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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진로

성격

INPSYT 인싸이트 학교 표준화 심리검사 안내

구분 검사명 가격 대상학년
활동지

제공

생기부

참고 자료
검사 설명 페이지

MLST-Ⅱ
학습전략검사

4,500원 4~6학년
학습과정에 있어서 

습관적, 행동적, 전략적 효율성을 측정
8

NEO
성격검사

4,500원 4~6학년
기질적 성격 5요인 구조를 파악하여

개인적 성장을 위한 정보를 제공
30

KPRC 한국 아동·청소년 

인성평정척도 - 표준형
6,000원 4~6학년

KPRC 한국 아동·청소년

인성평정척도 - 단축형

SCI-Ⅱ
자아개념검사

4,500원

4,500원

5,500원

(검사지 체크 가능)

4~6학년

4~6학년

1~3학년

성장을 방해하는 성격적 요소나 

심리적 부적응을 조기 발견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신체적 자아개념을

다면적으로 측정하고 평가

32

34

KICS-L
아동 진로성격강점검사

6,000원

(검사지 체크 가능)
2~3학년

Holland 성격적성

유형 및 진로성숙도를 측정

아동 자신의 대표강점을 발견하고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20

KICS
아동 진로성격강점검사

4,500원 4~6학년 24

Holland
진로발달검사

4,500원 4~6학년 28

WISE
학습종합검사

4,500원 4~6학년
학습자의 종합적인 

학습상태 분석, 진단 및 처방결과 정보제공
12

BLCT
기초학습역량검사

6,000원 4~6학년

(음원 진행 필요)

기초학습역량을 파악하고 

각 영역별 수준을 확인하고 분석 
18

Ⓡ



연구개발진

인싸이트 INPSYT
·  INPSYT는 신뢰(Trust)를 기반으로 심리학을 연구하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  INPSYT는 혁신(Innovation) 가치를 지향하며 당사의 최첨단 IT기술(Technology)과 심리학을 융합하여 새로운 고품격 심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INPSYT는 ‘심리 컨텐츠 프로바이더(Psychology Provider)’와 심리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심리학을 사랑하는 국내외 모든 이와 함께(Together) 할 수 있는 
    플랫폼과 심리생태계를 구축하려는 큰 꿈을 펼치고자 합니다.

·  INPSYT는 한국을 넘어 국제적인(International)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중/고/대학 총 5,700 기관 검사 시행

① 대학 :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동국대학교, 홍익대학교, 건국대학교, 숭실대학교 외

② 기관 : 강원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육아정책연구소, 한국교육개발원

치매선도기업 지정

KT Olleh TV ‘키즈랜드 육아상담소’ 업무 제휴 (부모양육태도검사, 유아기질검사 개발 및 서비스 탑재)

History

2020
ㆍ KBIT2 카우프만 간편지능검사 출시

ㆍ K-MMSE~2 한국판 간이정신상태검사 2판 출시

ㆍ 강북삼성병원 심리검사 서비스 제휴

ㆍ 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 심리검사 서비스 제휴

ㆍ 초,중,고등학교 ASP(온라인연동시스템) 비대면 심리검사 서비스 

1992
ㆍ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 개소

2021
ㆍ RCMAS-2 아동불안척도, MHS 한국형정신건강 선별도구 등 30여종 검사 출시

ㆍ 코로나블루/레드 온라인 비대면 심리검사 서비스 제휴 확대 (영유아 발달/우울불안/학습 등)

ㆍ 라이선스 구독방식 및 하드웨어 제공방식의 심리검사 서비스 채널 확대

ㆍ 2021년 AI바우처 지원사업 “음성인식기반 심리검사 시스템” 개발 참여

2022
ㆍ 학지사 창립 30주년 기념

ㆍ Golden 성격유형검사 / OHSS 직업건강 직무 스트레스 검사 출시

ㆍ KAT 주의력검사 , BeDevel 발달선별척도 등 40 여종 검사 출시

ㆍ 신규 비즈니스 플랫폼 기획 개발 시작 (인싸이트 닥톡)

ㆍ 성인용 검사 출시에 따른 EAP 시장 진입

2019
ㆍ K-WISC-V, K-Bayley-III 등 56종 신규 출시

ㆍ 인싸이트 신규브랜드 WISEBOX 런칭

ㆍ 교원치유지원사업 검사 서비스 제휴 (강원도교육청, 충남교육청)

ㆍ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진로프로그램 검사 서비스 제휴

ㆍ KT Olleh TV ‘키즈랜드 육아상담소’ 업무 제휴 (부모양육태도검사, 유아기질검사)

ㆍ 초,중,고교 전문상담교사 표준화 심리검사/상담도구 교육 연수

ㆍ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부모교육 업무 제휴

2018
ㆍ 한국전문상담교사협회 업무협약서 체결

ㆍ 중앙치매센터 MOU 체결 및 치매선도기업 지정

ㆍ DSM-5, PAI 해외 저자 초청 워크숍 주관

ㆍ IESS 외 15종 심리검사 신규 출시

ㆍ SCT 문장완성검사 외 5종 검사도구 신규 출시

심리학, 교육학, 의과대학 교수 등 550여 명으로 이루어진 권위있는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곽금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권석만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권정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덕용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교수

김도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

김동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김봉환   숙명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교수

김지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나덕렬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

문광수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문수백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성태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신민섭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 교수

안창규   부산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안현의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오상우   원광대병원 정신과 교수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 교수

이장호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

이현수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

정경미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정태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한덕웅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홍상황   진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부적응

지능

종합

검사

구분 검사명 가격 대상학년
활동지

제공

생기부

참고 자료
검사 설명 페이지

MindFit
적응역량검사 4,500원 3~6학년 ● ● 학교생활 적응 수준 및 적응역량 파악

종합학습능력검사 8,000원 4~6학년

종합생활지도검사 7,500원 4~6학년

학습진로적성검사 7,500원 4~6학년

종합학습역량검사 7,500원 4~6학년

종합학습성격검사 7,500원 4~6학년

M-FIT 지능 + MLST-Ⅱ 학습

Holland  진로발달 + NEO 성격

Holland  진로발달 + MLST-Ⅱ 학습

MLST-Ⅱ 학습 + MindFit 역량

NEO 성격 + MLST-Ⅱ 학습

36

M-FIT
다요인 지능검사

5,000원 2~6학년

(음원 진행 필요)

●
6가지 지능 요인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각 요인 별 강점 파악
42

MIAA
다중지능검사

5,000원 4~6학년 ● ●
학생들의 지능 효용감을 측정하여 

진로 및 학습지도에 활용 가능
44

K·BASC-2
한국판 정서-행동 평가 시스템

(자기보고용)

4,500원 3~6학년 ● ●

아동의 긍정성격, 사회성 기술, 적응탄력성, 

문제행동 양상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

38

K·BASC-2
한국판 정서-행동 평가 시스템 

(부모보고용)

6,000원 1~2학년 ●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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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SYT
인싸이트 심리검사연구소

선택에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유있는 선택, 인싸이트입니다.

