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U 모바일 캠퍼스 이용안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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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보기

Ⅰ. 접속 방법 안내 – 1. 모바일 웹(브라우저 이용 접속)

1. 모바일 웹(브라우저 이용 접속)

- 어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이용

- 사용중인 스마트 기기 별 이용방법이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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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보기

Ⅰ. 접속 방법 안내 – 1. 모바일 웹(브라우저 이용 접속)

Android iOS

사용중인 기기에 맞춰 인터넷 브라우저를 실행합니다.

① Android : “Chrome” 실행 권장

② iOS : “Safari” 실행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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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보기

Ⅰ. 접속 방법 안내 – 1. 모바일 웹(브라우저 이용 접속)

직접 입력 포털사이트 검색

[ 해당 방법 중 편한 방법 이용 ]

① 직접 입력 : 인터넷 주소창에 www.dcu.ac.kr을 입력

② 포털사이트 검색 : “대구사이버대학교”를 검색 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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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보기

Ⅰ. 접속 방법 안내 – 2.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 설치)

2.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 설치)

- 앱스토어에 등록된 대학 어플리케이션 설치

- 대학에서 제공하는 알림 서비스 이용 가능

- 사용중인 스마트 기기 별 이용방법이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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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보기

Ⅰ. 접속 방법 안내 – 2.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 설치)

Android iOS

사용중인 기기에 맞춰 앱스토어를 실행합니다.

① Android : “Play 스토어” 실행

② iOS : “App Store”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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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보기

Ⅰ. 접속 방법 안내 – 2.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 설치)

① 설치 ② 실행

“대구사이버대학교 스마트앱”을 설치 후 실행 합니다.

① 설치 : “대구사이버대학교” 검색 후

“대구사이버대학교 스마트앱” 어플리케이션 “설치”

② 실행 : 완료된 “대구사이버대학교 스마트앱”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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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보기

Ⅱ. 로그인 방법 안내 – 1. 공동인증서 로그인

1.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이용 로그인

- PC에서 이용중인 인증서 복사 필요

- 1년에 1회 인증서 갱신 필요

- “모바일 웹, 모바일 앱” 중 한가지 선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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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보기

Ⅱ. 로그인 방법 안내 – 1. 공동인증서 로그인

1. 공동인증서 로그인

A. 인증서 복사하기(모바일 웹)

- 인증서 복사하는 방법 안내

- 안내 대상 : 모바일 웹

- 모바일 앱으로 이용을 원하는 경우

B. 인증서 복사하기(모바일 앱)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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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보기

Ⅱ. 로그인 방법 안내 – 1. 공동인증서 로그인

A. 인증서 복사하기 (모바일 웹)

[인증서 복사 1단계 - 스마트기기]

①브라우저실행 ②로그인선택 ③정보입력 ④앱호출

① 브라우저 실행 : 스마트 기기의 브라우저 실행

② 로그인 선택 : “등교하기” - “로그인” 선택

③ 정보 입력 : “학번, 비밀번호” 입력 후 “공동인증서 – 본인인증 로그인” 선택

④ 앱 호출 : “인증서 앱 호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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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보기

Ⅱ. 로그인 방법 안내 – 1. 공동인증서 로그인

A. 인증서 복사하기 (모바일 웹)

[인증서 복사 1단계 - 스마트기기]

⑤ 관리 선택 ⑥ 가져오기 ⑦ 번호 확인

⑤ 관리 선택 : “인증서 관리” 선택

⑥ 가져오기 : “인증서 가져오기” 선택

⑦ 번호 확인 : “인증번호” 확인 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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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보기

Ⅱ. 로그인 방법 안내 – 1. 공동인증서 로그인

A. 인증서 복사하기 (모바일 웹)

[인증서 복사 2단계 – 데스크탑PC]

① “데스크탑PC”에서 “통합로그인 페이지에 접속

② 하단 메뉴에서 “인증정보 관리” 클릭

③ ”공동인증서 복사” 클릭

④ 새 창에서 “모바일 인증서 간편복사 실행”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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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보기

Ⅱ. 로그인 방법 안내 – 1. 공동인증서 로그인

A. 인증서 복사하기 (모바일 웹)

[인증서 복사 2단계 – 데스크탑PC]

계속하여 “데스크탑PC”에서 진행합니다.

