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세  대  학  교
 

학 술 정 보 원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연세포탈 인증(로그인)시스템 변경 안내

          1. 근거 : 규정집 정보보안규정 제45조 (비밀번호)

  

...
② 응용프로그램의 인증시스템은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기간(최대 6개월)을 설
정할 수 있도록 한다. 
...
⑥ 응용프로그램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횟수에 대한 제한 설정 기능을 구현
하여 설정된 횟수에 도달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세션을 종료시키도록 
한다. 이러한 경우 해당 응용프로그램의 인증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
록 설계한다. 단, 수강신청 시스템은 예외로 한다.
1. 응용프로그램 관리자에 의해 비밀번호가 재설정될 때까지 해당 계정 사용 중지 
2. 잘못된 비밀번호 5회 이상 입력 시 최소 5분 이상 사용자 계정을 일시 중지
...

2. 2017학년도 2학기가 시작하는 2017.09.01.(금)부터 연세포탈 인증시스템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가. 근거 ②항목과 관련하여 비밀번호 최종 수정일이 180일 이상 지난 경우 

붙임1과 같이 로그인 후 비밀번호 변경을 안내하는 팝업을 출력합니다.

  나. 근거 ⑥항목과 관련하여 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시 붙임2와 같이 해당 IP

주소에서 계정에 대한 로그인을 차단합니다.(수강신청시스템, 성적조회시스템은 예외)

    ※ 다른 PC(다른 IP주소)에서 정확한 ID/PW를 입력하면 차단이 해제되고 로

그인이 성공합니다.

3. 다른 PC를 이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차단된 계정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대상

자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학부 및 대학원 재적생/졸업생, 교직원 중 퇴직자 : 임시비밀번호 발급

  나. 학부 및 대학원 입학예정자/교환학생/타대생, 교직원 중 현 재직자 : 학

술정보원 학사정보팀으로 비밀번호 초기화 요청

4. 시스템 적용 : 2017.08.31.(목) 18:00~24:00

  ※ 해당 시간동안 연세포탈 인증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으며, 2017

년 7월 이후 비밀번호 변경이력이 없는 모든 계정에 대해 비밀번호 최종변경일을 

2017.07.01.로 일괄 변경합니다.



붙임  1. 비밀번호 변경 안내 팝업 캡쳐 1부.

 2. 비밀번호 5회 입력오류로 인한 계정 차단 메시지 캡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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