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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검사

‘ontact 심리검사’란?

-모집공고에 들어가 선착순으로 심리검사를 신청하면  
 온라인 MBTI 성격검사, STRONG 직업흥미검사, 
 TCI 기질 및 성격검사, MMPI 다면적인성검사, U&I학습유형검사 중 
 2~4개를 선택해 검사 진행
  

-신빙성있는 검사와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직업 흥미에 대한 자기이해를 높이고 구체적인 진로설계에 도움

-검사 실시 후 해석은 화상 or 대면으로 1:1로 진행
 (약 1시간~1시간 30분정도 소요되는 심층적인 분석!)



참여계기

 어렸을 때 내가 어떤 성격과 기질을 가진 사람인지 알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그 당시에 인터넷에서 유행하던 검사는 꼭 

 해보았고, 관련 신문기사는 스크랩해서 심심할 때마다 읽곤 했다.

 커서도 관심은 계속되어서 최근에는 MBTI에 누구보다 열성적이었다.  

    

  
그러다 세종대학교 앱에서 ‘2022년 1차 온텍트 심리검사’

게시물을 보게되었다.

다양한 검사를 통해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지 않고 바로 신청하게 됐다.



참여 방법

 신청공고가 올라오면 상담소 or 두드림 or 세종대 앱을 통해 신청

 (1차 신청에 실패하면 2차 신청기간을 노려보기!)

https://do.sejong.ac.kr

http://home.sejong.ac.kr/~scc/

세종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두드림(Do Dream)

세종대학교 모바일 앱



검사 종류
MBTI 성격검사 (다면적 인성검사)

STRONG 직업흥미검사 (기질 및 성격검사)

TCI 기질 및 성격검사 (성격유형검사)

MMPI 다면적인성검사 (직업흥미검사)

U&I 학습유형검사 (학습유형검사)

심리적 선호경향에 따라 16가지 중 자신의 성격유형을 확인

6가지 직업흥미유형과 활동유형 탐색

자신의 기질과 성격 파악

정서상태, 성격특성, 행동양식, 임상적 증상 점검

나에게 맞는 학습방식과 학습성격 탐색
*신청공고 참고

기질은 타고난 것!
성격은 형성되는 것!



           검사 조합 추천

 자신의 성격과 현재 정서를 알고싶다면?

 진로적성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면?

 학습 효율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TCI      MMPI-2      (MBTI)

*신청공고 참고

STRONG      MBTI      (TCI)

U&I      MBTI      (TCI)



 진행과정

1. e-mail로 검사 링크를 받으면 검사하기   
  (일주일내 미완료시 소멸)

  

2. 검사 해석 상담 날짜 잡기
  (담당 상담사로부터 전화가 옴)

3. 미리 잡은 날짜에 상담 진행
  



느낀점

나는 MBTI, TCI, MMPI, U&I를 선택해 검사를 받았다.

가벼운 마음으로 해보았는데 검사 해석을 통해 얻어가는 것들이 많았다. 

특히 내가 단점이라고 생각한 성격 특성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됐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고, 나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기분이 좋았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파악하는 일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ontact 심리검사는 이런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한 번의 상담으로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이번 경험이 좋은 시작이 되었다.   



ontact 심리검사의 장점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유료 검사!

-전문 상담사와 1:1로 검사 해석!

-꼼꼼한 해석과 차분한 상담!

-자기이해와 진로설계에 도움!

-비교과프로그램으로 마일리지 적립!



자기이해와 진로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세종인의 자아찾기] ontact 심리검사로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고 

                                                           마일리지도 받아보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싶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