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학년도 기초학습능력 진단평가 안내 경북도립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1. 기초학습진단 평가란?

- 전문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이미 획득한 지식, 기능, 태도를 평가하고 향상

시켜 전공교과를 이수할 수 있는 토태를 마련하고자 함.

- 신입생들의 국.영.수 등 기초과목에 대한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기준 점수를 미달한

학생을 대상으로 향상 교육을 시행.



2. 기초학습진단 평가개요
- 평가기간 : 2021년 3월 ~ 4월

- 평가대상

º 1차 평가 : 2021학년도 전 학과 1학년 *기간 : 2021. 3. 15(00:00) ~ 2021. 3. 28 (23:59분)

º 콘텐츠수강 : 1차평가 실시 후 콘텐츠 수강 * 기간 : 2021. 3. 15 ~ 2021. 3. 28 ※ 기준점수(60점)미만 학생 필수 수강

º 2차 평가 : 1차평가 실시 후 콘텐츠 수강한자 * 기간 : 2021. 3. 29.(월) ~ 4. 11.(일) 예정

- 평가방법 : 집체 진단 및 개별 온라인접속

- 성적우수자 : 학과별 2명 100,000원 장학금 지급



3. 기초학습진단평가 절차

신청접수 1차진단평가실시
2차진단평가실시및

콘텐츠수강
만족도설문조사

학과별

기초학습능력진단평가

영역별신청접수

⇨ 기초학습능력진단평가실시 ⇨

학과별재학생콘텐츠수강

후 2차진단평가실시

*60점미만 학생 필수 수강

⇨

진단만족도설문조사실시

및장학금

*학과 당 2명 100,000원

2021. 3 2021. 3 2021. 3 2021. 4



4. 기초학습진단평가 평가내용

- 국어영역 : 내용확인, 언어추론, 문장구성, 어법활용 (제한시간 : 총40분, 총 30개 문항진단)

- 수리영역 : 수와 식, 방정식과 부등식, 함수, 기하.벡터, 확률. 통계, 미분.적분(제한시간: 60분, 총 25문항진단)

- 영어영역 : 말하기, 어휘, 쓰기, 읽기( 제한시간 : 40분, 총 30문항진단)

- 국어영역 : 내용확인, 언어추론, 문장구성, 어법활용 4개 영역(각각 15차시 구성(1강의 당 25분 구성)

- 수리영역 : 수와 식, 방정식과 부등식, 함수, 기하.벡터, 확률. 통계, 미분.적분(각각 15차시 구성 (1강의 당 25분 구성)

- 영어영역 : 공부방법론, 독해, 문법, 생활영어 및 어휘(총 6차시 구성(1강의당 50분 구성)

콘텐츠 수강

기초학습능력 진단평가



5. 기초학습진단평가 평가방법
① 전문대학기초학습지원센터 접속하기

전문대학 기초학습지원센터 접속

접속URL : www.cblc.kr

LOG-IN 클릭

http://www.cblc.kr/


5. 기초학습진단평가 평가방법
②전문대학기초학습지원센터 회원가입

1

2

3

4

5

6

① [회원가입] 클릭

② [학교검색] 클릭

③학교찾기창에서 소속 학교명검색

④학교찾기창에서 검색된학교 목록 에서 소속학교 [선택] 클릭

⑤인증번호(숫자 4자리)입력 : 확정 후 안내

⑥ [다음] 클릭

⑦인증 성공 메시지창에서 [확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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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기초학습진단평가 평가방법
③전문대학기초학습지원센터 회원가입 하기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

3가지 내용 확인 후 동의란을 체크
[다음] 클릭



5. 기초학습진단평가 평가방법
④전문대학기초학습지원센터 회원가입 하기

※ 주의사항① 반드시 학번입력

정보 입력 후 [저장] 클릭
( ‘*’ 표시 : 필수 입력 사항)

