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선린  스마트캠퍼스란?  

선린 스마트캠퍼스  

All in one, just smart phone! 

선릮대학교 학생들은 스마트폰 및 학생증을 통해
서 도서관이용, 학교시설물예약, 기숙사출입 및 
식당,매점,버스승차의 모든 결제까지도 갂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학생홗을 스마트하게 바꾸어 드리는 선릮 스마
트캠퍼스를 통해서 더욱 편리하고 갂편하게 이용
하세요.   선릮 스마트캠퍼스는 학생들의 교육, 편의 

홖경을 스마트하게 제공하여 대학 비젂에 
맞는 인재들의 자기발젂에 집중핛 수 있도
록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핛 예정이오니 
참여를 통해서 함께 발젂하는 스마트캠퍼
스를 기대해 주세요.   

“국내 최고 인성+직업융합교육 대표 대학” 

  목표와 함께 발전하는 시스템  

  
스마트캠퍼스 

App(앱) 

스마트결제 
(NFC결제)  

스마트버스 
(BUS BIS) 

스마트학생증 

식당,매점,서점 
간편결제  

무인복사 
프린트 

셔틀버스 
위치정보 

버스승차 
요금지불 

간편결제 
완 연동 

도서대출 
자리배정 

학사/행정 
정보확인 

개인맞춤 
알림  

선린머니(SUNLIN MONEY)는 젂국대학 최초 교내 
선불형 통합결제서비스 지원, 
스마트폰과 싞규발행 학생증 병행 사용가능 합니다. 
 
★ 아이폰은 애플사의 보안문제로 결제 서비스 안됨 
★ 신기술 적용으로 일부 폰(Phone) 결제서비스 에러 
    발생 핛 수 있음 (학생증이용) 빠른 시일 내 불편해소 



2.  앱  설치하기- ①  

1 

선릮대학교 스마트캠퍼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릮스마
트캠퍼스 앱(Application)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아래 숚서대로 
접속하셔서 설치를 하여 주세요.  

스마트폰에서 www.sunlin.ac.kr 접하여서 공지사항의 항목
중에 선릮스마트캠퍼스 다욲로드 안내 내용 중에 있는 다
욲로드 URL 링크를 클릭하세요.  
 
안드로이드 및 아이폰 모두 동일핚 방식으로 공지 사항을 
통해서 다욲로드 안내를 게시핛 예정이오니 스마트폰이라
면 동일핚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 준비 및 체크 사항 

   - 안드로이드의 경우 스마트폰 OS버젂이 4.**  이상 버젂 

    최적화 되어 있으므로 자싞의 폰의 버젂을 확인해 보세요 

    ( 확인 방법 : 스마트폰의 설정에서 OS버젂 체크 )  

    

  - 선릮스마트캠퍼스는  

     NFC를 지원합니다.  

     NFC 버튼을 클릭해서  

     읽기/쓰기/P2P기능이  

     홗성화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  

       

스마트폰에서 선린대학교 홈페이지  접속 



2.  앱  설치하기- ②  

2 선린 스마트 캠퍼스 다운로드 페이지 접속  

공지사항을 통해서 다욲로드 URL을 통해
서 접속하시면 스마트폰 OS별로 다욲로드  
버튼이 나옵니다.  
자싞의 OS에 맞는 다욲로드 버튼을 누리시
면 다욲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OS의 경우는 구글 Play스토어
에서도 바로 다욲로드 가능합니다.  
 
[ 안드로이드 스토어에서 다욲로드 방법] 
1. 스마트폰에서 Play스토어 앱 실행  
2. 상단 오픈쪽의 검색버튼을 통해서 „선릮대학교‟

를 입력하고 검색 
3. 앱을 선택하고 „설치‟ 누르기  
4. „동의 및 다욲로드‟ 버튼 누르면 앱설치 진행됨.  
5. 다욲로드 및 설치가 완료되면 앱을 실행해주세

요. ( 자동업데이트 허용에 체크해주세요. )  

 

3 앱 실행하기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된 앱을 실행해 주세요.  

SLU 앱 다욲로드 페이지  



3.  로그인  및  앱  설명  

1 로그인 방법  

선릮 스마트캠퍼스 앱을 사용하실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선릮대학교에서 홈페이지에서 사용하시는 아이
디 패스워드와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ID: 학번  
Password : 비밀번호  
 
※ 자동로그인을 체크하시면 매번 로그하실 필요
없이 편리하게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2 부가정보 확인  

이메일 정보를 넣어 주시면 향후  
서비스 관렦 정보를 메일로도 보내드
립니다.  
 
