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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적 및 기대효과

1. 목적 및 필요성
- 학생의 개인 학습능력 및 전략 파악을 통해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 파악
- 신입생의 학습 과정의 학습능력 측정을 통한 학습 효율성 증진
2. 기대효과
- 신입생의 학습전략 파악을 통해 안정적인 대학생활 적응 및 중도 탈락 방지

Ⅱ

세부 운영 내용

1. 프로그램명: 학습상담
2. 세부 프로그램명: 단체 학습컨설팅(신입생 진단평가)
3. 대상 및 인원: 본교 신입생 전체(약 3,342명)

※시간제, 편입생을 제외한 정원 내·외 모든 전형의 신입생 및 2020학년도 1학년(1학기) 복학생

4. 운영 방법
가. 조사 방법: 온라인 검사(모바일 포함)
나. 검사 유형: MLST-Ⅱ 학습전략검사
- 검사 목적: 학습과정에 있어서 습관적, 행동적, 전략적 효율성 측정
- 검사 문항수: 185문항
- 소요시간: 약 50분

*개인별 차이 있음

다. 검사기간: 2020. 5. 4.(월) ~ 5. 31.(일)

※본 검사는 온라인 검사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강의기간과 관계없이 일정대로 검사 진행

라. 검사 방법
- 검사 주소: http://inpsyt.co.kr/university/inspLoginD/gnuctl_CTL_MLST_D_1
- 검사 방법
① 학번, 성명, 학과를 정확하게 기입, 정보제공 동의 체크
② 검사 실시 클릭 후 기본 인적 사항 기입
③ 검사 실시

※ 검사 도중 상단의 중간 저장 클릭

④ 검사 완료 후 제출 클릭, 검사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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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운영 절차 및 내용
구 분

일 자

내

용

- 온라인으로 MLST-Ⅱ 검사 실시
(단과대학 일자별로 진행)

* 원활한 검사 진행을 위함

검사 일자
5. 4.(월) ~ 10.(일)

개인별 온라인
검사 실시 및
결과 확인

5. 4.(월) ~
5. 31.(일)

5. 11.(월) ~ 17.(일)

5. 18.(월) ~ 24.(일)
5. 25.(월) ~ 31.(일)

해당 단과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법과대학, 사범대학,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해양과학대학,
약학대학, 본부대학
해당일자 검사 미완료 학생

※검사 일정은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검사 주소를 통해 개인별 검사 진행
- 학과, 학번, 성명 정확히 기입해야 검사 가능
ê
추가 상담안내

6. 1.(월)
부터

- 추가 학습상담을 원할 경우, 이룸시스템 학습상담에서
개인별 추가 상담 신청 가능

바. 주요 안내사항
- 협조사항
1) 해당 검사기간에 검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검사 링크, 검사
실시 매뉴얼 및 참여 독려 요청
2) 검사 시 학생들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요청

※ 개인정보: 학과, 학번, 성명
- 안내사항
1) 검사 완료 후 검사 결과 바로 확인 가능하므로 검사해석 미실시
2) 검사 결과에 대한 추후 학습상담 가능
이룸시스템> 학생상담> 학습상담 메뉴에서 개인별로 상담 신청 가능
3) GNU탐험 교과목을 신청한 학과(부)는 신입생 종합 진단평가로 1차시 인정

사. 문의: 미래교육원 교수학습센터 ☎772-4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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