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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폰] 지문인증 로그인 방법

STEP 1. 앱 설치 및 본교 모바일 홈페이지 입장

1. 앱 다운로드 및 설치

① 스토어로 가기

- [안드로이드] ‘Play 스토어’

- [iOS] ‘App Store’

②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검색

③ ‘앱 다운’ 및 ‘설치’

2. ‘앱 실행’

3. 본교 모바일 홈페이지 입장

‘로그인’ 클릭

* 스마트 폰의 지문인증을 위해서는

지문인증 서비스 가입이 완료 되

어야 합니다. (페이지 2~8 가입

안내 참조)



[스마트 폰] 지문인증 로그인 방법

STEP 2. 본교 모바일 홈페이지 입장

1. ‘학번’ 입력 > ‘로그인’

2. ‘지문입력’

3. 로그인 완료



[스마트 폰] 강의 수강 방법

STEP 1. 강의보기

1. ‘강의실’ > ‘강의보기’ 클릭

2. ‘강의보기’ 클릭



[스마트 폰] 강의 수강 방법

STEP 1. 강의 다운로드 보기

1. ‘강의실’ > ‘강의다운’ 클릭

2. ‘다운로드함’ 의 플레이 버튼 클릭



지문인증 서비스 가입 안내

STEP 1. 로그인

1. 인터넷 주소창에 cert.global.ac.kr 입력

2. 학교 통합로그인 페이지 ‘지문인증’ 클릭

3. ‘학번’ 입력 후 로그인 버튼 클릭

4. 지문인증 서비스 가입 메시지 > 확인

5.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https://cert.global.ac.kr



STEP 2. 서비스 가입

1. 스마트폰운영체제 선택

2. 휴대폰번호 입력 > 인증번호 요청

3. [스마트폰]인증번호 입력> 인증 확인

4. 가입 버튼 클릭

5. 지문 인증 서비스 가입 > OK

6. 결재 진행 여부 > OK

지문인증 서비스 가입 안내



STEP 3. 결재

1. 지문 인증 서비스 결재 > 결재

2. 결제 진행 > OK

3. 결재 단계 진행

① 결재요청

② 약관동의

③ 카드선택

- ‘결제 진행에 동의합니다’ > 클릭

④ 결재 완료

4. 결재 완료 > 확인완료(닫기)

5. PC와의 연결 > OK

결재 단계 진행

지문인증 서비스 가입 안내



지문인증 서비스 가입 안내

STEP 4. 앱 설치

1. (스마트폰)결재 완료 문자

- 다운로드 링크 클릭

2. 앱 다운로드 및 설치

<앱 직접 다운로드 방법>

① 앱 다운을 위해 스토어로 가기

- [안드로이드] ‘Play 스토어’

- [iOS] ‘App Store’

② ‘한국전자인증 통합인증센터’ 검색

③ 앱 다운 및 설치 실행

스마트 폰 문자 확인
및 다운로드 링크 클릭



지문인증 서비스 가입 안내

STEP 5. PC와의 연결

1. [PC]지문 인증 서비스-PC와 연결

① PC와 연결 인증 번호 요청’ 클릭

② 하단 ‘인증번호’ 생성 됨

2. 앱 실행

① 한국전자인증 통합인증센터

② 바이오인증 > PC와 연결

③ ‘PC 연결 코드’ 입력 후

PC와 연결 > 확인 > 성공

* PC와 연결 성공 후 자동으로 지문등록 페

이지로 이동 함



지문인증 서비스 가입 안내

STEP 6. 지문등록

1. [PC]지문 인증 서비스-지문 등록

- 지문등록 클릭

2. 통합인증센터 ‘푸쉬 알림’ 메시지 클릭

3. 지문인식 센서에 지문을 등록 함

- [스마트폰] 지문입력 > 완료

지문인식 센서에 지문 등록



지문인증 서비스 가입 안내

STEP 7. 지문인증 로그인

1. 지문인증 로그인

① 학교 통합로그인 > ‘지문인증’

② ‘학번’ 입력 후 로그인 버튼 클릭

③ FIDO앱 요청 > 확인

2. 통합인증센터 ‘푸쉬 알림’ 메시지 클릭

3. [앱]지문인식 센서에 지문 확인

- 지문입력 > 지문승인 완료

4. LMS로 자동이동 함(로그인 완료)

* 지문인증 로그인(강의보기, 시험 제한 없음)



PC와재연결

SETP2. 지문인증 서비스 가입하였으나 알림(푸쉬)이 오지 않는 경우

1. 지문 인증 서비스-PC와 재연결

① ‘PC와 연결 인증 번호 요청’ > 클릭

② 인증번호 요청 > OK

③ 하단 ‘인증번호’ 생성 됨

2. 앱 실행

① 한국전자인증 통합인증센터

② 바이오인증 > PC와 연결

③ ‘PC 연결 코드’ 입력 후

PC와 연결 > 확인 > 성공

* PC와 연결 성공 후 자동으로 지문등록 페이지로

이동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