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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랜 사용자 설정 매뉴얼
(윈도우 모바일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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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의 옴니아2의 경우 내부의 CM(연결설정)을 이용가능하며 SKT의 옴니아2의 경우는 아래의 레지스트리 설정을 참고바랍니다.

 다음 화면은 옴니아2 및 윈도우모바일을 사용하는 스마트폰 기기들의 무선인증을 하기 위한 화면입니다.

 윈도우 모바일폰의 경우 무선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폰의 레지스트리 설정을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폰의 레지스트리를 조정할 수 있는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설치합니다.[인터넷상에서 레지스트리 편집기(*.cab파일)을

다운받아 폰에 설치합니다]

 Resco 레지스트리편집기를 사용한 옴니아2 레지스트리 설정

1. 레지스트리 편집기 실행 2. HKEY_LOCAL_MACHINE 선택 3. Comm 선택 4. EAP 선택

PORTAL ID 입력

PORTAL Password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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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tension 선택 6. 25 선택 7. validateservercert 선택 8. 값 데이터에 00000000
(0 8개), 단위 16진수 선택 후

완료 버튼 선택

PORTAL ID 입력

PORTAL Password 입력

 Resco 레지스트리편집기를 사용한 옴니아2 레지스트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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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정확인 예 선택

 Resco 레지스트리편집기를 사용한 옴니아2 레지스트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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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말설정 클릭 2. 연결설정 탭에서 Wi-Fi 선택 3. WiFi 활성화 4. KoreaUniv AP 아이콘 선택 후
드래그하여 가운데 폰 그림으로 이동

PORTAL ID 입력

PORTAL Password 입력

 무선 AP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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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ortal ID/Password               
입력 후 확인

도메인은 입력 안함

6. 연결 상태 확인을 위해

KoreaUniv AP 클릭

7. 무선네트워크 정보에서
10번대의 IP를 받아오면 정상

PORTAL ID 

PORTAL Password 

 무선 AP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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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매뉴얼
(윈도우 모바일6.x)



- 8 -

Q1. 매뉴얼대로 실행했는데, 3page에 있는 validateservercert 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A1. validateservercert를 찾을 수 없는 경우는 해당 레지스트리 편집기 문제입니다. 

이 경우 Resco Registry를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됩니다.

Q1. validateservercert

다운로드: http://blog.paran.com/dahpuekaro/41399795

설치방법: 압축을 풀면 Cab 파일이 나오는데, 옴니아폰으로 복사 후,

해당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여 설치

참고사항: 시작 > 설정 > 시스템 > 정보 > 하단의 장치ID > 장치이름

란에 적혀있는 것이 여러분폰의 옴니아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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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윈도우 모바일폰은 매뉴얼처럼 꼭 레지스트리를 수정해야 하나요?

A2. 네. 윈도우 모바일 OS 7.0 이하 버전은 꼭 레지스트리를 수정해야 합니다.

단 KT 옴니아폰은 꼭 레지스트리를 수정하지 않아도 학내망 무선 인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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