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선 네트워크 접속 매뉴얼(eduroam포함)

 본 매뉴얼은 목포해양대학교 학내 무선 네트워크 접속을 위한 설정 방법을 제공하는 

매뉴얼입니다.

1. Google Android에서 무선 네트워크 접속

2. Apple iOS에서 무선 네트워크 접속

3. Windows10 운영체제에서 무선 네트워크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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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무선 네트워크 접속 참고사항

□ 이용 대상 : 목포해양대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

□ 이용 안내

- 무선 네트워크 사용을 위한 ID / 패스워드는, 학사행정 ID / 패스워드와 동일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하나의 ID 당 동시 접속기기 수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기기는 접속을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 eduroam 서비스 이용 안내

- eduroam(education roaming)은 국제적인 연구 및 교육 커뮤니티를 위해 개발된 

무선랜 로밍 엑세스 서비스로, 2003년부터 추진되어 2019년 6월 현재 전세계 101개국이 

참여하는 서비스입니다.

-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소를 방문하여 WiFi를 검색하여 'eduroam' 이라는 SSID를 발견하면 '

글로벌무선로밍서비스' 에 가입된 기관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 소속대학에서 사용 중인 자신의 무선랜 아이디@도메인/패스워드로 추가 인증 절차가 없이 

무선랜 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아이디@mmu.ac.kr/패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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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oogle Android 무선 네트워크 접속

□ STEP 1 : 무선 네트워크 설정을 위한 환경설정 실행

□ STEP 2 : 무선 네트워크 설정을 Wi-Fi 설정

 

⑴ [설정]을 클릭

 ※ 개인의 설정에 따라 메뉴 화면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음

[그림 1-1] 메인메뉴 설정 실행

⑴ 설정 메뉴에서 [연결]을 클릭

⑵ 연결 메뉴에서 [Wi-Fi]을 클릭

[그림 1-2] 무선네트워크 Wi-Fi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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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3 : Wi-Fi 네트워크 SSID 선택

□ STEP 4 : 무선 네트워크 접속 인증 설정

 

 ⑴ Wi-Fi 설정 메뉴에서

    Wi-Fi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체크박스를 클릭

 ⑵ Wi-Fi 네트워크 목록에서 

    [mmu@wifi]를 클릭

   ※ eduroam 서비스 이용자는

     [eduroam@wifi]를 클릭

[그림 1-3] 무선 Wi-Fi 선택

⑴ EAP방식을 [TTLS]로 선택

⑵ CA인증서 [인증 안 함]로 선택

⑶ [고급] 선택

⑷ 2단계 인증은 [PAP] 선택

  ※ TTLS / PAP 설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PEAP / GTC로 설정

⑸ [학사행정 ID 및 비밀번호]를 입력

 ※ eduroam 서비스 이용자는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 안내한 ID/PW입력

⑹ [연결] 버튼을 클릭

[그림 1-4] 무선 네트워크 인증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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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5 : 무선 네트워크 연결 완료

 

⑴ [STEP 4]단계에서 [연결] 버튼을 클릭하여

   정상적으로 인증이 성공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IP를 부여받음

⑵ 인증 및 IP 부여가 완료되어 좌측의 그림과 같이 

[연결됨]이라고 표시되면 정상적으로 네트워크에 

접속 완료된 상태이며, 상단의 아이콘이 LTE에서 

Wi-Fi 아이콘으로 변경됨

[그림 1-5] 무선 네트워크 연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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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pple iOS(iPhone/iPad) 무선 네트워크 접속

□ STEP 1 : 무선 네트워크 설정을 위한 환경설정 실행

 

□ STEP 2 : 무선 네트워크 설정을 Wi-Fi 설정 및 SSID 선택

 

⑴ 바탕화면에서 [설정]을 클릭

⑵ 설정 메뉴에서 [Wi-Fi]을 클릭

 

 ※ 개인의 설정에 따라 메뉴 화면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음

[그림 2-1] 메인 메뉴 환경설정 실행

⑴ Wi-Fi 네트워크 메뉴에서 

[Wi-Fi]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경우 활성화

 ⑵ Wi-Fi 네트워크 목록에서 

[mmu@wifi]를 클릭

   ※ eduroam 서비스 이용자는

[eduroam@wifi]를 클릭

[그림 2-2] 무선 네트워크 Wi-Fi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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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3 : 무선 네트워크 접속 인증 설정

 

□ STEP 4 : 무선 네트워크 연결 완료

 

⑴ [암호입력] 메뉴에서

   사용자이름과 암호에

   [학사행정 ID / 비밀번호]

   입력하고 [연결] 클릭

 ※ eduroam 서비스 이용자는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 안내한 

ID/PW입력

⑵ [인증서] 메뉴에서 신뢰 클릭

 ※ eduroam 서비스는 현재 소속

기관의 인증서가 표시됨
[그림 2-3] 무선 네트워크 인증 설정

⑴ [STEP 3]단계에서 [신뢰] 버튼을 클릭하여 정상적으로 

인증이 성공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IP를 부여받음

 ⑵ 인증 및 IP 부여가 완료되어 좌측의 그림과 같이 접속된 

SSID에 [∨] 표시되면 정상적으로 네트워크에 접속 완료된 

상태이며, 상단의 아이콘이 LTE에서 무선 아이콘으로 

변경됨

[그림 2-4]
무선 네트워크 연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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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indows10 운영체제에서 무선 네트워크 접속

□ STEP 1 : 무선 네트워크 확인

 

□ STEP 2 : 무선 네트워크 연결 정보 입력

 

⑴ 우리 대학 무선 네트워크[mmu@wifi] 접속 가능 여부 확인 

   ※ 무선 네트워크 검색하여 [mmu@wifi] 신호가 없으면 

사용 불가능

   ※ eduroam 서비스 이용자는 [eduroam@wifi] 선택

 

[그림 3-1] 무선 네트워크 확인

⑴ 무선 네트워크 검색 메뉴에서 

   [mmu@wifi] 연결 클릭

⑵ 사용자 정보 입력 창이 뜨면,

   아이디 / 비밀번호에

   [학사행정 ID / 비밀번호] 입력

 ※ eduroam 서비스 이용자는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 안내한 

ID/PW입력

⑶ [mmu@wifi]에 [연결됨]이 

   표시되면 무선 네트워크

   사용 가능[그림 3-2] 무선 네트워크 연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