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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매뉴얼에서는

교직원지원통합시스템에인증앱을 2단계인증으로등록하여사용하던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기 2단계 인증 신규 등록은 "2단계인증매뉴얼"을

일주일간 2단계 인증 건너뛰기는＂기기인증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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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교직원지원통합시스템에 휴대전화의 앱을 2단계 인증으로 등록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앱이 설치된휴대전화기기를변경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1. 아래 순서로 처리합니다.

1. E-MAIL을 사용하여 2단계 인증 후 로그인 (pp.5-6)

2. 인증 관리에서 인증 앱 초기화 (pp.7-8)

3. 다시 앱 등록하여 2단계 인증 (pp.9-13)

4. 로그인 확인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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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AIL을 사용하여 2단계 인증 후 로그인

가. 교직원지원시스템 로그인 페이지에서 ID/PW로 로그인 하세요

A1. 휴대전화기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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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AIL을 사용하여 2단계 인증 후 로그인

나. E-MAIL을 사용하여 2단계 인증 후 교직원지원통합시스템으로 로그인 하세요

A1. 휴대전화기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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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 관리에서 인증 앱 초기화

가. 인증관리 프로그램에서인증앱초기화를 선택하세요

A1. 휴대전화기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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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 관리에서 인증 앱 초기화

나. 로그아웃 하세요

A1. 휴대전화기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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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휴대전화기기변경

3. 다시 앱 등록하여 2단계 인증

가. (앱에서) 휴대전화 기기에 앱을 설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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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휴대전화기기변경

3. 다시 앱 등록하여 2단계 인증

나. (PC에서) 로그인 페이지에서 다시 ID/PW로 로그인 후 등록을 위한 발급코드를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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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휴대전화기기변경

3. 다시 앱 등록하여 2단계 인증

다. (PC, 앱에서) PC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를 휴대전화 기기의 앱에 입력 후 등록요청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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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휴대전화기기변경

3. 다시 앱 등록하여 2단계 인증

라. (앱에서) 인증수단을 등록하세요 (패턴, PIN번호, 생체인식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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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휴대전화기기변경

3. 다시 앱 등록하여 2단계 인증

마. (앱에서) 서비스 목록에 학교 정보가 보이는지 확인해주세요

여기까지완료했다면

인증앱등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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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휴대전화기기변경

4. 로그인 확인

가. (PC에서) 로그인 페이지에서 ID/PW로 로그인하고 오른쪽 화면이 표시되는지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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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휴대전화기기변경

나. (앱에서) 수신된 2단계 인증 푸시 메시지를 선택하여 등록한 인증수단으로 인증하면 완료입니다

4. 로그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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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교직원지원통합시스템에 휴대전화의 앱을 2단계 인증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던 중

앱을삭제해버렸습니다. 다시 인증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2. 휴대전화 기기 변경과 처리 방법이 동일합니다.

앞의 A1. 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E-MAIL을 사용하여 2단계 인증 후 로그인 (pp.5-6)

2. 인증 관리에서 인증 앱 초기화 (pp.7-8)

3. 다시 앱 등록하여 2단계 인증 (pp.9-13)

4. 로그인 확인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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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인증 앱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고 PC에서 ID/PW로 로그인을 했는데

인증 앱을 설치한 휴대전화 기기에푸시메시지가수신되지 않아요.

A3. 인증 앱에서 푸시를 재등록 합니다.

1. 인증 앱에서 푸시 재등록 (p.18)

2. 다시 로그인 하여 푸시 수신 확인 (p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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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증 앱에서 푸시 재등록

가. (앱에서) 푸시 재등록 버튼을 선택하여 주세요

A3. 인증앱에서푸시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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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인증앱에서푸시재등록

2. 다시 로그인하여 푸시 메시지 수신 확인

가. (PC에서) 로그인 페이지에서 ID/PW로 로그인하고 오른쪽 화면이 표시되는지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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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인증앱에서푸시재등록

나. (앱에서) 수신된 2단계 인증 푸시 메시지를 선택하여 등록한 인증수단으로 인증하면 완료입니다

2. 다시 로그인하여 푸시 메시지 수신 확인



21

Q4. 로그인 할 때 “이 브라우저에서 2단계인증건너뛰기”를 선택하여 정상적으로 로그인 했습니다.

다음에 로그인 할 때는 2단계 인증을 건너뛰어야 하는데 또다시 2단계 인증을 요구하고 있어요.

기기인증을 해서 2단계인증을건너뛰는방법을 알려주세요.

A4. 사용하시는 브라우저의 설정을 확인해주세요.

브라우저(chrome, edge, IE, firefox 등)에서 쿠키(cookie)를 삭제하시면 기기인증이 작동하지 않는데

사용자 브라우저에브라우저종료시검색기록 삭제기능이 설정되어 있어

쿠키 정보가 같이 삭제되어 기기인증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본 매뉴얼에서는 chrome과 edge 브라우저에서종료시쿠키삭제기능을 해제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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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기기인증관련)브라우저의쿠키삭제기능해제

가. 크롬 브라우저의설정선택 → 개인정보및보안선택 → 쿠키및기타사이트데이터선택

1-1. 브라우저 종료 시 쿠키 삭제 기능 해제 (ch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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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든창이닫히면쿠키및사이트데이터삭제항목을해제하세요

1-1. 브라우저 종료 시 쿠키 삭제 기능 해제 (chrome)

X

A4. (기기인증관련)브라우저의쿠키삭제기능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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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브라우저 종료 시 쿠키 삭제 기능 해제 (edge)

가. 엣지 브라우저의 설정선택 → 개인정보, 검색 및서비스 선택 → 브라우저를 닫을 때마다지울항목선택 선택

A4. (기기인증관련)브라우저의쿠키삭제기능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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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쿠키및기타사이트데이터항목을해제하세요

1-2. 브라우저 종료 시 쿠키 삭제 기능 해제 (edge)

X

A4. (기기인증관련)브라우저의쿠키삭제기능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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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PC에서) 로그인 페이지에서 ID/PW로 로그인하고 “이 브라우저에서 2단계인증건너뛰기”를 선택하세요

2. 기기 인증 설정하여 로그인

A4. (기기인증관련)브라우저의쿠키삭제기능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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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앱에서) 수신된 2단계 인증 푸시 메시지를 선택하여 등록한 인증수단으로 인증 후 로그인 하세요

2. 기기 인증 설정하여 로그인

A4. (기기인증관련)브라우저의쿠키삭제기능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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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C에서) 인증관리 프로그램에서기기(브라우저) 인증관리를 선택하여 기기인증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2. 기기 인증 설정하여 로그인

A4. (기기인증관련)브라우저의쿠키삭제기능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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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PC에서) 브라우저 종료 후 다시 실행하여 로그인 했을 때 2단계 인증 없이 로그인 되면 완료입니다

2. 기기 인증 설정하여 로그인

A4. (기기인증관련)브라우저의쿠키삭제기능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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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인증 앱을 등록해서 사용했었는데 갑자기 잘 작동하지 않아요.

(앞의 예시를 따라했는데 잘 되지 않음, 그 외 기타 문제 발생 등)

A5. IT지원센터(053-850-2629)로 연락해주세요.

인증 앱과 교직원지원통합시스템의 2단계 인증 등록 정보를 모두 초기화 후

재등록하는 작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