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학생증(KAU ID) 이용 안내
모바일학생증(KAU ID)이란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QR 학생증과 NFC 학생증을 말합니다. 도서관
출입, 좌석예약, 도서 대출/반납 및 학내에서 학생증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pp 실행 후 모바일학생증의 QR코드를 모바일리더기에 인식시켜 사용이 가능합니다. NFC(HCE) 기능을
지원하는 안드로드폰 사용자(OS 4.4 킷켓 이상)는 ‘NFC 카드모드’ 설정 후 스마트폰 뒷면을 학생증 인증
단말기에 Tag하여 학생증 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 iPhone은 NFC 기능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QR 학생증만 가능.

①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는 구글 Play 스토어에서, 아이폰 사용자는 애플 앱스토어
에서 ‘한국항공대학교 모바일학생증‘ 또는 ‘KAU ID’로 검색 후 다운로드 및 설치.
② 설치된 KAU ID App을 실행하여 로그인 화면에서 종합정보시스템(포탈시스템)
Login ID(학번)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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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모바일학생증 발급을 위해서는 포탈시스템에 본인의 핸드폰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포탈시스템에 등록된 핸드폰 번호와 발급하는 핸드폰 번호가 다른 경우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 재학생의 경우 학생증 카드 발급 내역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며, 신입생의 경우 모바일학생증 발급은
가능하나, 3월 중 학생증 카드를 발급하지 않으면 자동 사용정지가 되니 이용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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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과정 중 NFC(HCE)를 지원하는 안드로이드 폰(OS 4.4 킷켓 이상)인 경우 NFC 학생증이 동시에 발급이 됩니다.

• KAU ID App 실행 후 QR 학생증을
모바일리더기에 인식시켜서 사용합니다.
• NFC 학생증 사용을 위해서는 스마트폰에서
‘NFC 카드 모드’를 활성화 시켜야 하며, 앱을
실행 시킬 필요는 없지만, 우측 화면과 같이
화면이 켜진 상태에서 Tag 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캠퍼스 통합 서비스
(http://kid.kau.ac.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정보시스템 Login ID를 이용하여 이용 가능)
※
유의사항

핸드폰 분실 시 분실등록을 하셔야 도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바꾼
경우도 기기변경 등록을 하셔야 새로운 스마트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PC나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캠퍼스 통합서비스(http://kid.kau.ac.kr/)에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
※ 기기변경 시 핸드폰번호가 바뀐 경우는 종합정보시스템 MyInfo에 변경 등록 필요.
※ 복사한 QR학생증은 사용이 불가하며 모니터링이 되고 있으니, 반드시 App을 실행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

모바일학생증 이용 중 오류 및 문의사항은 모바일 학생증 > 알림 > 버그게시판 또는 symtra97@gmail.com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