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다빈치핵심역량은
과연 어느 정도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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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빈치핵심역량 들어 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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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대학의 인재상은, “다빈치형 창의인재“로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고, 능동적인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의미

다빈치형 창의인재

2.
“다빈치형 창의인재”이 갖춰야할 역량으로, 문화적 상상력(1C)을 기반

‘소통역량‘, ‘도전역량‘, ‘신뢰역량‘, ‘융합역량’, ‘창의역량’의 핵심역량(5C)으로 구성

다빈치핵심역량

다빈치핵심역량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기보고 방식의 진단 도구
진단 문항 수 : 총 100문항
예상 진단 소요 시간 : 5분 내외

다빈치핵심역량 진단도구

1-2. 다빈치핵심역량은 무엇인가요?

3.



변화하는 요즘 사회! 스펙보다 역량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핵심역량 수준을 확인하여 미래를 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빈치핵심역량진단도구를 통해,
최근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 기술 그리고 태도에 대한
여러분의 준비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내 다빈치핵심역량을 진단해 볼까?



Log In

- 역량개발-역량진단-다빈치핵심역량진단Click

- 총 100문항 (예상 소요시간 10분)

자신의 실제 인식 및 행동 기준,
가장 부합되는 정도 클릭!

• 레인보우시스템 접속 → 포탈ID로 접속
1.

http://rainbow.cau.ac.kr

2. 레인보우시스템 접속

다빈치핵심역량 진단3. 진단 결과 확인4.

2. 다빈치핵심역량 진단 방법



1)

2)

3)

1) 진단 결과를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하여
어디서든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음

2) 우리 대학 전체와 비교하여 진단 참여자의
역량 수준을 요약하여 보여줌

3) 진단 참여자의 진단 결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서술형 총평

3. 한 눈에 알아보는 나의 역량 수준



1)

2)

1) 5개 핵심역량의 수준은 비교집단
(우리대학 전체, 동일단과대학, 성별, 학년)과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음

2) 5개 핵심역량의 하부역량별 진단 결과를
우리대학 전체 진단 결과와 함께 제시함

3. 한 눈에 알아보는 나의 역량 수준



1)

1) 진단 결과 T점수 값이 낮은 두 개의 역량을 함양
할 수 있는 전공, 교양, 비교과활동각주1)을 추천

각주1) 현재 교과목 추천은 다빈치인증 정보를 기반으로하고 있으며, 19학년도에
데이터기반교육혁신센터에서 추천 교과목 정교화를 위한 연구 시행 예정

3. 추천 교과(+비교과) 알아보기



핸드폰 또는 PC를 통해
QR코드 또는 중앙대포탈을 통해 레인보우시스템에 접속!
다빈치핵심역량을 진단해 보세요!

진단이 끝났으면
진단 결과를 확인한 뒤, 같이 이야기 해 볼까요?

1.

2

4. 이제 진단을 바로 시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