인싸이트는 권위 있는 연구 개발 저자들과 함께 신뢰받는 심리검사와 도구를 만듭니다.

작년 33만여명의 고객에게 받은 신뢰는 업계 매출 1위라는 결과로 증명 하였습니다.

업계 매출                 1위

이용자 수                 331,054명

연구개발 저자         550 여명

검사시행 기관         약 5,700여개

INPSYT

2023년 인싸이트가 제공하는 학교 표준화 검사 서비스

심리검사 진행 안내 

동영상 제공

간편하게 진행 가능한 

온라인 검사

생활기록부 가이드 

엑셀 데이터 상세형/단축형 2종 제공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위한 검사 2종 제공

인싸이트 소개

2 INPSYT Catalogue



심리검사 진행 안내 동영상 제공

심리검사 진행 동영상 안내

Guide to School Standardized Psychological Test 3

1.  검사 실시 전 검사 동기 부여 영상

검사 실시 전 날 집에서 각자 영상 시청 or 검사 당일 아침 시간에 다같이 영상 시청

QR을 카메라로 찍어서
진행 안내를 확인하세요 :)

2.  진행 방법 별 검사 실시 안내영상

학교 진행 방법에 맞추어 영상을 틀어주세요. (영상 길이 3분 ~ 5분)

＊ 개별/전체 진행 모두 가능

오프라인진행 온라인진행 검사지표기진행 

몰?루

학생

선생님

선생님, 이러한 검사를 왜 해야 할까요?
선생님, 이러한 검사를 하면 뭐가 좋아요?

STUDENT STUDENT STUDENT
STUDENT STUDENT STUDENT

STUDENT STUDENT STUDENT
STUDENT STUDENT STUDENT



온라인 검사 진행방법 소개

4 INPSYT Catalogue

필요여부에 따라 항목을 선택할 수 있어요.  

결과 확인
가능 여부

명렬표(학년/반/번호/이름) 
제공 여부

&

선택1 선택2

1. 학교별 전용 실시 페이지 개설 (인터넷 링크 제공)

2. 해당 링크 학생들에게 공지

3. 검사 실시/완료

※ 진행 현황 실시간  확인 가능

온라인 검사 모두 완료 시, 결과 출력 후 학교 배송
(학생개인결과표, 반별 통계표, 해석지침서, 활동시트 등)

간편하게 진행 가능한 온라인 검사 (학교 맞춤형 제공)

학생

· 간편한 검사 절차(로그인x, 회원가입x)

· 자신의 개인결과 즉시 확인 가능

· 개인결과 보안성(타인 결과 확인 불가능)

· 검사 후속 활동 이용

STUDENT STUDENT STUDENT
STUDENT STUDENT STUDENTSTUDENT STUDENT STUDENT

STUDENT STUDENT STUDENT STUDENT STUDENT STUDENT
STUDENT STUDENT STUDENT

STUDENT STUDENT STUDENTSTUDENT STUDENT STUDENT
STUDENT STUDENT STUDENT STUDENT STUDENT STUDENT

TEACHER TEACHER
TEACHERTEACHERTEACHER

TEACHERTEACHERTEACHER
TEACHERTEACHERTEACHER

TEACHERTEACHERTEACHER
TEACHERTEACHERTEACHER

선생님

· 각 학교 전용 링크 사용

· 실시간 검사 진행 현황 확인

· 온라인 수업 활용 가능(출석확인)

· 검사 후 학생관리 엑셀자료 사용

인싸이트 온라인 검사는 이런 점이 편리해요!



TEACHER
TEACHER

TEACHER

생활기록부 가이드 
엑셀데이터 상세형/단축형 2종 제공

생활기록부 가이드 엑셀 데이터 2종 제공

Guide to School Standardized Psychological Test 5

교사용 통계표 오른쪽 하단 ID/PW 로그인 후 엑셀자료 활용 가능

인싸이트 학교 표준화 검사 홈페이지(www.inpsyt.co.kr) 에서는 검사 결과 및 해석 동영상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일한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반          특별ID        00000      비밀번호      00000000     를 입력

하여 MY 학교페이지에 로그인하시면  검사결과자료와 해석동영상, 심층결과보고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MY 학교페이지 활용하기

＊ 해당 ID로 로그인 후 “누락자 검사” 추가 실시 가능       /    ＊ 그 외 해석동영상, 후속활동지, 해석 지침서 등의 자료 활용 가능

학년

6학년

6학년

6학년

6학년

6학년

반

1

1

1

1

1

번호

1

2

3

4

5

이름

박민석

손흥민

우영우

이승기

이지은

성별

남

남

여

남

여

결과

보기

보기

보기

보기

보기

담임 선생님용 생기부 참고자료 상세형

Holland 검사(2023.03.17) 결과 1차 진로코드로 IR가 나왔으며,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이해수준과 진로적성의 영역별 일치수준이 높은 편임. 

성격강점으로는 비교적 논리적, 분석적, 합리적이며, 지적 탐구심이 많으며, 

또한 성실하고 소박·솔직한 성격임. 진로코드와 성격강점을 참고하여, 

치과의사, 대체에너지연구원, 문화재연구원, 미생물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소프트웨어개발자, 수의사, 수질오염검사관, 식품연구원, 신경학자 등의

 직업을 추천하였음.

Holland 검사(2023.03.17) 결과 1차 진로코드로 AS가 나왔으며,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이해수준과 진로적성의 영역별 일치수준이 보통 수준임. 

성격강점으로는 대체로 감정적, 감수성이 강하며, 개성이 있고 독창적이며 또한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많아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편임. 진로코드와 

성격강점을  참고하여, 네이미스트, 동화작가, 시나리오작가, 악세사리디자이너, 

웹자키, 음식플로리스트, 이미지컨설턴트, 작가, 큐레이터, 패션디자이너 등의 

직업을 추천하였음.

Holland 검사(2023.03.17) 결과 1차 진로코드로 RE가 나왔으며,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이해수준과 진로적성의 영역별 일치수준이 보통 수준임. 성격강점으로는 

대체로 성실하고 소박·솔직하며, 직선적이고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통솔하여 

이끌어 가며, 열성적임. 진로코드와 성격강점을 참고하여, 건축도장원, 관개기사,

 귀금속제조가, 소방안전관리사, 수질검사원, 식품제조가공기사, 엔지니어, 

자동차경정비원, 정밀기계기사, 폐기물처리기사 등의 직업을 추천하였음.

