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생체인증/개인(범
용)인증서 로그인 안내



Contents
01. 생체 인증 등록

02. 생체 인증 로그인 (모바일앱)

03. 생체 인증 로그인 (PC)

04. 공동인증서 등록/ 로그인 (모바일앱)

05. 유의사항



◈ 안내사항 ◈

▪ 모바일에서 생체인증/개인(범용) 공동인증서 로그인은 교육부 지침에 의하여 도입되었습니다.

▪ 개인(범용) 공동인증서 발급은 한국정보인증, 금융기관(은행)등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방법 문의는 한국정보인증, 금융기관(은행)등 발급기관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모바일기기에 생체인증 등록방법은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기기 제조사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의 바랍니다. 

▪ 모바일 앱 다운로드 안내는 www.cuk.edu에서 [학생지원] – [스마트캠퍼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cuk.edu/


01. 생체 인증 등록 (1)

①로그인 방법이 선택
되지않으면 선택 팝업
이 표시됩니다. (로그인
방법 변경하기를 클릭
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

지문/FaceID 생체인증
을 선택합니다.

②생체정보 등록/해지
클릭

③아이디/비밀번호
입력

④생체정보 등록을 클
릭 하여 생체정보를 등
록합니다.

⑤등록된 생체정보를
삭제하려면 생체정보
삭제를 클릭하여 삭제
할 수 있습니다.

①

② ③

④⑤



01. 생체 인증 등록 (2)

①

②

③

⑤

④

①본인명의의 휴대폰으
로 실명여부를 확인합
니다.

②본인확인이 되면 생
체인증을 등록합니다. 

※ 학교에 등록된 전화
번호와 인증에 사용한
전화번호가 동일해야합
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후 좌
측 상단의 [설정] > [개
인정보변경] 메뉴에서
휴대전화번호 변경)

③인증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링크를 눌러
설치합니다.

④인증앱이 설치된 경
우 서명 진행하기를 클
릭합니다.

⑤본인의 생체정보를
기기에 등록합니다.

홍길동



02. 생체 인증 로그인 (모바일앱)

①

②

③

④

①생체 인증 로그인을
하기 위해 지문/FaceID
생체 인증 클릭합니다.

②아이디 입력 후
로그인 버튼 클릭 합니
다.

③서명 진행하기 버튼
을 클릭하여 생체인증
앱으로 이동합니다.

④인증이 완료되면 학
교 앱에 로그인 됩니다.

iOS (아이폰,아이패드)
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동되지 않으니, 학교
앱을 재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03. 생체 인증 로그인 (PC) (1)

①
②

PC에서도 QR코드를 이
용하여 생체인증 로그
인이 가능합니다.

①아이디를 입력하고,

②[생체인증 로그인]
클릭합니다.

③ QR 코드가 생성되면, 
모바일의 KICASign+ 
앱을 실행 및 인증합니
다. (상세 내용 다음페
이지 참고)

※ 30초 이내에 인증을
완료해야 로그인 가능
합니다.

③



03. 생체 인증 로그인 (PC) (2)

①

②
③

④

①KICASign+ 앱 실행
후 PC 로그인용 QR 인
증 선택합니다.

②PC화면 QR코드를 촬
영 합니다.

③지문 또는 FaceID 등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인증을 실행 합니다.

④인증이 완료되면, PC
에서 로그인 처리가 진
행됩니다.



04. 공동인증서 등록(모바일) (1)

①

②

①KIcaSign+ 앱을 설치
합니다.

②설치 후, 서명진행하
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
음 화면으로 이동합니
다.

③인증서 가져오기
클릭합니다.

④Step1의 사이트를 인
터넷주소창에 입력하여
한국정보인증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사이트 : 
https://www.signgate.c
om

※ 인증 앱에 인증서
등록 방법 및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signgate.co
m/kicasignplus/appFunc0
2.sg

③

④

https://www.signgate.com/
https://www.signgate.com/kicasignplus/appFunc02.sg


04. 공동인증서 등록(모바일) (2)

①한국정보인증 메인화
면에서 인증서 관리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②인증서 관리에서 화
면 우측의 스마트 폰 인
증서 복사를 클릭합니
다.

※ 인증 앱에 인증서
등록 방법 및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signgate.co
m/kicasignplus/appFunc0
2.sg

① ②

https://www.signgate.com/kicasignplus/appFunc02.sg


04. 공동인증서 등록(모바일) (3)

①인증서 내보내기 화
면에서 사용하시는 모
바일 기종에 따라 아이
폰/안드로이드폰을 선
택하여 클릭합니다.

②와 같은 알림창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 인증 앱에 인증서
등록 방법 및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signgate.co
m/kicasignplus/appFunc0
2.sg

① ②

https://www.signgate.com/kicasignplus/appFunc02.sg


04. 공동인증서 등록(모바일) (4)

①개인(범용)공동인증
서를 클릭하여 비밀번
호를 입력합니다.

②인증번호 입력 화면
에 인증번호를 입력합
니다.

③의 인증번호를 ②의
인증화면에 입력하여
확인을 클릭합니다.

④인증서 이동이 성공
하면 인증서 내보내기
완료 안내가 확인됩니
다.

※ 모바일의 인증번호
는 유효기간 내에 입력
하지 않으면 다른 인증
번호로 변경됩니다. 

①

②

1234 4567 8901

③

④

1234 4567 8901



1234 4567 8901

04. 공동인증서 등록(모바일) (5)

①PC에서 인증서 내보
기가 완료되었다면, 모
바일의 인증서가져오기
를 클릭합니다.

②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③인증서가 등록완료
알림에서 확인을 클릭
합니다.

④와 같이 화면이 나타
나면 인증서를 모바일
로 가져오기가 완료됩
니다.

※매뉴얼대로 하였으나
인증서가 등록되지 않
는 경우 한국정보인증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
의가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 1577-8787

①

②
④

홍길동(12345678…)

③



홍길동(12345678…)

04. 공동인증서 로그인(모바일) (1)

①

②

③

④

①학교 앱에서 범용 공
동인증서 클릭합니다.

②학교 아이디 입력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
니다.

③서명 진행하기 버튼
을 클릭하여 인증 앱으
로 이동합니다.

④등록된 개인(범용)공
동인증서를 클릭하여
인증 을 진행합니다.

※ 학습시스템에서 등
록한 범용공동인증서와
동일한 인증서만 로그
인 가능합니다.

학교 ID 입력



홍길동(12345678…) 홍길동(12345678…)

04. 공동인증서 로그인(모바일)(2)

① ②
③

①등록된 인증서를 클
릭합니다.

② 인증서의 비밀번호
를 입력합니다.

③인증완료 알림에서
확인을 눌러주면 앱에
서 강의실 입장이 됩니
다.

※ 학습시스템에서 등
록한 범용공동인증서와
동일한 인증서만 로그
인 가능합니다.



05. 유의사항

▪ 모바일에서 생체인증/개인(범용)공동인증서 사용하려면 고려사이버대학교 모바일앱과 한국정보

인증(KICASignPlus) 앱을 설치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기기에서 생체인증(지문, 홍채, FaceID 등)을 지원해야 생체인증 로그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로 개통된 1개의 기기에만 등록이 가능하며, 학적부에 등록된 번호와 동일한 기기만

등록 가능합니다.

▪ 학적부상의 전화번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로그인 후 [설정] > [개인정보변경] 메뉴

에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 iOS(아이폰, 아이패드)에서는 로그인 완료 후 학교 앱을 재실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