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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얼
본 자료는 WebCache 의 사용방법을 기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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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CACHE?
WebCache 는 웹 기반 다운로드 가속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WebCache 는 대용량 파일을 웹 브라우저를 통해 국외 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 할 때 효과적입니다.

로그인
www.coreen.or.kr 을 방문합니다. Collaboration Servies à 서비스 전체보기를 클릭합니다.

WebCache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COREEN IMS 에 사용자 등록이 되어 있거나 소속기관이
KAFE 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COREEN IMS(https://coreen-idp.kreonet.net/)에서 사용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 그림의 실행하기를 클릭한 후 로그인 하십시오. COREEN IMS 에 등록된 사용자는 Identity Provider
선택 창에서 “Coreen est.ID”를 선택하고 로그인합니다. KAFE 회원기관 소속의 사용자는 소속 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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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합니다. 로그인 과정 중 나타나는 “사용자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창에서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IP 주소 등록
사용하는 PC 의 IP 주소를 WebCache 에 등록해야 다운로드 가속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뉴의
“Config WebCache”를 선택해 새로운 IP 주소를 등록합니다. 1 명의 사용자는 최대 3 개의 IP 주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IP 주소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T&C(Terms & Conditions)에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를
체크하고 Add 버튼을 클릭하면 IP 주소가 등록됩니다.

등록한 PC 에 WEBCACHE 정보 입력
등록된 PC 에 WebCache 정보를 입력해야 다운로드 가속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WebCache 에
로그인한 후 Help 메뉴의 사용 예에서 WebCache 의 주소(도메인이름)와 포트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e.g. webcache.example.org:2580). 지금부터 WebCache 의 주소와 포트번호를
webcache.example.org:2580 인 것으로 예시합니다.
• Windows 7(Internet Explorer 10 이상)
1. 제어판의 “네트워크 및 인터넷” 항목을 클릭한 후 “인터넷 옵션”을 선택합니다. 또는 웹
브라우저의 도구 메뉴에서 인터넷 옵션을 클릭합니다.
2. 인터넷 “연결” 탭을 선택하고 하단의 “LAN 설정”을 클릭합니다. “프록시 서버”항목의
“사용자 LAN 에 프록시 서버 사용”을 체크한 후 프록시 서버의 주소와 포트번호를 입력합니다.
본 예시에서 프록시 서버의 주소는 webcache.example.org 이고 포트번호는 2580 입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설정이 완료됩니다.
3. WebCache 를 이용하면 특정 사이트(은행 등)에 접속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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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ux(CentOS 6.4 이상, Firefox 17.0 이상)
1. 시작(?) 메뉴의 “System/Preferences/Network Proxy”를 클릭하고 “Proxy Configuration”
탭을 선택합니다. 또는 웹 브라우저의 “Edit/Preferences/Advanced/”를 클릭합니다.
2. “Network” 탭을 선택하고 “Connection”의 “Settings”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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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nual proxy configuration”을 체크합니다. HTTP Proxy 에 프록시 주소와 포트번호를
입력합니다.
4. “Close”를 클릭해 설정을 마칩니다.

• Mac(OSX 10.8.5, Chrome 34 이상)
1. 시스템 환경설정의 “네트워크” 항목에서 오른쪽 하단의 고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록시”
탭을 선택합니다. 또는 Chrome 브라우저에서 “설정”을 클릭하고 “네트워크” 항목에서
“프록시 설정 변경”을 선택합니다.

2. “구성하려는 프로토콜 선택”에서 “웹 프록시(HTTP)”를 체크합니다. “웹 프록시 서버”에
프록시 주소와 포트번호를 입력합니다.
3. “승인”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을 마무리합니다.

[Last updated: 12-16-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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