Holland 검사(2023.03.17) 결과 1차 진로코드로 IC가 나왔으며,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이해수준과 진로적성의 영역별 일치수준이 높은 편임. 성격강점으로는 

비교적 논리적, 분석적, 합리적이며, 지적 탐구심이 많고 또한 정확하고 계획성이 

있고 책임감이 강한 편임. 진로코드와 성격강점을 참고하여, 공정제어프로그래머, 

병리학자, 사회조사분석가, 시각교정치료사, 시장조사분석사, 약사, 엔지니어, 

유전자프로그래머, 자산운용전문가, 정보기술컨설턴트 등의 직업을 추천하였음.

Holland 검사(2023.03.17) 결과 1차 진로코드로 SC가 나왔으며,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이해수준과 진로적성의 영역별 일치수준이 높은 편임. 성격강점으로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친절하며 이해심이 많아 남을 도와주려고 하며 한편으로는 정확하며 

계획성이 있고 책임감이 강하고 변화와 다양성은 좋아하지 않음. 진로코드와 성격강점을 

참고하여, 간호사, 건강관리사, 노인요양관리사, 다이어트플래너, 범죄예방경찰 

식품관리보조원, 실버케어복지사, 직업상담사, IT교육강사, 교육훈련담당사무원 등의 

직업을 추천하였음.

담임 선생님용 생기부 참고자료 단축형

Holland 검사(2023.03.17) 결과 진로로코드가 IR 유형으로 나타나

치과의사, 대체에너지연구원, 문화재연구원, 미생물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등의 직업을 추천하였음.

Holland 검사(2023.03.17) 결과 진로로코드가 AS 유형으로 나타나 

네이미스트, 동화작가, 시나리오작가, 악세사리디자이너, 

웹자키 등의 직업을 추천하였음.

Holland 검사(2023.03.17) 결과 진로로코드가 RE 유형으로 나타나

건축도장원, 관개기사, 귀금속제조가, 소방안전관리사, 수질검사원

등의 직업을 추천하였음.

Holland 검사(2023.03.17) 결과 진로로코드가 IC 유형으로 나타나

공정제어프로그래머, 병리학자, 사회조사분석가, 시각교정치료사, 

시장조사분석사 등의 직업을 추천하였음.

Holland 검사(2023.03.17) 결과 진로로코드가 SC 유형으로 나타나

간호사, 건강관리사, 노인요양관리사, 다이어트플래너, 범죄예방경찰 

등의 직업을 추천하였음.



학부모 심리검사

6 INPSYT Catalogue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위한 
인싸이트 심리검사 2종 추천

1.  K-PRQ-CA 부모자녀관계검사
K-PRQ-CA 부모자녀관계 검사는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한 부모 혹은 주된 양육자의 관점을 측정하기 위한것으로 전통적 부모 자녀 관계의 

차원인 애착, 의사소통, 훈육, 관여, 양육 효능감,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대한 만족감, 관계좌절감을 측정합니다.

#애착     #의사소통     #훈육     #관여     #양육효능감     #학교만족도     #관계좌절감

저자                 Randy W. Kamphaus, PhD.,

                         Cecil R. Reynolds, PhD.

표준화             박진아, 신유림, 이미리, 전연진, 이경숙

목적                 애착,의사소통, 훈육, 관여, 양육 효능감,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대한 만족감, 

                         관계좌절감을 측정하여 부모-자녀 관계 

                         특성에 대한 정보를 얻음

대상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문항 수            71 문항

소요시간         약 20분

가격  :  5,000원
A4 8페이지 

결과보고서 제공

＊ 위 2종의 검사는 오직 온라인 진행 및 온라인 결과 확인만 가능하며 결과 출력물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50인 이상 일괄구매 가능하며 구매 시 검사 설명 및 해석을 위한 전문가 지침서 1권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학부모 심리검사

Guide to School Standardized Psychological Test 7

＊ 자녀 영역 - 주의 산만/과잉행동, 적응, 보상, 요구, 기분, 수용

＊ 부모 영역 - 유능감, 고립, 애착, 건강, 역할제한, 우울, 배우자/양육파트너 관계

＊ 생활스트레스 척도

2.  K-PSI-4 한국판 부모양육스트레스 검사 4판
K-PSI-4는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부모 자기보고식 검사로,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부모가 지각한 자녀의 

특성과 부모의 특성, 상황적 요인 등을 설명합니다.

#자녀특성스트레스     #부모특성스트레스   #생활스트레스영역

다음 페이지부터 가로형으로 구성되어 검사 결과 샘플 페이지가 제공됩니다 →A

A

저자                 Richard R. Abidin, EdD.

표준화             정경미, 이경숙, 박진아

목적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 및 생활스트레스 측정

대상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문항 수            120 문항

소요시간         약 20분

가격  :  5,000원
A4 8페이지 

결과보고서 제공



학습전략검사MLST-II

Multi-dimensional Learning Strategy Test, 2nd 학습

학습과정에 있어서 습관적, 행동적, 전략적 효율성을 측정연구개발   박동혁 문항 수  115문항 대상  4~6학년 가격  4,500원

학습전략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충분히 변화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습전략에 있어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른다면 학습능력은 발전

할 수 있습니다. 본 검사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작은 출발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MLST-II 학습전략검사란?

검사의 특징과 내용

MLST-II 통계표 활용

신뢰성지표 – 반응일관성, 연속동일반응, 사회적 바람직성, 무응답

부가정보 – 성적, 학습시간, 성적만족도, 심리적불편감

성격특성 – 효능감, 결과기대, 성실성

동기특성 – 학습동기, 경쟁동기, 회피동기

정서특성 – 우울, 짜증, 불안

행동특성 – 시간관리, 수업듣기, 노트필기, 공부환경, 집중전략, 

 읽기전략, 기억전략, 시험전략

학습전략유형 -  주도형, 성실형, 잠재형, 정체형

· 학습상황에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임

·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이해하며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확인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작은 출발점이 되어줌

특징 내용

학
습

2023년 03월 02일

1 32 4

5

교사용 통계표

3

4

통계표 활용 TIP

1  타당도 및 신뢰도 - 학생이 솔직하고 성실하게 검사에 임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 표가 많을 수록 현재 심리적으로 불편감을 느끼는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합니다. (3개 이상일 경우 상담이 필요한 학생일 수 있음)

3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 동기특성, 정서특성, 행동특성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시간투입과 전략 고-저에 따른 학습유형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별 학생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8



