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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점수        : 지원자 평균 점수▼

신뢰

성장

자부심

창의적 사고

주인의식

고객지향적 사고

목표 및 방향 제시

조직 활성화

전략적 사고

200 40 60 80 100

200 40 60 80 100

200 40 60 80 100

200 40 60 80 100

200 40 60 80 100

200 40 60 80 100

서로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커뮤 
니케이션 한다.

자신의 역량 향상뿐 아니라 동료와의 동반성 
장을 위해 협력한다. 

자기신뢰, 자기 존중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발전시킨다.

기존의 틀에 국한됨 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능력

회사의 주인임을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는 태도

내/외부 고객의 욕구와 의도를 파악하여 
신속/정확하게 대응하는 태도

부서 및 팀의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맞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능력

팀 성과 달성을 위해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능력 

조직의 강약점을 파악하고 최적의 전략적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

200 40 60 80 100

200 40 60 80 100

200 40 60 80 100

협력형실행형

업무태도 성향
체계적 / 순응적 / 일관성, 
기존의 규칙·규범을 중시

업무태도 성향
의문형 / 독립적 / 다양성 추구
개인적인 가치와 기준을 중시

대인관계 성향
외향성 / 행동지향, 
주도적 / 사교적

대인관계 성향
내향성 / 사고지향, 
지지·지원 / 신중함

사색형혁신형

매우낮음: 30 이하,  낮음: 31~45,  보통: 46~52,  높음: 53~65,  매우높음: 66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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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 기획 비즈니스 기술 디자인

성격유형 해석

상위 인성 요인 하위 인성 요인

직군별
적합성 점수

Customizing ProfileCustomizing Profile 102034 홍길동 비지니스

실행형

대인관계 성향 척도 점수가 매우 낮고, 업무태도 

척도 점수가 매우 높은 ‘실행형’ 유형이다. 

‘실행형’ 유형은 대인관계를 중요시 여기며 

과업중심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이다. 성공에 

대한 욕구와 자신감이 강하며, 타인을 이끄는 

상황을 선호하는 등 리더십을 갖고 있고 

기준이나 관습을 고수하는 편이다. 또한 

목표지향적이고 진취적이며, 자신이 맡은 

업무(책임)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부서 및 팀의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맞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능력

법/규범지향성

순응적 성취 부서 및 팀의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맞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능력

부서 및 팀의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맞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능력

독립적 성취

순응적 성취 부서 및 팀의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맞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능력

◈

56 63 48 44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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