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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 OSX WiFi 설정 요약본 ] 
 
 

[ 설정 방법 1 ] 

1. 우선[MAC 로고] –[시스템환경설정 ]메뉴를 클릭 

2. [시스템환경설정 ]-[네트워크] 메뉴를 클릭 

3. Wi-Fi 가 무선네트워크를 설정하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끔 상태에 

   있으며 [Wi-Fi 켜기]버튼을 클릭 

4. 네트워크 이름 검색을 클릭, PNU-WiFi 을 선택 

5. 네트워크 이름 검색 후, PNU-WiFi 선택 하면, 사용자 이름(학번 

   또는 교직원번호) 및 암호(학생지원시스템 또는 PIP비밀번호)를 입력 

  6. 연결이 완료 되면 인터넷 사용가능(설정완료) 

 
[ 설정 방법 2 ] 

1. 우선[MAC 로고] –[시스템환경설정 ] 메뉴를 클릭 

2. [네트워크]- [고급] 메뉴를 클릭 

3. [고급]- [Wi-Fi] 탭에서 권장네트워크를 추가하기 위해서 , [+] 메뉴를 클릭 

4. 네트워크를 추가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선택] 을 클릭합니다. 

5. 네트워크 추가에서 [PNU-WiFi] 을 선택한다. 

6. “프로파일 이름 및 보안유형 입력” 화면에서, 

네트워크 이름 : PNU-WiFi 

보            안 : 기업용 WPA2 

사용자   이름 : (학번 또는 교직원 번호)  

암            호 : (학생지원시스템 또는 PIP비밀번호) 

를 입력 

7. [PNU-WiFi] 네트워크 인증 중 화면 일때 [계속] 버튼을 클릭 

8. 인증 완료가 되면 인터넷 사용가능(설정완료) 



      MAC OSX WiFi 설정 및 사용방법 
 
 

 MAC OSX 10.7.4 Macbook 노트북에서 무선네트워크 설정 방법입니다.       

 2가지 방법으로 설정이 가능하며 아래의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설정 방법 1 ] 

1. 우선[MAC 로고] –[시스템환경설정 ]메뉴를 클릭한다. 

2. [시스템환경설정 ]-[네트워크] 메뉴를 클릭한다. 



3. Wi-Fi  무선네트워크를 설정하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끔 상태에 있 

으며 [Wi-Fi 켜기]버튼을 클릭하여 아래와 같은 상태로 변경합니다. 



4. 네트워크 이름 검색을 클릭, PNU-WiFi 을 선택합니다. 



5. 네트워크 이름 검색 후, PNU-WiFi 선택 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 타

나며, 사용자 이름 (학번 또는 교직원번호) 및 암호(학생지원시스템 

또는 PIP비밀번호)를 입력 합니다. 



6. 연결이 완료 되면 아래와 같이 되며 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 설정 방법 2 ] 

1. 우선[MAC 로고] [시스템환경설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2. [네트워크]- [고급] 메뉴를 클릭한다. 



3. [고급]- [Wi-Fi] 탭에서 권장네트워크를 추가하기 위해서 , [+] 메뉴를 클 

릭 합니다. 



4. 네트워크를 추가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선택] 을 클릭합니다. 



5. 네트워크 추가에서 [PNU-WiFi] 을 선택한다 



6. 아래와 같은 화면 일 때, 

네트워크 이름 : PNU-WiFi 

보 안 : 기업용 WPA2 

사용자 이름 : (교직원 번호 OR 학번)  

암             호 : (PIP비밀번호 또는 학생지원시스템) 

를 입력한다. 



7. [PNU-WiFi] 네트워크 인증 중 화면 일때 [계속] 버튼을 클릭합니다. 



8. 인증 완료가 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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