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유/무선 인터넷 사용 안내

1. 유선 인터넷 사용 안내
교내에서 교육 및 연구용 유선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신규신청, ip변경, ip추가신청,
포트증설 등의 각종 민원은 정보전산원으로 문의 후 즉시 처리 또는 추후 관련부서
(에코캠퍼스팀)의 협조를 받아 실사 후 처리 함. (내용에 따라 신청 공문이 따라 필요할 수
있음) ⇨ 문의처 : 네트워크서비스실(5411 ~ 5412)

2. 노트북의 무선 인터넷 사용 안내
2.1 노트북 사용자의 무선 인터넷 사용 안내
가. 현황 : 모바일캠퍼스 구현을 위해 학생들의 활동이 많은 공공장소 위주로 SKT 및
KT와 협조하여 무선인터넷(Nespot) 무선안테나(Access Point) 572개를 운영하고 있음.
나. 대상 및 서비스 지역 : 경성포탈 ID를 가지고 있는 자로 교내 전역에서 사용 가능

2.2. 노트북 사용자 서비스 이용방법
2.2.1. ID / PWD를 이용하는 경우(노트북 이용시),(기본설정)
1) 직원/교수정보 ⇨ MAC ID 관리 ⇨ ID/PW 사용 선택

※ ID / PWD는 포탈 ID / PWD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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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KT 무선인터넷을 사용 하는 경우
※ KT 무선인터넷 사용의 ID / PWD 방식은 30분 단위로 재로그인 필요
※ KT 무선인터넷의 지속적인 사용은 아래 “2.2.2 MAC 주소를 이용하는 경우(노트북
이용시)” 또는 “3.2.2. MAC 주소를 이용하는 경우(휴대폰 이용시)”를 이용

2-2) SKT 무선인터넷을 사용 하는 경우

※ 무선와이파이 연결 해제 후 다시 연결시 사용 가능
※ 1번 인증 시 6개월동안 재인증 없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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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MAC 주소를 이용하는 경우(노트북 이용시)
※ MAC 주소 : Media Access Control Address 로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모든 기기의
고유 번호를 말함
1) MAC 주소 확인 방법
Window 7

Window 10
⇨ 오른쪽 마우스 클릭

⇨ cmd 명령어

⇨ 실행

입력

⇨ cmd 명령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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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C 주소 선택 및 등록

※ MAC ID로 저장 후 적용에는 30분정도의 시간이 소요됨으로 사전에 미리 설정 필요

3) 무선 인터넷 선택
KT 무선 인터넷만 가능

참고

※ MAC 등록 시
- ID/PW 없이 사용가능
- 30분마다 재로그인 불필요
- 하나의 기기만 등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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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대폰의 무선 인터넷 사용 안내
3.1 휴대폰 사용자의 무선 인터넷 사용 안내
휴대폰 사용자는 우리대학내에서 무료 Wi-Fi를 사용할 수 있으며 통신사별로 인증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통신사별 사용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람.

3.2. 휴대폰 사용자 서비스 이용방법
3.2.1. ID / PWD를 이용하는 경우(휴대폰 이용시)(기본설정)
1) 직원/교수정보 ⇨ MAC ID 관리 ⇨ ID/PW 사용 선택

2) 교내 무선 인터넷 목록 선택
목

록

안

내

A-1) SKT 통신사 사용자
⇨ T wifi zone_secure
A-2) SK 통신사 외
⇨ T Wifi zone(보안 표시없음)
B-1) KT 통신사 사용자
⇨ ollehWiFi(보안 열쇠표시)
B-2) KT 통신사 외
⇨ ollehWiFi(보안 표시없음)
※ ID/PWD방식은 30분단위
재로그인이 필요함
C-1) LGT 통신사 사용자
⇨ T Wifi zone(보안 표시없음)
또는
ollehWiFi(보안 표시없음)
⇨ 경성포탈 ID / PWD 입력
※ 본인의 통신사와 동일한 wifi는 별도의 설정없이 자동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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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록에서 선택 후 인증 예
- SKT의 경우

위내용 입력후 등록

※ 무선와이파이 연결해제 후 다시 연결시 사용 가능
※ 1번 인증 시 6개월동안 재인증 없이 사용 가능

3.2.2. MAC 주소를 이용하는 경우(휴대폰 이용시)
1) 스마트폰 MAC 주소 확인
환경설정(설정) -> 휴대폰 정보 -> 상태 -> WIFI MAC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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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성 포탈에 본인 휴대폰 MAC 주소 입력

※ MAC ID로 저장 후 적용에는 30분정도의 시간이 소요됨으로 사전에 미리 설정 필요

3) 교내 무선 인터넷 목록에서 선택

4. 교내에서 무선 인터넷의 지속적인 사용 방법
1) SKT 무선 와이파이 이용 (6개월 사용가능)
2) MAC 주소를 이용한 KT 와이파이 사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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