가장 먼저 검사에 성실히 임했는지 확인 자기주도적 학습 점수 및 개인해석 확인

검사 부가정보 확인

학습상황에서의 본인의 장 단점 확인 하위척도 별 점수 및 수준 확인

각 요인에 대한 그래프 높낮이 확인
초록색:긍정적 / 빨간색 : 부정적

시간 및 전략에 따른 학습유형 파악 09

※ 상기 결과보고서의 양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3년 03월 02일



하위척도 수준에 따른 개인해석 확인 결과에 따른 추천 프로그램 확인

※ 상기 결과보고서의 양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3년 03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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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종합검사WISE

Wide-insight Inquiry for Smart Education 학습

학습자의 종합적인 학습상태 분석, 진단 및 처방결과 정보제공연구개발   김태기 문항 수  163문항 대상  4~6학년 가격  4,500원

본 검사는 학습자의 학습상태에 대한 분석, 진단 및 처방의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검사를 통해 기존의 학습검사들을 통해 알 수 없었던 학습자의 인지, 정의, 행동 영역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진단과 처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본 검사는 학습상태확인, 교수학습개선, 학습상담, 학습지도, 맞춤형 교수학습운영 등 

다양한 학습상황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WISE 학습종합검사란? WISE검사의 특징

WISE검사 구성

학
습

방대한 학습종합정보
3개영역, 10개 요인, 40개 세부항목에 대한 분석정보, 진단결과, 처방내역 등의 종합적인 학습정보를 
비롯하여 학습자의 실제적인 학습현황까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학습상태분석
40개의 세부항목에 대해 상대적, 절대적 수치로 구분하여 학습자의 전반적인 학습상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한 학습상태진단
학습자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결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도식화된 정보를 제공하며, 특별히 
학습상태를 4가지유형으로 판별하여 학습자가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 손쉽게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학습개선처방
학습상태의 개선을 위해 40개 변인에 대해 각각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학습처방정보가 
제공되어 누구나 최적화된 학습태도의 발전과 개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위 요인영역영역 하위 요인

학습현황

검사결과 신뢰성

기초정보

학습종합상황

종합결과

학습유형

맞춤형 학습 종합 처방

메타인지

지능

학습동기

귀인(성공귀인/실패귀인)

학업 스트레스

학습된 무기력

학습양식

학습성향

학습태도

정의적 영역

행동적 영역
인지적 영역

12



가장 먼저, 검사에 성실히 임했는지 확인 학생이 스스로 응답한 기초 정보 확인

학습종합 상황 전방적 수준 확인 (파란색: 긍정적 / 빨간색: 부정적)

종합 결과 해석 확인(장/단점)

각 영역 점수, 수준 및 종합점수 해석 확인

13
※ 상기 결과보고서의 양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3년 03월 02일



학습의 긍정/부정적 요인 상황 확인 

각 하위 요인별 점수, 수준 및 해석 설명 확인

※ 상기 결과보고서의 양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3년 03월 02일



15

.



각 하위요인 점수 및 수준

학습유형별 학생의 명단 및 비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솔직하고 성실하게 검사에 임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필요/개입필요 로 나온 경우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결과보고서의 양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3년 03월 02일



학급의 전반적인 학습선호/양식 분포 확인

학급의 전반적인 긍정적/부정적 요인 정도 확인

긍정적요인 부정적 요인

17※ 상기 결과보고서의 양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3년 03월 02일



기초학습역량검사BLCT

Basic Learning Competence Test 학습

학생들의 기초학습역량을 파악하고 영역별로 구분 및 분석하는 검사연구개발   김동일 문항 수 118문항 대상  4~6학년 가격  6,000원

본 검사는 여러분의 기초학습역량을 알아보는 검사로써 1부는 능력, 2부는 흥미영역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각 검사에는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섞여있고 검사시간은 제한되어 있으니

어려운 문제에 너무 시간을 끌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풀도록 제안합니다.

BLCT 기초학습역량검사란?

검사의 특징과 내용

BLCT 통계표 활용

언어능력 – 속담, 일반화, 상식, 이해

논리수학능력 - 산수, 공통그림찾기, 행렬 추리

공간능력 - 도형찾기, 종이접기, 정신적 물체회전, 심상회전력 

언어흥미 - 언어에 대한 개인적 흥미 및 상황적 흥미

논리수학흥미 - 논리수학에 대한 개인적 흥미 및 상황적 흥미

공간흥미 – 공간에 대한 개인적 흥미 및 상황적 흥미

· 기초학습역량을 파악하고, 영역별로 
   구분하고 분석하여 종합적인 결과 제시 

· 학생의 전반적인 능력과 앞으로의 역량에 
   대한 기대치 제공

· 능력과 흥미의 비교로 학업지도에
   유용한 참고자료 활용

· 흥미영역의 경우 감정 유인가와 
   가치 유인가로 나누어 평가

특징 내용

2023년 03월 02일

교사용 통계표

1 2 3

통계표 활용 TIP

1  문항에 대해 성실하게 응답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학생의 능력영역에 대한 점수 및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학생의 흥미영역에 대한 점수 및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
습

18



가장 먼저, 검사에 성실히 임했는지 확인

각 영역별 능력, 흥미 영역 점수차이 분포 확인

하위 영역 능력, 흥미 영역 점수비교 해석 확인

1순위 능력영역, 흥미영역과 해석 확인

각 영역 점수, 수준 및 종합점수 해석 확인

19※ 상기 결과보고서의 양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3년 03월 02일



아동진로성격강점검사KICS-L

Korean Inventory of Character Strenghts for Children’s career 진로

연구개발   김광수·김경집·하요상·기경희·양곤성

KICS-L 아동 진로성격강점검사는 인간의 행복 증진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긍정심리학에 기반하여

아동의 긍정적 성품인 성격강점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긍정심리학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서 자신의 대표강점을 인식하고 학업, 놀이, 관계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KICS-L 아동진로성격강점검사란?