① “인증서 내보내기” 선택

② 복사 대상 인증서 선택

③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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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보기

Ⅱ. 로그인 방법 안내 – 1. 공동인증서 로그인

A. 인증서 복사하기 (모바일 웹)

[인증서 복사 2단계 – 데스크탑PC]

계속하여 “데스크탑PC”에서 진행합니다.

① 스마트 기기에 나타난 인증번호를 입력

② “확인”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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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보기

Ⅱ. 로그인 방법 안내 – 1. 공동인증서 로그인

A. 인증서 복사하기 (모바일 웹)

[인증서 복사 3단계 - 스마트기기]

① 가져오기 ② 인증서 확인

계속하여 “스마트 기기”에서 진행합니다.

① 가져오기 : “인증서 가져오기” 선택

② 인증서 확인 : 복사된 인증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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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보기

Ⅱ. 로그인 방법 안내 – 1. 공동인증서 로그인

1. 공동인증서 로그인

B. 인증서 복사하기(모바일 앱)

- 인증서 복사하는 방법 안내

- 안내 대상 : 모바일 앱

- 모바일 웹으로 이용을 원하는 경우

A. 인증서 복사하기(모바일 웹)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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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보기

Ⅱ. 로그인 방법 안내 – 1. 공동인증서 로그인

B. 인증서 복사하기 (모바일 앱)

[인증서 복사 1단계 - 스마트기기]

① 인증서 관리 ② 인증서 복사

“대구사이버대학교 스마트앱”을 설치 후 실행 합니다. (설치방법▶)

① 환경설정 : 상단 “환경설정“ – “인증서 관리” 선택

② 인증서 가져오기 실행 : “인증서 가져오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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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보기

Ⅱ. 로그인 방법 안내 – 1. 공동인증서 로그인

B. 인증서 복사하기 (모바일 앱)

[인증서 복사 1단계 - 스마트기기]

③ 번호 확인

계속하여 “스마트 기기”에서 진행합니다.

③ 번호 확인 : 화면에 나타난 “인증번호” 확인 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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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보기

Ⅱ. 로그인 방법 안내 – 1. 공동인증서 로그인

B. 인증서 복사하기 (모바일 앱)

[인증서 복사 2단계 – 데스크탑PC]

①“데스크탑PC”에서 “통합로그인 페이지에 접속

② 하단 메뉴에서 “인증정보 관리“ 클릭

③ “공동인증서 복사“ 클릭

④ 새 창에서 “모바일 인증서 간편복사 실행”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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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보기

Ⅱ. 로그인 방법 안내 – 1. 공동인증서 로그인

B. 인증서 복사하기 (모바일 앱)

[인증서 복사 2단계 – 데스크탑PC]

계속하여 “데스크탑PC”에서 진행합니다.

① “인증서 내보내기” 선택

② 복사 대상 인증서 선택

③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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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보기

Ⅱ. 로그인 방법 안내 – 1. 공동인증서 로그인

B. 인증서 복사하기 (모바일 앱)

[인증서 복사 2단계 – 데스크탑PC]

계속하여 “데스크탑PC”에서 진행합니다.

① 스마트 기기에 나타난 인증번호를 입력

② “확인”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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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보기

Ⅱ. 로그인 방법 안내 – 1. 공동인증서 로그인

B. 인증서 복사하기 (모바일 앱)

[인증서 복사 3단계 - 스마트기기]

① 가져오기

계속하여 “스마트 기기”에서 진행합니다.

① 가져오기 : “인증서 가져오기” 선택

② 복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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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보기

Ⅱ. 로그인 방법 안내 – 1. 공동인증서 로그인

1. 공동인증서 로그인

C. 인증서 로그인 이용하기

- 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 이용 방법

- 안내 대상 : 모바일 앱

- 모바일 웹 : 앱과 사용방법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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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보기

Ⅱ. 로그인 방법 안내 – 1. 공동인증서 로그인

C. 인증서 로그인 이용하기

①로그인실행 ②정보입력 ③인증서선택 ④정보입력

① 로그인 실행 : “로그인” – “본인인증” 선택

② 정보 입력 : “학번(아이디)” 입력 후 “인증서 로그인” 선택

③ 인증서 선택 : 대상 인증서 선택

④ 정보 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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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보기

