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리학 기반의 
역량진단·평가·개발 
프로그램

21C 人才 경영의 초석, KMA 한국능률협회 역량진단 / 평가 / 개발센터가 함께합니다.



채용, 배치에서 교육, 승진, 보상까지 
모든 HR분야의 필수 요소인 진단과 평가!

중요한 만큼이나 정확하고 ‘적절한 도구’ 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Measuring
Human mental

& Behavior

승진 자격의 결정

직무 배치

면접 및 상담

안전 및 사고 관리

인적자원관리 및 
조직운영

교육 및 훈련

조직원들의
정신 및 심리관리

컨설팅과의 연계

조직원들의
직무수행능력 파악

신입사원 선발

왜 심리학 기반의 진단도구를 사용해야 하나요?

1860년 Fechner의 저서 “심리물리학의 기초” 이후 심리학은 인간의 특성과 

행동의 측정을 위한 다양한 통계적 방법을 개발하고 발달시켜 왔습니다. 조직 

구성원에 대한 진단과 평가의 본질 역시 인간 행동과 특성에 대한 측정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의 측정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예측력이 높습니다.

심리학 기반의 진단도구와 아닌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심리학 기반의 진단도구, 특히 인적성검사와 같은 심리검사 혹은 역량평가, 

역량기반면접과 같은 행동관찰 중심의 평가방법은 인간심리와 행동에 대한 

심리학 이론을 토대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통계적 검증

절차를 근거로 만들어져 예측력이 매우 높습니다. 

•  심리학적 근거 없이 통계적, 이론적 바탕이 불명확 하거나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도구, 혹은 직관적/주관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평가 방법은 정확도와 

예측력 모두 떨어지게 됩니다.

KMA의 심리학 기반 역량 진단/평가/개발 프로그램

KMA는 오랜 기간 철저히 검증되고 

연구된 심리학기반의 인성·적성 검사(Test),  

역량 평가센터(Assessment Center), 

역량 개발센터(Development Center)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Assessment Center

공정한 평가(승진, 채용)를 위한 최고의 솔루션 제공!

타당하고 공정하고 변별력 높은 평가과정으로 인사담당자와 평가대상자 모두 만족하고 인정하는 

성공적인 평가과정 및 결과를 제공합니다.

조직분석 모의과제 설계 평가 결과확인

Presentation

In-Basket

Group Discussion

Role Play

미래수행을 예측하는 
평가과정

우수한 관리자로서의 성장가능성을 평가

지식, 기술이 아닌 
리더역량 평가과정

단순 암기지식 혹은 직무기술에 대한 평가가 

아닌 리더적 자질을 평가

실제업무와 유사한 
평가과정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평가과정 및 결과에 

대한 높은 수용도를 이끌어냄

역량 전문평가자의 
평가

과거 업적 및 배경에 관계없이 모의상황 

수행과정만을 평가하여 평가 공정성을 높임

Assessment 
Center POINT

문의 | 이 병 훈 연구원 TEL. 02-3274-9251    E-mail. ybh1983@kma.or.kr

KMA 평가 
프로그램

Assessment Center Process



Development Center

리더의 구체적인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최고의 솔루션!

오랫동안 리더십 교육을 받아도 반짝 효과만 보거나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리더들! 

KMA DC는 리더의 구체적 행동변화를 유도하여 성과창출에 직접 기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리더 역량 분석
모의과제 및 

과정 설계
프로그램 운영

피드백 및 Self 
Coaching 계획 수립

역량에 대한 이해
조직이 요구하는 리더십 역량과 성과창출을 

위한 역량 이해

방관이 불가능한 
실천적 학습

업무 상황과 유사한 시뮬레이션을 직접, 

개인적으로 수행

역량수준에 대한 
정확한 성찰

동료관찰, 동료 및 전문가의 피드백을 통한 

역량 수준 객관적 인식

높은 현업 적용성
자신의 역량수준에 대한 정확한 자각은 높은 

학습동기와 변화 및 실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

Development 
Center POINT

KMA 역량개발 
프로그램

문의 | 김 현 해 팀장 TEL. 02-3274-9235    E-mail. hhkim@kma.or.kr

Development Center Process

아! 내가 

이런 부분은 

부족했군!

