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신·편입생 ‘4대 학습자 특성 진단’ 시행 안내
1. 진단대상 : 2021학년도 신·편입생(*필수 시행)
2. 진단기간 : 2021.02.23.(화) 09:00 부터
3. 진단방법
가. 본교 홈페이지 로그인 (https://web.kangnam.ac.kr/)
나. 본교 홈페이지 중간 ‘주요사이트 바로가기’ 또는 우측 배너를 통해 [참인재시스템] 접속
※ 참인재시스템 접속 url ☞ (http://verius.kangnam.ac.kr/main.do)

다. 참인재시스템 메인 우측 하단 ‘학습자 특성진단’ 메뉴를 통해 4대 학습자 특성 진단 실시
※ 4개 구분 모두 필수 시행 ☞ [역량진단검사] / [학습전략검사] / [성격5요인검사] / [직무적성검사]

4. 진단종류 및 방법
가. 역량진단검사 (주관부서 : 교육성과센터)
- 본인의 역량 수준을 측정하고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강점과 부족한 역량에 대한 정보와 향상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검사입니다. 진단 완료 후 종합결과를 제공하며, 전년도와 당해연도의
결과를 비교하여 본인의 핵심역량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 연 1회 필수 진단)
- 결과활용 : 교양 교과목 및 비교과 프로그램 수강 신청 및 인성과학문 담당 지도교수님과의 상담
시 활용, 취업 포트폴리오로 활용 / 부족한 역량 함양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
- 진단방법 : 위 [3.진단방법] 과 동일

나. 학습전략검사 (주관부서 : 교수학습지원센터)
- 학습과정에서 나타나는 습관적/행동적/전략적 효율성에 대한 측정, 학습 관련 특성 및 요구를 파악
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 검사방법 : 위 [3.진단방법] 과 동일
다. 직무적성검사 (주관부서 : 교육성과센터)
- 직무 흥미 진단, 직무 가치관 진단, 직무 능력 진단으로 구분하며, 실시 후 결과값을 제공합니다.
- 검사방법 : 위 [3.진단방법] 과 동일
라. 성격5요인검사 (주관부서 : 마음나눔센터)
1) 시행목적 : 마음나눔센터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도록 만들고, 심리상담
서비스의 체계적 구조를 마련하여 강남대 학생들에게 대학생활 적응 지원 및 지도에
타당성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신·편입생들의 성격적 특성 및 적응도 파악을 위
하여 검사를 시행합니다.
2) 결과활용 : 성격의 5가지 요인을 분석하여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성격적 특성을 파악하고 진단할
수 있는 기회와 동기를 부여하고, 진로선택에 앞서 자신의 성격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서
자신의 성향과 맞는 진로 선택을 돕고 부족한 성향을 계발하고 발달시키기 위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3) 검사방법
- 검사방법 : 위 [3.진단방법] 과 동일

<검사 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 입력 시 유의사항>
1. 학적에 입력된 정확한 이름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기 홍길동(○), 홍 길 동(×), 홍 길동(×)
2. 신입생인 경우 1학년, 편입생의 경우 3학년 클릭
- 신입생의 경우 기본값으로 1학년으로 표시되어져 있음으로 변경 없이 진행
- 편입생의 경우만 3학년으로 변경 클릭
3. 학번은 9자리 연속으로 작성
- 신입생의 경우 2021*****, 편입생의 경우 2019***** - 학번 정보가 진단 시행 업체에
제공되어 오류 학번 입력 시 “실시자 명단에 없습니다. 학교에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가 뜨니 정확하게 입력 바랍니다.
4. 성별은 결과 분석을 위한 구분사항이니 남, 여 중 선택 클릭 바람
5. 검사 “성격5요인검사(BFI-대학생)”으로 기본값이 설정되었으니 수정 없이 진행 바랍니다.

1-5의 사항을 모두 입력하고 검사 시작 버튼 클릭 후 검사 시행 바람
4) 검사 결과 확인
- 검사가 끝난 학생은 PDF 파일로 결과 다운로드 가능
- 검사 완료 후 사이트 재접속 후 결과 확인은 검사 시행 시와 동일하게 1-5번 정보 입력 후 검사
시작을 누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5. 문의사항
- 역량진단검사 및 직무적성검사 : 교육성과센터 (031-280-3158)
- 학습전략검사 : 교수학습지원센터 (031-899-7212~7215)
- 성격5요인검사 : 마음나눔센터 (031-899-7200, 7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