoreaUniv AP 선택 후, 매뉴얼대로 보안유형, 인증서 선택, ID/PWD 추가는 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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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네트워크 이름(SSID) 추가 후, 아래 그림처럼 CA 인증서를 검색 시 AnyClick Certificate Publisher 항목이 없습니다.

A7. PC에 인증서 설치 후 BlackBerry폰과 인증서 동기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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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Wi-Fi 연결 설정 완료 후 프로필 이름은 아무렇게나 지정해도 관계없나요? 

A8. 네 관계없습니다.  매뉴얼상에는 KoreaUniv AP로 편리하신 대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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