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대학교 인재개발처

학생역량통합관리시스템(STEP)

학생 진로지도 교과목 필수항목입력 매뉴얼

1단계. 학생역량통합관리시스템(STEP)접속하여 상단의 “로그인” 클릭(https://step.silla.ac.kr)
이용 방법
※ 시스템에 접속 후, 아이디(학번, 직번)/
비밀번호(신라넷P/W) 입력 후 로그인
→ 학생 첫 로그인 시 휴대폰 본인인증 필요
※ 상담, 진단검사, 프로그램, 채용정보, 포인트
경력관리, 취업자료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

2단계. ID(학번)와 PW(신라넷) 입력하여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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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오른쪽 상단 메뉴의 “①마이페이지” 클릭 “②학년별 진로지도교과목”에
“③필수항목 클릭”하면 “진단검사” 화면으로 이동

※ 학년별 필수항목이 다릅니다. 반드시 진로지도 과목별 필수항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활과 진로탐색Ⅰ, Ⅱ

진로지도 Ⅲ, Ⅳ, Ⅴ, Ⅵ, Ⅶ, Ⅷ 교과목

역량개발과 진로설계Ⅰ, Ⅱ

4단계. “진단검사” 화면에서 필수항목 “진단검사” 클릭하여 진단검사 진행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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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검사 진행 이후 완료 확인하기
※ 진단검사 화면에서 확인하기

※ 마이페이지 
진로지도 교과목 필수항목에서 확인하기

※ 진로지도 교과목 필수항목 입력이 완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필수항목 입력은 6월 7일(화)까지 완료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라도 미완료가 있으면 Non-Pass 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STEP 필수입력 항목
구분

항목명
인ㆍ적성검사

■ 필수항목 □ 선택항목

1학년
대학생활과
진로탐색Ⅰ
필수항목

2학년

3학년

4학년

4학년

진로지도Ⅲ

진로지도Ⅴ

진로지도Ⅶ

진로지도Ⅸ

대학생활적응력검사
직업선호도검사(S)

필수항목

진로설정
로드맵 작성
학생입력

NCS검사

필수항목

직업탐색

필수항목

취업역량진단검사
직무적합도검사

필수항목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필수항목

3

대학핵심역량(S ×6Cs)진단

교수입력

상담

필수항목

필수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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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항목

필수항목

필수항목

(1학년 - 대학생활과 진로탐색Ⅰ 수강생만 해당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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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교육센터
온라인 특강(대학생활과 진로) 매뉴얼
⊙ 학습목표 : 진로생애에서 대학시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진로선택을 위한 기초정보를 얻을 수 있음
⊙ 교육대상 : 신라대학교 대학생활과 진로탐색Ⅰ 교과목 수강자
⊙ 교육내용
1차시 : 대학생활과 진로
2차시 : 대학에서의 성공적인 진로설계
3차시 : 성공적인 구직을 위한 대학생활
⊙ 수업시간으로 대체
⊙ 매뉴얼
1단계.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진로교육센터 (https://www.work.go.kr/cyberedu/main.do)
접속 후 오른쪽 상단 로그인 클릭 → 회원가입 후 로그인

2단계. 온라인교육 안내 클릭 → 「청년」 클릭 → 과정명란에 「대학생활과 진로」 입력 후
검색 클릭 아래부문 「대학생활과 진로」 오른쪽 「수강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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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오른쪽 상단 메뉴의 “①마이페이지” 클릭 “②수강중인교육”에서
“③학습하기”

4단계. 학습완료 후 “①마이페이지” 에서 “②수료이력조회” 클릭하여 수료증 저장화면
에서 ③PDF로 수료증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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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수료증을 스텝에 업로드 하기
“①스텝(https://step.silla.ac.kr) 로그인” 에서 “②마이페이지” 클릭하여
진로지도 교과목 필수항목 오른쪽 수료증 업로드 하기

이용 방법
※ 시스템에 접속 후, 아이디(학번, 직번)/
비밀번호(신라넷P/W) 입력 후 로그인
→ 학생 첫 로그인 시 휴대폰 본인인증 필요
※ 상담, 진단검사, 프로그램, 채용정보, 포인트
경력관리, 취업자료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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