검사의 특징과 내용

KICS-L 통계표 활용

지성 – 창의성, 호기심, 개방성, 학구열, 지혜

인간애 - 사랑, 친절성, 사회지능

용기 - 용감성, 끈기, 진실성, 활력

절제 - 용서, 겸손, 신중성, 자기조절

정의 – 시민의식, 공정성, 리더십

초월 - 심미안, 감사, 낙관성, 유머, 영성

· 아동의 긍정적 성격 및 인성으로서의
   대표강점 확인

· 자신이 지닌 24가지 성격강점 개인 내 비교 
   결과에 대한 풍부한 해석 제공

· 아동대상의 교육, 진로담당  코칭 장면에 유용

· 아동의 자긍심 고취, 긍정 관계형성에 기여
   학부모용 결과지 제공 추가

특징 내용

진
로

2023년 03월 02일

교사용 통계표

1 2

4

3

통계표 활용 TIP

1  학생이 솔직하고 성실하게 검사에 임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4가지 성격강점 중 상위 5가지 성격강점 순위 및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각 학생 핵심덕목 점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 내 점수 비교를 통해 덕목 순위 확인)

4  1순위 성격강점별 학생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항 수  73문항 대상   2~3학년 가격  6,000원

*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OMR답안지 사용이 어려울 수 있어 학생들이 검사지에 응답을 체크하면  직접 코딩하여 결과를 
   제공해드립니다.

아동이 자신의 대표강점을 발견하고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20



가장 먼저, 검사에 성실히 임했는지 확인

대표강점 5순위 및 설명 및 결과해석 확인

성격강점 점수 및 수준 확인

대표 성격강점 따른 대표 인물, 직업, 활용방안의 해석 확인

2023년 03월 02일

21※ 상기 결과보고서의 양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표강점 5순위 및 설명 및 결과해석 확인 대표 성격강점 따른 대표 인물, 직업, 활용방안의 해석 확인

※ 상기 결과보고서의 양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3년 03월 02일



KICS-L 아동 
진로성격강점검사

활동시트

KICS-L 아동진로성격강점검사는 검사 후 심리검사 결과 및 

자기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시트가 제공됩니다.

(결과지 뒷면)

활동시트는 본인의 결과를 토대로 결과에 대해 생각하고

진로탐색 및 자기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활동시트 활용시간은 학교 일정 및 환경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Korean Inventory of Character Strengths for children

23



아동진로성격강점검사KICS

Korean Inventory of Character Strenghts for Children’s career 진로

연구개발   김광수·김경집·김은향·양곤성·하요상·한선녀

KICS 아동 진로성격강점검사는 인간의 행복 증진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긍정심리학에 기반하여

아동의 긍정적 성품인 성격강점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긍정심리학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서 자신의 대표강점을 인식하고 학업, 놀이, 관계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KICS 아동진로성격강점검사란?

검사의 특징과 내용

KICS 통계표 활용

지성 – 창의성, 호기심, 개방성, 학구열, 지혜

인간애 - 사랑, 친절성, 사회지능

용기 - 용감성, 끈기, 진실성, 활력

절제 - 용서, 겸손, 신중성, 자기조절

정의 – 시민의식, 공정성, 리더십

초월 - 심미안, 감사, 낙관성, 유머, 영성

· 아동의 긍정적 성격 및 인성으로서의
   대표강점 확인

· 자신이 지닌 24가지 성격강점 개인 내 비교 

· 결과에 대한 풍부한 해석 제공

· 아동대상의 교육, 진로담당  코칭 장면에 유용

· 아동의 자긍심 고취, 긍정 관계형성에 기여

특징 내용

진
로

2023년 03월 02일

교사용 통계표

1 2 3 4

통계표 활용 TIP

1  타당도 및 신뢰도 - 학생이 솔직하고 성실하게 검사에 임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각 학생 핵심덕목 점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 내 점수 비교를 통해 덕목 순위 확인)

3  24가지 성격강점 중 상위 5가지 성격강점 순위 및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24가지 성격강점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항 수 118문항 대상  4~6학년 가격  4,500원 아동이 자신의 대표강점을 발견하고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24



가장 먼저, 검사에 성실히 임했는지 확인

핵심덕목 점수 확인

성격강점 점수 및 점수분포 확인

25※ 상기 결과보고서의 양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3년 03월 02일



5순위 대표강점 및 해석 결과 확인  

5순위 대표강점의 대표 인물 확인

5순위 대표강점의 활용방안 및 관련직업

5순위 대표강점 발전을 위한 추천자료(도서 및 영상)

※ 상기 결과보고서의 양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3년 03월 02일



KICS 아동 진로성격강점검사

활동시트

KICS 아동진로성격강점검사는 검사 후 심리검사 결과 및 

자기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시트가 제공됩니다.

(결과지 뒷면)

활동시트는 본인의 결과를 토대로 결과에 대해 생각하고

진로탐색 및 자기 이해 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활동시트 활용시간은 학교 일정 및 환경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Korean Inventory of Character Strengths fo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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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발달검사Holland
Ⓡ

HollandⓇ Career Development Inventory 진로

진로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진로성숙도 측정 및 조기 적성개발을 위한 Holland 성격적성 유형을 측정연구개발   안현의 · 안창규 문항 수  204문항 대상  4~6학년 가격  4,500원

이 검사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의 진로발달과 진로성숙을 체계적으로 촉진시키고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검사입니다. 조기에 학생들이 나타내는 기질적 특성인

Holland 직업적 성격유형(RIASEC)을 변별도 높게 찾아내어 적성개발을 위한 진로지도의 지침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장래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인이 되는 꿈 키워가기, 적성개발, 학습전략, 

성격관리 등의 적성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Holland   진로발달검사란? 

검사의 특징과 내용

Holland 통계표 활용

RIASEC 진로 유형 및 타당성

RIASEC 성격적성/능력적성/직업적성

진로성숙도의 영역별 수준 및 조언

코드에 적합한 직업

코드에 따른 성격 강점

선호하는 학습태도와 방법

· Holland 직업적 성격유형(RIASEC) 파악

· 진로발달과 진로성숙을 체계적으로 촉진

·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효율성을 높임

· 적성개발 및 진로지도의 지침

· 적성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 개발

특징 내용

진
로

2023년 03월 02일

교사용 통계표

1 2 3

4

통계표 활용 TIP

1  반 학생의 Holland 성격유형(RIASEC) 점수와 반 평균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각 학생의 Holland 성격유형 1,2순위 코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학생별 Holland 유형에 따른 진학계열, 직업분야, 진로지도 유의점 확인이 가능합니다.

4  각 RIASEC 유형별 학생 리스트 확인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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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순위 진로코드 확인

진로성숙도 수준 확인

RIASEC 6각형 그래프  분포 및 각 적성별 점수 확인 나의 코드에 맞는 직업 성격강점, 학습태도 확인

29※ 상기 결과보고서의 양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격검사NEO 

NEO Children Personality Assessment System 성격

아동의 발달적 적응상의 문제에 기저하는 기질적 성격 구조와 치료적 상담의 효율성을 위한 정보 제공연구개발   안현의 · 안창규 문항 수  147 문항 대상   4~6학년 가격   4,500원

NEO 성격검사는 아동의 생활지도 및 상담을 위하여 적응상의 문제에 기저하는 기질적 

성격구조를 파악함과 동시에 불안, 공격성, 우울 등의 임상적 성격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예방적 및 치료적 학교상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NEO 성격검사란? 

