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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랜 사용자 설정 매뉴얼
(iPhone, iPod, i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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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화면은 아이폰으로 무선 인증을 하기 위한 화면입니다.

 아이폰 버전 3.0, 4.0, iPod, iPad 모두 설정 방법은 동일합니다.

1. 설정 선택 2. Wi-Fi 선택 3. 네트워크 선택 화면

- KoreaUniv AP 선택

4. 부여 받은 ID/PWD 입력

Potal ID/Password 입력

PORTAL ID 입력

PORTAL Password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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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증서 승인 6. KoreaUniv AP 연결 성공 7. 부여 받은 IP확인 가능 8. Wi-Fi 연결 성공

 다음 화면은 아이폰으로 무선 인증을 하기 위한 화면입니다.

 아이폰 버전 3.0, 4.0, iPod, iPad 모두 설정 방법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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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매뉴얼
(iPhone, iPod, i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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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아이폰, 아이패드 시리즈는 인증서를 미리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A1. 네. 아이폰, 아이패드 시리즈는 인증서를 PC나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학내망 무선인증 접속을 위해,
포탈ID/PWD를 입력하면 무선을 통해 인증서를 자동으로 내려 받습니다.

Q2. 아이폰 Sleep 모드 해제 시 3G에서 Wi-Fi로 자동으로 바뀌지 않고, 간혹 ID/PWD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 로그인
이 된다고 들었는데, 아이폰은 학내망에 접속할 때마다 ID/PWD를 입력해야 하나요? 

A2. 그림처럼 네트워크 연결 요청이 선택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ID/PWD를 다시 물어보지는 않고 인증서만 추가적으로 다운 받
아야 할 경우는 있습니다. ID/PWD를 물어보는 경우는 동일한 건물에서 재 접속할 경우가 아닌, 타 건물 AP에 접속할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건물에서는 Sleep 상태 해제 후 자동적으로 로그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연결 요청이
설정 되어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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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자동연결", "자동 로그인" 화면에서 "자동 연결" 체크를 설정해도, 자꾸 설정이 풀립니다.

A3. "자동연결", "자동 로그인 화면" 이 나오는 경우는 안암학사 학내망 무선랜 접속 방법이 변경되기 전 접속했던 기록이 남아있
던 상태에서,  금번 무선인증을 하도록 바뀐 무선기기에 접속했을 경우 나옵니다.

이 경우 이 네트워크 지우기를 선택하여, 프로파일을 지운 후 재 접속하시면 됩니다

1. 자동 연결 ,로그인 화면 생성 2. 이 네트워크 지우기 선택 3. KoreaUniv AP에 재접속 4. 자동 연결, 로그인 화면 발생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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