옵션이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앱  이용하기   

앱 메인의 정보 보기 

선릮 스마트캠퍼스 앱은 개인별로 맞춤형 카드 
형 태 로  정 보 를  제 공 합 니 다 . Today, PAST, 
Bookmark 를 좌우로 스크롟 하면서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고, 다시 보고 싶은 정보는 정보 오른
쪽 상단의 별표시를 선택하면 북마크에 저장됩니
다.  

1 

메뉴 기능 사용하기  2 

메인에서 좌측으로 스크롟 또는 메뉴버튼을 클릭하면 메뉴 기능이 홗성화 됩니다.  
즐겨찾기 메뉴는 설정으로 가셔서 설정하실 수 있고, 젂체 이용가능핚 서비스 항목도  
보실 수 있습니다.  



5.  선린  간편결제란?   

선불충젂완료, 이
제 편리하게 스마
트폰으로 결하세
요.  

바로 사용 

어플리케이션에서 선불 
충젂하기에서 제공하는 
개인별 가상계좌 번호로  
입금하시면 바로 사용가능합니다. 
 
※ 충젂기준 금액 : 3만원/5만원 단위   
※ 가상계좌는 대구은행으로 개인별로 제공됩
니다. ( 스마트선릮의 선불충젂하기 메뉴를 선
택하면 좀더 자세핚 내용을 확인 핛 수 있습
니다.)   

사용핛 금액 입금 

학내의 모든 결제를 선불로 편리
하게 이용핛 수 있습니다.  

선린 선불시스템 

스마트폰과 학생증으로 동
일하게 견편결제를 이용하
실 수 있습니다.  
(단, iOS는 스마트폰  
결제가  지원되지 않습니
다. )  

스마트폰과 학생증 

사용 

계좌 
이체 

선릮 
머니 

스마
트폰 

학생식당 카페테리아 매점/서점 무인복사 셔틀버스 

1 

2 

3 

4 

※ 사용처 

사용처는 단계적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6.  간편결제  이용하기  

결제처  1 

○ CJ프레시웨이 중앙식당 

사용법 2 

○ CJ프레시웨이 매점 2 곳 

○ 유/무인 프릮팅 

○ 선릮카페(5월중 Open) 

○ 통학 버스 

○ 제증명 발급기(2학기 Open) 

클라우드 프릮팅 

버스  

식당/ 매점/ 카페 /POD 센터 

○ CJ프레시웨이 중앙식당 

1. Menu 선택 

1 

SL Point 버튼 선택 

2 

카드를 Touch 하세요 



7.  간편결제  충전하기  

1 SLU 머니 선택 2 충전하기 

4 계좌확인 5 은행 APP 으로 입금하기 6 정상 입금시 Push 메시지로 확인 

○ 충젂하기 버튼 후 학생 모바일 뱅킹 APP 을 통핚 자기 가상 계좌로만 입금을 

   하셔야 합니다.   
○ 은행을 통해서 입금 후 20붂후 SLU 머니 확인이 가능(버스 타기전 잒액 확인)   
○ 6번 정상 Push 메시지 30붂 후에도 충젂 확인이 불가시 02-2109-9831 로 문의하세요 
○ 오입금 방지를 위하여 금액선택과 계좌입금 금액이 불일치시 입금 처리되지 않습니다. 

3 금액 선택 



8.  버스  이용하기   

버스 승차하기  1 

옆의 사진과 같이 버스에 부착된 리더기에 
학생증 또는 스마트폰을 가져다 되면  
바로 결제와 승차 인증이 됩니다.  
 
※ 유료노선의 경우 선불금액을 충젂하지 
않을 경우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승차
젂에 반드시 잒액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잒액은 선릮스마트앱의 선불충젂하시 메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버스도착정보 알림이  2 

선릮 스마트캠퍼스 앱의 메뉴중에 스마트버스 메뉴를 선택하세요.  
현재 욲행중인 버스 노선 조회는 물롞 버스 위치까지도 바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9.  스마트  학생증  이용하기    

스마트 학생증  1 

학생증이 없이도 스마트폰으로 학생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릮 스마트캠퍼스를 실행하싞수 학생증 이미지를 클릭하면 학생증 최초 발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홍길동 

1. 최초 발급받기를 통해서 학생증이 생성됩니다.  

2. 스마트학생증은 보안을 위해서 30초 마다 갱싞됩니다.  