검사의 특징과 내용

NEO 통계표 활용

검사결과의 신뢰도 (반응일관성, 응답성실도, 무응답 수)

외향성 (사회성, 지배성, 자극추구)

개방성 (창의성, 정서성, 사고유연성)

친화성 (온정성, 신뢰성, 관용성)

성실성 (유능감, 조직성, 책임감)

신경증 (불안, 적대감, 우울, 충동성, 사회적위축, 정서충격)

성격 프로파일 해석 (대인관계, 학습, 과제수행 및 문제대처)

· 일반적 성격 5요인(OCEAN) 구조를 측정

· 기질적인 특징과 환경의 상호작용적 해석 가능

· 스트레스 대응 능력 가늠 및 스트레스 확인

· 현장 타당도가 높고 상담과 지도에 유용함

· 임상적 성격특성을 파악하여 예방적 및 
   치료적 학교상담의 효율성이 높음

특징 내용

성
격

2023년 03월 02일

교사용 통계표

1 2 3

4

통계표 활용 TIP

1  타당도 및 신뢰도 - 학생이 솔직하고 성실하게 검사에 임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성격 5요인(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증) 점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성격 5요인 각 하위척도 점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4  각 심리적 특징에 맞는 학생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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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검사에 성실히 임했는지 확인

각 

요
인
별 

하
위
척
도 

점
수 

확
인

점수 수준 확인

성
격 

5
요
인 

척
도 

점
수 

확
인

대인관계, 학습, 과제수행 및 문제대처 스타일 확인

31※ 상기 결과보고서의 양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3년 03월 02일



아동청소년 인성평정척도KPRC

Korean Personality Rating Scale for Children; KPRC 성격

연구개발   황순택·김지혜·조선미·홍창희·안이환·한태희·홍상황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성격적 요소나 심리적 부적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기의 부적응 또는 정신장애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 검사 실시를 통해 아동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전문가의 평가과정을

거쳐 문제의 존재여부 및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효과적으로 모색할 수 있습니다.

KPRC 한국 아동청소년 인성평정척도란?

검사의 특징과 내용

KPRC 통계표 활용

타당도척도 – 비일관성, 허위, 저빈도

자아탄력성

임상척도 - 언어발달지연, 운동발달지연, 불안,
                       우울, 신체화문제, 비행, 과잉행동, 
                       가족관계문제, 사회관계문제, 정신증

· 부적응 문제의 가능성이 있는 아동을
   조기에 선별

· 부적응 존재 여부 및 유형을 판단하여 
   문제를 효과적으로 파악 가능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간하는 
   교육통계연보에 근거하여 초등학생
   자료 수집 후 개발

특징 내용

성
격

2023년 03월 02일

교사용 통계표

1 2 3

통계표 활용 TIP

1  타당도 및 신뢰도 - 학생이 솔직하고 성실하게 검사에 임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학생의 자아탄력성 점수 및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학생의 임상척도 점수 및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항 수 164문항 대상  4~6학년 가격  6,000원표준형 문항 수  89문항 대상  4~6학년 가격  4,500원단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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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검사에 성실히 임했는지 확인

검사에 대한 전반적 결과 및 해석 확인 

자아탄력성 점수 및 수준, 결과 해석 확인

임상척도 점수 및 수준, 결과해석 확인

2023년 03월 02일

33※ 상기 결과보고서의 양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아개념검사SCI-II 

Self-Concept Inventory - II 성격

연구개발   이경화 · 고진영 문항 수  1~3학년 83 문항 / 4~6학년 107 문항 대상   1~3학년  / 4~6학년 가격   1~3학년 5,500원 / 4~6학년 4,500원

자아개념(self concept)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적, 객관적 평가 혹은 인식으로 요약되며 

모든 지각의 중심에서 경험을 해석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심리기제로서, 여러 학문분야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CI-ll 자아개념검사란? 

검사의 특징과 내용

SCI-ll 통계표 활용

인지적 자아 - 학업적 자아, 언어적 자아, 논리/수리적 자아

정의적 자아 - 성격/정서 자아, 도덕 자아

사회적 자아 - 친구관계 자아, 부모관계 자아

신체적 자아 - 신체능력 자아, 신체외모 자아

총 자아 – 자신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태도를 의미

· 긍정적 자아개념 향상 상담 자료로 활용

· 자아영역별로 자아개념 측정 가능

· 자아개념 향상 프로그램 기초자료 제공

특징 내용

성
격

2023년 03월 02일

교사용 통계표

1 2

3

통계표 활용 TIP

1  자아의 각 영역별 점수 및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태도인 총 자아 점수 및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자아개념 수준에 따른 반별 학생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달 단계별 자아개념의 측정

*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OMR답안지 사용이 어려울 수 있어 학생들이 검사지에 응답을 체크하면  직접 코딩하여 결과를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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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하위 요인별 점수 및 수준 확인

전반적인 자아개념 점수 수준에 따른 해석

하위 자아개념 점수 수준에 따른 해석 확인 35※ 상기 결과보고서의 양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3년 03월 02일



적응역량검사Mindfit 

Mindfit Adaptation capacity Inventory 부적응

학생들의 학교 적응 수준 및 적응역량의 파악연구개발  박동혁 문항 수  127 문항 대상  3~6학년 가격  4,500원

MindFit 마인드핏 적응역량검사는 학생들의 학교 적응도와 적응역량을 측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적응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적응역량의 강약점을 파악하여  

적응에서의 핵심역량인  스트레스 대응 능력을 가늠할 수 있고, 현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역별 스트레스를 확인해 선별적인 상담 지원이 가능합니다.

Mindfit 적응역량검사란? 

검사의 특징과 내용

MindFit 통계표 활용

적응도 지수 → TMQ(현재적응도), 
FMQ(미래적응도),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불편감

적응역량 → 목표지향성, 자존감, 친사회성, 
사회적 기술, 자기통제력, 가정내 지지, 
친밀한 대인관계

스트레스 → 사회적 갈등, 가정내 갈등, 학업적 부담

· 학교 적응도와 적응역량 측정

· 적응 문제 사전 예방 가능

· 스트레스 대응 능력 가늠 및 스트레스 확인

· 잠재적 위험성 변별 기능 제공

· 개입 필요성 및 선별적 상담 지원 가능

특징 내용

부
적

응

2023년 03월 02일

교사용 통계표

1 2 3

4

5

통계표 활용 TIP

1  타당도 및 신뢰도 - 학생이 솔직하고 성실하게 검사에 임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참고지표로써 현재 각 부분별 부적응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적응도, 적응역량, 스트레스 척도의 수준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적응도 수준별 학생 리스트 확인이 가능합니다.

