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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학번 확인 :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서울) 재학생학사정보시스템 로그인)
    ※ 사이트 주소 → https://ssai.cau.ac.kr/

1-1.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서울)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 합니다.

1-2. 5로 시작하는 신학번을 확인합니다.

https://ssai.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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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대학교 포탈 회원가입

    ※ 사이트 주소 → https://mportal.cau.ac.kr/common/auth/SSOlogin.do

2-1. 중앙대학교 포탈사이트에서 통합 ID를 신청합니다.(회원가입)

2-2. 이용약관-통합ID확인-정보입력-가입완료 단계를 거쳐 가입을 완료합니다.
        신학번은 통합ID확인 단계에서 입력합니다.

https://mportal.cau.ac.kr/common/auth/SSOlogin.do


- 3 -

3. 대표신분 설정

    ※ 사이트 주소 → https://mportal.cau.ac.kr/common/auth/SSOlogin.do

3-1. 2단계에서 회원가입한 정보로 로그인하여 우측 상단의 이름을 클릭 후 대표신분 설정을 변경합니다.

3-2. 대학의 장 학위취득자(학점은행제)로 선택 후 변경하기를 클릭합니다.(5로 시작되는 학번입니다.)

https://mportal.cau.ac.kr/common/auth/SSOlog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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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 인터넷 발급(출력, 이메일, 팩스)

가-1. 포탈의 정보마당-증명서발급을 클릭합니다.

가-2. 증명서 출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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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 인터넷 발급(출력, 이메일, 팩스)

가-3.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가-4. 본인의 학적 및 신분 확인 후 필요한 증명서를 신청합니다.(국문 또는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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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 인터넷 발급(출력, 이메일, 팩스)

가-5. 필요한 증명서 종류와 통수를 선택합니다.

가-6. 결제 방법을 선택하여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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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 인터넷 발급(출력, 이메일, 팩스)

가-7. 결제 후 증명서보관함으로 이동하여 원하는 출력방법을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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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나. 인터넷으로 우편 발송 신청

나-1. 정보마당-증명서우편접수를 클릭합니다.

나-2. 국내 또는 해외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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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나. 인터넷으로 우편 발송 신청

나-3. 인적사항 확인 후 증명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영문증명서의 경우 학적에 영문명이 입력되어야 가능합니다.

나-4. 신청하려는 증명서를 선택 후 배송지 입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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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나. 인터넷으로 우편 발송 신청

나-5. 신청한 증명서와 성명 확인 후 배송지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를 합니다.

나-6. 배송상태확인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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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다. 무인발급기 발급(201관 1층에 설치되어 있음)

다-1. 발급기에서 언어를 선택합니다.

다-2. 중앙대학교 포탈사이트에서 가입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평생교육원 계정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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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다. 무인발급기 발급(201관 1층에 설치되어 있음)

다-3. 원하는 증명서를 클릭합니다.

다-4. 신청 매수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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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다. 무인발급기 발급(201관 1층에 설치되어 있음)

다-5. 내용을 확인하고 맞으면 인쇄를 누릅니다.

다-6. 결제 수단을 눌러 결제하면 출력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