Ⅱ. 로그인 방법 안내 – 2. 지문인증 로그인

2. 지문인증 로그인

- 생체정보(지문)를 이용하여 로그인

- 지문인증 지원 스마트 기기 필요

- 지문인증 서비스 가입 필요

- 사용중인 기기가 변경될 경우 재등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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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보기

Ⅱ. 로그인 방법 안내 – 2. 지문인증 로그인

2. 지문인증 로그인

A. 서비스 가입하기

- 지문인증 로그인 사용을 위한 가입 안내

- 안내 대상 : 모바일 앱

- 모바일 웹 : 지문인증 서비스 사용 불가

27



◀ 목차 보기

Ⅱ. 로그인 방법 안내 – 2. 지문인증 로그인

A. 서비스 가입하기

[지문인증 가입 1단계 - 데스크탑PC]

①“데스크탑PC”에서 “통합로그인 페이지”에 접속

② 하단 메뉴에서 “인증정보 관리“ 클릭

③ ”생체인증 가입”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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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보기

Ⅱ. 로그인 방법 안내 – 2. 지문인증 로그인

A. 서비스 가입하기

[지문인증 가입 1단계 - 데스크탑PC]

계속하여 “서비스 가입”을 진행합니다.

- 화면에 나타난 QR 코드를 확인합니다.

* 현재 화면에 나타난 QR 코드는 샘플입니다.

반드시 본인 로그인 화면의 QR 코드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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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보기

Ⅱ. 로그인 방법 안내 – 2. 지문인증 로그인

A. 서비스 가입하기

[지문인증 가입 2단계 - 스마트기기]

① 로그인 실행

계속하여 “스마트 기기”에서 진행합니다.

① 환경설정 : “환경설정” 선택

② QR스캔 : “생체인증관리(QR 스캐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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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보기

Ⅱ. 로그인 방법 안내 – 2. 지문인증 로그인

A. 서비스 가입하기

[지문인증 가입 2단계 - 스마트기기]

③ QR 스캔 ④ 지문 인증

계속하여 “스마트 기기”에서 진행합니다.

③ QR 스캔 : 데스크탑PC에 나타난 “QR코드” 스캔

④ 지문 인증 : 지문 인증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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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보기

Ⅱ. 로그인 방법 안내 – 2. 지문인증 로그인

2. 지문인증 로그인

B. 지문인증 로그인 이용하기 (모바일 앱)

- 지문인증 로그인 사용을 안내

- 안내 대상 : 모바일 앱

- 모바일 웹 : 지문인증 서비스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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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보기

Ⅱ. 로그인 방법 안내 – 2. 지문인증 로그인

B. 지문인증 로그인 이용하기 (모바일 앱)

①로그인실행 ②정보입력 ③지문인증 ④로그인완료

① 로그인 실행 : “로그인” – “본인인증” 선택

② 정보 입력 : “학번(아이디)” 입력 후 “생체인증 로그인” 선택

③ 지문 인증 : 지문 인증 진행

④ 로그인 완료 : “로그인”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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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보기

Ⅱ. 로그인 방법 안내 – 2. 지문인증 로그인

2. 지문인증 로그인

C. 지문인증 로그인 이용하기 (데스크탑PC)

- 지문인증 로그인 사용을 안내

- 안내 대상 : 데스크탑PC

- 데스크탑PC에서 지문인증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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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보기

Ⅱ. 로그인 방법 안내 – 2. 지문인증 로그인

C. 지문인증 로그인 이용하기 (데스크탑PC)

[지문인증 로그인 1단계 - 데스크탑PC]

① “데스크탑PC”에서 “통합로그인 페이지”에 접속

② “학번, 비밀번호” 입력

③ ”생체인증(지문)” 클릭

④ “본인인증 로그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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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보기

Ⅱ. 로그인 방법 안내 – 2. 지문인증 로그인

C. 지문인증 로그인 이용하기 (데스크탑PC)

[지문인증 로그인 1단계 - 데스크탑PC]

계속하여 “지문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화면에 나타난 QR 코드를 확인합니다.

* 현재 화면에 나타난 QR 코드는 샘플입니다.