5  각 부적응 가능성이 있는 학생 리스트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고위험 학생의 경우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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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검사에 성실히 임했는지 확인

적응도 지수 확인

적응역량수준 확인

스트레스 수준확인 → 그래프 크기가 클수록, 각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큰 편입니다. 37

※ 상기 결과보고서의 양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3년 03월 02일



한국판 정서-행동 평가시스템K·BASC-2 

Korean 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2 부적응

아동의 사고, 정서 및 행동을 포괄적으로 평가연구개발   Cecil R, Ph.D. · Randy W. Kamphaus, Ph.D. 문항 수  139문항한국판 표준화   안명희 대상  3~6학년 가격  4,500원

본 검사는 아동의 자기인식과 타인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이들의 긍정적 성격특성, 사회성 기술, 

적응 탄력성 그리고 문제행동 양상에 대한 포괄적 정보를 제공하는 다차원적 검사입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은 부모보고형, 3~6학년은 자기보고형으로 단체 실시가 가능합니다.

K·BASC-2 검사란? 

검사의 특징과 내용

K·BASC-2 통계표 활용

학교문제 : 학교에 대한 태도, 교사에 대한 태도

내면화 문제행동 : 비정형성, 통제소재, 사회적 스트레스, 
                                           불안, 우울, 부적절감

주의력결핍/과잉행동 : 주의집중문제, 과잉행동

정서증상 지표

개인적 적응 : 부모와의 관계, 대인관계, 자긍심, 자아신뢰감

· 긍정적 성격특성, 사회성기술, 적응탄력성 파악

· 문제행동 양상에 대한 포괄적 정보 제공

· 구제적인 문제행동 혹은 특정장애의 평가

· 아동기 문제행동의 다양한 유형 확인

· 성별, 연령에 따른 발달특성과 문제행동을 고안

특징 내용

부
적

응

2023년 03월 02일

교사용 통계표

1

3

1-2

2

통계표 활용 TIP

1  타당도 및 신뢰도 - 학생이 솔직하고 성실하게 검사에 임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2  에서 내용 확인)

2  각 학생별 인지, 정서 및 행동특성 척도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각 심리적 특징에 맞는 상담 및 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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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성실히 임했는지 확인

정서 및 행동특성 점수 및 수준 확인 → 그래프가 음영 부분에 위치한 경우, 정서-행동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각 요인에 대한 해석 내용 확인

39

※ 상기 결과보고서의 양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3년 03월 02일



한국판 정서-행동 평가시스템K·BASC-2 

Korean Behavior Assessment System for Children-2 부적응

아동의 사고, 정서 및 행동을 포괄적으로 평가연구개발   Cecil R, Ph.D. · Randy W. Kamphaus, Ph.D. 문항 수  160문항한국판 표준화   안명희 대상  1~2학년(아동의 학부모가 응답) 가격  6,000원

본 검사는 아동의 자기인식과 타인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이들의 긍정적 성격특성, 사회성 기술, 

적응 탄력성 그리고 문제행동 양상에 대한 포괄적 정보를 제공하는 다차원적 검사입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은 부모보고형, 3~6학년은 자기보고형으로 단체 실시가 가능합니다.

K·BASC-2 검사란? 

검사의 특징과 내용

K·BASC-2 통계표 활용

외현화 문제행동 : 과잉행동, 공격성, 품행문제

내면화 문제행동 : 불안, 우울, 신체화

행동증상 지표 : 비정형성, 사회적 철회, 주의집중문제

적응 기술 : 적응성, 사회성 기술, 리더십, 일상적 활동, 
                           기능적 언어소통

· 긍정적 성격특성, 사회성기술, 적응탄력성 파악

· 문제행동 양상에 대한 포괄적 정보 제공

· 구제적인 문제행동 혹은 특정장애의 평가

· 아동기 문제행동의 다양한 유형 확인

· 성별, 연령에 따른 발달특성과 문제행동을 고안

특징 내용

부
적

응

2023년 03월 02일

교사용 통계표

1

3

1-2

2

통계표 활용 TIP

부모보고형 초등 저학년용(PRS-C)

1  타당도 및 신뢰도 - 학생이 솔직하고 성실하게 검사에 임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2  에서 내용 확인)

2  각 학생별 인지, 정서 및 행동특성 척도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각 심리적 특징에 맞는 상담 및 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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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성실히 임했는지 확인

정서 및 행동특성 점수 및 수준 확인 → 그래프가 음영 부분에 위치한 경우, 정서-행동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각 요인에 대한 해석 내용 확인

41

※ 상기 결과보고서의 양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3년 03월 02일



LOREM IPSUM
D O L O R  S I T  A M E T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er adipiscing elit, sed 

diam nonummy nibh
다요인 지능 검사 

M-FIT
Multi - Factorial Intelligence Test

초등학교 2학년용

연구개발 |  이종구•현성용•최인수 교수 

다요인 지능 검사 

M-FIT
Multi - Factorial Intelligence Test

초등학교 3~ 4학년용

연구개발 |  이종구•현성용•최인수  교수 

다요인 지능 검사 

M-FIT
  

초등학교 5~ 6학년용

연구개발 |  이종구•현성용•최인수 교수 

Multi - Factorial Intelligence Test

다요인지능검사M-FIT

Multi-Factorial Intelligence Test 지능

학생들의 지능 요인을 6가지 영역에서 객관적으로 측정, 진단연구개발   이종구 · 현성용 · 최인수 문항 수  2학년 134 문항 / 3,4학년 137 문항 / 5,6학년 136 문항 대상  2~6학년 가격  5,000원

다요인 지능검사(M-FIT)는 최초로 지능의 다요인설을 제안한 Thurstone의 7요인 이론과 

Gardner의 다중지능 이론, Sternberg의 지능 3요인 이론을 근간으로 인지능력 중심의 

6개 영역을 측정합니다. 본 검사에서는 지능이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주장보다는 

여러 요인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입장을 수용하여 학생들의 능력을 각 영역별로 파악, 

학습지도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M-FIT 다요인지능검사란?

