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기업고객의 선택! 메일나라

S/MIME 1개월 무료인증서 발급방법
본 문서는 Sectigo(Comodo)에서 제공하는 1개월 개인용 S/MIME 인증서 발급 방법을 예시로 작성되었습니다.

삼정데이타서비스(주)
메일나라 운영팀

www.mailnara.co.kr

S/MIME 인증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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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

Sectigo(Comodo) 링크 주소
https://secure.comodo.net/products/frontpage?ar
ea=SecureEmailCertificate&currency=USD&region=
Asia%20%26%20Pacific&country=KR%20

※ 메일나라는 S/MIME 개인용 무료 인증서 발급 예시를
안내하고 있으며, 인증서 발급과 관련된 일체 모든 권리는
해당업체에 있으며 라이선스 사용에 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제공되는 인증서는 개인용으로 메일 계정별로
신청하여 1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며, 제공되는 인증서는
제공 업체 사정에 의해서 제공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 메일나라는 사용에 관한 책임이 없으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링크 주소를 인터넷 익스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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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창으로 열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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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웹 액세스 확인 창
‘예’ 버튼을 클릭합니다.

※ 웹 액세스 확인 창이 표시되지 않을 때
다른 브라우저를 통해 링크 주소창을 여는 경우 웹 액세스 창이 표시되지 않으며 개인
키를 생성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으로 링크 주소를 열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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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서 발급

1
이름

1• 인증서 항목을 모두 입력

성

이메일 주소

합니다.

※ S/MIME 인증서 적용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아웃룩 설정시 사용되며, 입력된 이메일
주소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국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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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키 기본 설정
CSP 종류
키 크기
전달 여부
사용자 보호 여부

2• ‘Advanced Private Key Options’

버튼 클릭 시 개인 키에 대한
기본 설정을 확인 할 수 있으
며, 직접 내용을 변경 할 수 있
습니다.

인증서 해지 시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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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제공 여부

2. 인증서 발급
3 • 인증서 항목과 개인정보 약

관에 동의하셨다면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개인 키 설정을 한 경우 : 새 RSA 교환 키를
만드는 중 창 생성 될 수 있습니다. 창이
표시되면 ‘확인‘버튼을 클릭해주세요.

4 인증서 신청이 완료되면

이메일 주소로 인증서 설치
안내 메일이 발송됩니다.

개인정보 및 약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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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ailnara@sd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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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mail

3. 인증서 가져오기
1 설치 안내 메일을 확인 후,

‘Click & install Comomdo Email
Certificate’버튼을 클릭합니다.

Mail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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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주소를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으로
열어주세요. 다른 브라우저로 링크 주소를 열어
진행하는 경우 인증서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습니다.

2 인증서가 정상적으로 설치

되어 ‘Successful’ 문구가 표시
됩니다.

6

※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에서 Successful 문구가
표시가 안 되면, F5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
확인하고, 확인 뒤에도 표시가 되지 않는다면
인증서를 제거하고 다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인증서 설치가 완료되었지만 S/MIME 보안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웃룩에서 S/MIME 보안 설정이 필요하며, 관련 내용은 메일나라에서 아웃룩 버전별로 S/MIME
설정 방법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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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30만 기업고객의 선택! 메일나라

www.mailnar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