반드시 본인 로그인 화면의 QR 코드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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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보기

Ⅱ. 로그인 방법 안내 – 2. 지문인증 로그인

C. 지문인증 로그인 이용하기 (데스크탑PC)

[지문인증 로그인 2단계 - 스마트기기]

① QR 실행 ② QR 스캔 ③ 지문 인증

계속하여 “스마트 기기”에서 진행합니다.

① QR 실행 : “환경설정” – “QR 스캐너＂ 실행

② QR 스캔 : 데스크탑 화면의 QR 코드 스캔

③ 지문 인증 : 지문 인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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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보기

Ⅱ. 로그인 방법 안내 – 2. 지문인증 로그인

C. 지문인증 로그인 이용하기 (데스크탑PC)

[지문인증 로그인 3단계 - 데스크탑PC]

계속하여 “지문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① 로그인 완료 : “확인” 버튼 선택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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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보기

Ⅲ. 강의실 이용 안내

- 강의 수강, 학적 조회 및 신청 등

- 데스크탑PC와 동일한 정보 이용 가능

(단, 미지원 메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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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보기

Ⅲ. 강의실 이용 안내
① 로그인 ② 포털 입장 ③ 포털 이용

스마트 기기에서 “스마트포털” 이용방법을 알아봅니다.

① 로그인 : 선호하는 방법으로 로그인

② 포털 입장 : “메인화면” - “강의실(스마트포털)” 선택

③ 포털 이용 : “스마트포털”을 살펴보고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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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보기

Ⅲ. 강의실 이용 안내
① 과목 선택 ② 활동 선택 ③ 강의 수강

“스마트포털”에서 강의 수강방법을 알아봅니다.

① 과목 선택 :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 선택

② 활동 선택 : “주차” 선택 후 “활동” 선택

③ 강의 수강 : 선택한 강의를 수강

* 수강 후 “학습종료”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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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보기

Ⅳ. 자주 찾는 질문

Q1. 제가 사용하는 기기의 종류를 모르겠습니다.

A1. 일반적으로 Apple社의 제품은 iOS, 그 이외의 제품은 Android 입니다.

Q2. 사용 가능한 인증서는 무엇인가요?

A2.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Q3. 지문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기인지 궁금합니다.

A3. 지문 식별 인증을 받은 지문센서가 탑재된 기기에서 가능하며, 정확

한 확인을 위해 사용중인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문의 바랍니다.

(삼성: 갤럭시 노트5 이후, 갤럭시 S8 이후 부터 공식지원)

42



◀ 목차 보기

Ⅳ. 자주 찾는 질문

Q4. 강의 수강 중 영상 끊김이 많이 발생합니다.

A4. 버퍼링은 네트워크 속도와 매우 밀접한 영향이 있으므로, 우선 사용

중인 무선인터넷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후 지속적인 문제 발생시 학교로 문의 바랍니다.

Q5. 모바일 웹과 모바일 앱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5. 실행 방식과 사용 가능한 기능에 차이가 있습니다.

모바일 웹 :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 무설치, 기본 기능만 이용 가능

모바일 앱 : 앱스토어에서 설치 후 이용, 우리대학의 부가 기능 이용

알림메시지 수신 및 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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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보기

Ⅳ. 자주 찾는 질문
Q6. 지문인증 로그인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A6.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지문등록이 안되어 있거나 QR코드 유효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허용된 인증장치가 없습니다.(9005)

사용중인 기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재설치(삭제 후 설치) 등을 하신 경우, “장치 재등록”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치 재등록 바로가기 ▶]

지문등록이 안되어 있거나 QR코드 유효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허용된 인증장치가 없습니다.(239)

스마트폰의 지문 잠금 기능을 활성화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기의 지문 잠금 기능 사용방법은

제조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용자가 등록하여 사용중인 단말기 입니다.

기기가 변경되거나 기기 정보가 변경된 경우 “장치 재등록”을 하여야합니다. [장치 재등록 바로가기 ▶]

[오류발생 – 거래대기중 (앱실행안됨)]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지문인증 사용 시 스마트앱에서 QR코드 스캔 후 “확인”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미지원 단말기 입니다.

지문 식별 인증을 받은 지문센서 탑재 단말기만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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