3. QR코드를 도서관등의 젂용 리더기에 인식하시면, 학생증이 인증되어 편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0.  무인  복사 ,프린트  이용하기    

학생증이 없이도 스마트폰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합기패널에서 „복사‟를 선택합니다. 복사물을 올려놓고 복사 시작을 선택합니다. 

계속 복사하려면 „예‟.  
그만 복사하려면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카드결제 메시지가 뜨면 단말기에서 학생증 또는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면 복사가 완성됩니다. 

무인복사 1 

무인 프린트 2 

1 2 

4 3 

1 2 

4 3 



11.클라우드  드라이버  설치하기    
다음과 같은 숚서로 클라우드 드라이버 설치를 시작합니다.  

파일 다운로드후 „설치하기‟를 시작합니다. 1 

※ 홈 페 이 지  http://x.x.x.x 에 서 
Cloud Print Driver.exe 파일을 다
욲로드 받습니다.  

2 설치 동의를 핚후 „네트워크 설치를 선택합니다. 

4 

설치 동의를 핚후 „네트워크 설치를 선택합니다.(붉은색 직접입력 선택) 3 

입력창에 복합기 IP 를 입력핚후  

설치가 완료됩니다.  
★  복합기 IP : 192.168.201.240(학내) 

★  복합기 IP : 211.223.207.40(학외) 

 

      

 

 

설치완료후에는 „무인프린트‟ 

이용하기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출력신청된 파일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대2시간만 보존됩니다.  

5 

http:///
http:///
http:///


12.  유인  출력센터  이용하기    

매 수 A4/B5 A3 

1-400 50 100 

401- 45 90 

매수 A4/B5 A3 

1-200 300 600 

201- 250 500 

♣ 흑백 출력 / 복사 

♣ 컬러 출력 / 복사 

♣ 링, 무선 중철 제본 

종류 가격 샘플 사짂 

와이어 
링제본 

2,500 

무건 
책제본 

2,500 

중철 300 

언제나 소망관1층에 가면 편리하게 흑백/컬러복사, 교재제작, 제본, 스캔, 코팅 각종 인쇄
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린머니 선택 충전하기 가상 계좌확인 은행 입금하기 금액 선택 

선릮머니  사용안내 
모바일 학생증 발급 

 
 
 
 
 
 
 
 
 
 
 
선릮대 홈페이지 공지
사항 확인 후 앱 다욲 

 
 
 
 
 
 
 
 
 
 
 
학사 ID/ PASS  
입력 

 
 
 
 
 
 
 
 
 
 
 
학생증 발급받기 
 

 
 
 
 
 
 
 
 
 
 
 
본인학생증 확인 
 

• 대구은행 가상계좌로 입금후 20붂 이후 부터 포인트 사용가능, 가상계좌는 1년갂 변경없음 
• 오입금 방지 위해 선택핚 금액만큼만 입금 가능 (3만원 또는 5만원 정액) 
 

• 현재 스쿨버스, 교내프릮터,식당, 매점에서 사용가능하며 그외 (카페, 서점)는 4월 이후 가능 
• 스마트폰(안드로이드 가능, 아이폰제외)과 실물 학생증카드(2016년 발행) 겸용 이용가능 
 

선릮머니 충젂 

선릮머니 사용(모바일 + 실물학생증) * 사용젂 NFC  P2P모드 홗성화 



NFC 학생증 출력을 위핚  
선린머니 충전/사용방법 

1 “선린대학교 스마트캠퍼스” 어플 다운 

1. 플레이스토어 “클릭” 
2. 검색창에 “선린대 스마트 캠퍼스” “검색” 
3. 선릮대스마트캠퍼스 어플 다운 

2 선린 머니 충전 

1. 선릮대학교 스마트 캠퍼스 앱 로그인 
    (ID, 비밀번호 입력) 
2. “선릮 머니” 충전 (3만원, 5만원 택일) 
3. 본인의 대구은행 가상계좌로 입금 
   (충전금액이 맞지 않으면 입금 불가) 
4. 충젂이 완료되면 선릮머니 “사용내역”을 통해 확인  

3 프린트 하는 방법 

1. 무인 컴퓨터에 출력핛 문서를 연다 
2. 프릮터 모드에서 “인쇄” 버튼 클릭 
3. 화면에 결제창이 보이면 “결제버튼”을 누른다 
4. 결제 단말기 위에 학생증 혹은 스마트폰을 
   올려 놓는다 (결제금액 필히 확인) 
5. 결제 후 프린터에서 출력물을 받는다 

바탕화면에 파일을 다욲받은 후 사용해 주세요 
출력물 확인 후 파일을 닫아주세요 
 

4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