※ 주의사항② 실명 입력

※ 주의사항③ 소속계열>학과 선택

회원가입 확인 창에서 [확인] 클릭



5. 기초학습진단평가 평가방법
⑤전문대학기초학습지원센터 회원가입 하기

회원가입 완료 후 [LOG-IN] 클릭

가입정보로 로그인 하기



5. 기초학습진단평가 평가방법
⑥전문대학기초학습지원센터 진단하기

1. 상단 클릭 → 인증코드 입력 후 클릭

<경북도립대학교 진단평가 인증번호>
- 국어 : 2103091755284B9

- 수리 : 210309175530ADA

- 영어 :  210309175534027



5. 기초학습진단평가 평가방법
⑦전문대학기초학습지원센터 진단하기



5. 기초학습진단평가 평가방법
⑧전문대학기초학습지원센터 진단하기



5. 기초학습진단평가 평가방법
⑨전문대학기초학습지원센터 진단하기



5. 기초학습진단평가 평가방법
⑩전문대학기초학습지원센터 진단하기



5. 기초학습진단평가 평가방법
⑪전문대학기초학습지원센터 수강코드 등록하기

기초학습 이러닝콘텐츠
학습을 위해 [인증코드등록] 진행

① 상단 메뉴에서 [인증코드등록] 클릭

② 진단코드 또는 수강코드 15자리 입력

※ 인증코드는 진단 담당자에게 문의

③ [인증코드 등록] 클릭

④ 인증코드 확인 메시지 창에서 등록한 진단이 맞는지 보고

[확인] 클릭

⑤ 추가로 등록할 인증코드가 없는 경우 [취소] 클릭

추가로 등록할 인증코드가 있는 경우 [확인] 클릭

 인증코드등록 화면 그대로 있음

1

2

4

5

3

<경북도립대학교 콘텐츠 인증코드>
- 국어 : 210309177BC367F

- 수리 : 21030917971429E



5. 기초학습진단평가 평가방법
⑫전문대학기초학습지원센터 콘텐츠 수강하기(국어,수리)                                              ※ 스마트폰 수강가능



5. 기초학습진단평가 평가방법
⑬전문대학기초학습지원센터 콘텐츠 수강하기(국어,수리)



5. 기초학습진단평가 평가방법
⑭전문대학기초학습지원센터 콘텐츠 수강하기(영어)

1. 경북도립대학교 도서관 – http://library.gpc.ac.kr/

2. ID : 학번 / 비밀번호 : 주민번호 앞자리 입력 (문의 도서관 054-650-0143)

3. 클릭



5. 기초학습진단평가 평가방법
⑮전문대학기초학습지원센터 콘텐츠 수강하기(영어)

1. 상단 클릭 → 선택

2. 클릭 → 클릭



5. 기초학습진단평가 평가방법
①⑥전문대학기초학습지원센터 콘텐츠 수강하기(영어)

1. 하단 클릭 → 강의 수강

2. 수강 : 공부방법론, 독해, 문법, 생활영어 및 어휘

3. 학습시간 : 총 6차시로 구성(280분) 1강 당 50분구성



6. 기초학습진단평가 향상자 장학금 지급기준
* 학과별 2명 장학금 100,000원 지급

예) 1차평가 54점, 2차평가 60점 → 향상

예) 1차평가 60점, 2차평가 54점 → 미달

예) 1차평가 60점, 2차평가 60점 → 향상

※ 1차 미응시자는 2차평가는 가능하지만 장학금지급 에서 제외됨

* 향상도 란?

※변경될 수 있음

평가방법 평가 내용 점 수 비고

진단평가
1차 기준 점수 60점 미만 학생 중 2차 평가자 최고 점수자(만점30) 4점

1차 기준 점수 60점 초과 학생 중 2차 평가자 최고 점수자(만점30) 4점

콘텐츠 강의 이러닝 콘텐츠 전체 수강생(1차평가 후) 4점
수강기간 이후 수강자 제외

3.15 ~ 3.28

만족도 조사 모든 평가 마친 후 만족도 조사 실시 2점

합 계 10점

※ 진단결과는 2차평가 후 진단결과 환산점수에서 확인 가능(3p)



6. 기초학습진단평가 향상자 장학금 지급기준
* 진단결과 확인 방법

※변경될 수 있음

진단결과서는 진단 기간 종료 후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합니다.

1. 로그인
2. 상단 mypage 메뉴 클릭
3. 나의진단 클릭
4. 클릭 후 진단결과서 출력 또는 확인



7. 문의사항

교수학습지원센터 054-650-0145 또는 각 학과사무실

문의가능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7.   FAQ
-장학금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 성적 향상도 + 이러닝 수강여부 + 만족도 조사 여부 에 따라 장학금 지급

- 진단 중 갑자기 컴퓨터 전원이 나가서 진단을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컴퓨터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소속 대학 담당자의 확인을 통해 1회 한하여 다시 진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지 못했습니다. 시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 해당 영역별로 정해진 진단 시간 이내 문제를 다 풀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진단 종료 시점에서 답안지에 기록된 결과를 토대로 진단결과가 산출되며,

시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컴퓨터 외에 스마트폰, 테블릿 PC 에서도 진단이 가능할까요?

→ 스마트폰, 테블릿 PC에서는 진단이 불가능 합니다. 단, 이러닝 콘텐츠는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