나정도면 

훌륭한 

리더지! 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객관적 인식!

전문 퍼실리

테이터의

관찰과 피드백

훌륭한 수행을 

보이는 동료 관찰

조직이 요구하는 

리더십 역량과 기준!



채용

적합?
?채용시

고려

?채용

부적합

UK인성·능력검사 

조직 부적응자를 사전에 선별!

예측불가! 연속가산(덧셈)법을 통한 정신작업검사!

그 사람 본연 그대로의 인성을 파악하여 조직에 부적격한 사람을 Filtering 합니다.

검사 요청 검사실시 판정 의뢰 결과전송

기존 인적성검사가 
가지는 문제점 해결

수검자의 의도적 왜곡을 원천적으로 봉쇄

연속가산(덧셈)법을 통해 작업(행동)할 때의 능력과  

그 능력을 발휘할 때의 특징을 판정

간편한 검사 시행 MP3 파일실행(50분 소요)

명확한 결과 제공 “채용시 고려”, “채용시 부적합”

UK인성능력
검사 POINT

KMA 진단 
프로그램

문의 | 김 류 미 연구원 TEL. 02-3274-9223    E-mail. rm0929@kma.or.kr

UK인성•능력검사 Process



온라인

오프라인

인성

직무적성

이해人 검사

채용, 선발에 최적화 된 한국형 인적성검사!

이해人, 사람을 이해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검사요청 검사ID발급 검사실시 결과확인

검사요청 검사준비 검사실시 분석처리 결과확인

쉽고, 간편한 검사응답 방법과 검사진행의 편의성(온/오프라인)

선발에 최적화된 한국형 인적성검사

기업 맞춤형 
Customizing

NCS 기반 채용에 활용가능

신뢰할 수 있는 검사
인성 특화의 298문항 개발 

수검자의 응답왜곡(허구성) 수준 진단

이해人 검사
POINT

KMA 진단 
프로그램

직무능력

문의 | 이 병 훈 연구원  TEL. 02-3274-9251    E-mail. ybh1983@kma.or.kr

이해人검사 Process



Extended DISC

개인, 팀, 조직 진단을 통한 최고의 솔루션 제공!

개인과 조직의 유형을 파악하여 잠재된 갈등을 해소하고 개인과 팀, 조직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검사 요청 검사ID발급 검사실시 결과확인

교육담당자를 위한 
제안

팀, 조직 시너지 향상을 위한 자료 제공

인사담당자를 위한 
제안

인사/채용을 위한 객관적인 데이터 제공

진단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업

조직을 심화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컨설턴트를 위한 
제안

객관적인 기초 자료의 제공

Extended 
DISC
POINT

KMA 진단 
프로그램

Arrow Map
Arrow Map의 Extended DISC 다이아몬드 

그래프에 표시된 개인의 화살표 시작점은 팀 

구성원의 자연스러운 행동스타일을 의미하며, 

화살표의 끝 방향은 환경에 의해 조정된 행동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Arrow Map을 통해 팀 내 의사소통 및 협력관계 

등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의 | 김 류 미 연구원 TEL. 02-3274-9223    E-mail. rm0929@kma.or.kr

Extended DISC Process



(사)한국능률협회 역량진단/평가/개발센터

150-917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이룸센터 9층

TEL. 02-3274-9235, 9251, 9223    FAX. 02-3274-9266    WEB. http://www.kma.or.kr

강 원 본 부 (033)-632-0055

대전충청본부 (042) 828-6730~2

대구경북본부 (053) 253-4181~2, 4187

부산경남본부 (051) 636-8442~5

호 남 본 부 (062)226-0100, 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