검사의 특징과 내용

M-FIT 통계표 활용

어휘적용력 – 어휘력과 문장, 문맥에 맞게 어휘를 선택하는 능력

언어유추력 - 단어간 인과관계 파악 및 관계성을 도출하는 능력

도식화능력 - 전반적인 이해의 틀을 만들어 내는 능력

수리력  - 연산개념에 대한 이해와 정확하게 계산하는 능력

공간지각력 – 시각적인 사고력과 공간 환경에서의 적응력

추리력 - 문제해결을 위한 규칙을 추론하는 귀납추론 능력

· 학습능력, 문제해결력,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능력을 종합적으로 파악

· 개인별로 중점을 두어야할 교육과
   훈련의 내용 확인

특징 내용

지
능

2023년 03월 02일

교사용 통계표

1 2

3

통계표 활용 TIP

1  하위 영역 별 규준점수 및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종합지수점수(평균 100, 표준편차 15로 표준화된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학급 내 수준별 인원 분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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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하위 요인별 개인 내 점수 비교

하위 요인 점수 및 수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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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결과보고서의 양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3년 03월 02일



다중지능검사MIAA

Multiple Intelligence tests for Aptitude Assessment 지능

학생들의 지능 효용감 측정을 통한 진로 및 발달 진단연구개발   정태연 · 송영선 문항 수  80문항 대상  4~6학년 가격  5,000원

MIAA 다중지능검사(Multiple Intelligence tests of for Aptitude Assessment)는 

지능을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하워드 가드너(H. Gardner)의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된 검사입니다. 각 하위 영역별로 자신의 능력 수준을 파악하고 자신의 강점분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학습지도 및 진로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검사입니다.

MIAA 다중지능검사란?

검사의 특징과 내용

MIAA 통계표 활용

언어지능 ·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 신체운동지능

대인지능 · 음악지능

개인내적지능 · 자연친화지능

· 학생들의 8가지 능력을 자기보고식으로 파악

· 지적 능력을 파악하여 학습방법 제시

· 지적 능력과 관련이 높은 직업군 소개

· 지적 능력에 따른 진로지도 가능

특징 내용

지
능

2023년 03월 02일

교사용 통계표

1 2 3

4

통계표 활용 TIP

1  타당도 및 신뢰도 - 학생이 솔직하고 성실하게 검사에 임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다중지능 영역별 점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개인 지능 순위 및 1순위 지능 학습활동, 직업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각 지능별 1순위 학생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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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성실히 임했는지 확인

유형에 따른 분포 모양 확인

1,2 순위 지능유형에 따른 학습활동, 관련직업군 확인

다중지능 영역별 점수 및 수준, 해설 내용 확인

45※ 상기 결과보고서의 양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3년 03월 02일



2023  학교 표준화  심리검사 신청서

지역(시/군) : 학교명 : 

담당부서 : 

연락처(C.P)  : 

성함 : 

학교 주소 : 

실시(예정)일 : 이메일  :                                             @

SCI - II 자아개념검사

학습

진로

ㆍ

적성

성격

부적응

종합검사

지능

MLST - II 학습전략검사

WISE 학습종합검사

BLCT 기초학습역량검사

KICS-L 아동 진로성격강점검사

KICS 아동 진로성격강점검사

Holland 진로발달검사

NEO 성격검사

MindFit 마인드핏 적응역량검사 

K·BASC - 2 한국판 정서-행동 평가시스템 (자기보고형)

K·BASC - 2 한국판 정서-행동 평가시스템 (부모보고형)

M - FIT 다요인 지능검사

MIAA 다중지능검사

종합생활지도검사 (Holland 진로발달 + NEO 성격)

학습진로적성검사 (Holland 진로발달 + MLST - II 학습)

종합학습역량검사 (MLST - II 학습 + MindFit 역량)

종합학습성격검사 (NEO 성격 + MLST - II 학습)

4~6학년

4~6학년

4~6학년

2~3학년

4~6학년

4~6학년

4~6학년

1~2학년

3~6학년

2학년

3~4학년

5~6학년

4~6학년

4학년

5~6학년

4~6학년

4~6학년

4~6학년

4~6학년

분류 검사명 대상 학년 실시 학년 총 부수 비고학급 수

KPRC 한국아동·청소년평정척도 표준형

3~6학년

4~6학년

®�

1~3학년

4~6학년

KPRC 한국아동·청소년평정척도 단축형

종합학습능력검사 (M - FIT 지능 + MLST - II 학습)

※ 검사실시 안내문은 학급별 수량으로 보내드립니다.

위와 같이 인싸이트 학교 표준화 검사를 신청합니다.



검사실시 및 절차

오프라인

① 검사신청 및 문의

02-336-7133(3번) / school@inpsyt.co.kr

  *최소 인원 50명 이상 단체 신청 가능합니다.

② 검사자료 배송 

검사자료를 택배로 미리 배송해드립니다.

* 최소, 검사 실시 2주일 전에 말씀해 주셔야  일정에 있어 차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검사실시 

검사가 완료되면  답안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본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8길 20 마인드포레스트 빌딩 1층  전산팀 .

온라인

① 검사신청 및 문의

school@inpsyt.co.kr / 02-336-7133(3번)

*최소 인원 50명 이상 단체 신청 가능합니다.

② 검사링크 전송 

인싸이트는 각  학교 만의 전용 심리검사 링크(URL)를 제공해드립니다. 

* 예시: Inpsyt.co.kr/school/psytest

3. 검사실시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심리검사 링크(URL)을 공지 해주시면 검사 실시가 가능합니다.

* PC, 태블릿 및 모바일 기기를 통해 검사 실시가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로그인 필요없음) 

Inpsyt.co.kr/school/psytest

 ④ 오프라인/온라인 결과지 발송   A3결과지 및 A3 교사용 통계표, 해석지침서 제공

* 인싸이트 홈페이지(inpsyt.co.kr)로 접속 후 통계표에 기재된 ID/PW로 로그인 하시면  엑셀자료 + 책임/담임교사용 보고서 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빼            꼼

▶ 학교선생님께서는 인싸이트 홈페이지에 접속(교사/학교용 검사결과표에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다양한 결과 서비스 조회가 가능합니다.

학교 표준화 심리검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학생들은 학교 인싸이트 홈페이지(www.inpsyt.co.kr)에 접속하여 학생 검사결과표에 기재된 보안처리된 검사결과 조회번호로 회원가입 없이 
       결과(웹결과, PDF결과) 조회가 가능합니다.

검사실시 및 절차 안내

Guide to School Standardized Psychological Test 47



카운피아 온라인 과정  
신청 안내

오프라인 워크숍 
신청 안내

학지사 에듀 외부기관 위탁 교육

교육신청 방법 안내 

@

원 격 교 육 연 수 원
Application
Guide
About the workshop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8길 20 마인드포레스트빌딩           ㅣ            www.inpsyt.co.kr

Tel: 02-336-7133 (3번)     ㅣ     Fax: 02-324-8200 (팩스 발송 시 확인전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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