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

H O G A NS E L E C T

DEVELOP
LEAD

E X P R E S S
AN OFF-THE-SHELF SOLUTION FOR CANDIDATE JOB FIT

Report for :Jane Doe
ID:HB290602
Date:August 02, 2012
Job:전문직

© 2009 HOGAN ASSESSMENT SYSTEMS, INC.

HOGANSELECT EXPRESS
소개
직무에 따라 성공적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성격특성이 다르며,
Hogan 성격 검사(HPI)는 성공적인
어떤 직무에서는 중요한 성격특성이 다른 직무에서는 업무
직장생활과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수행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Hogan 성격 검사(HPI)는 Big5
성격이론에 기반하여 성공적 직무수행과 조직적응에 영향을
대표적인 7가지 성격 차원들(41개
미치는 7가지의 대표적 성격 차원(41개 하위요소)들을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합니다. 이 보고서는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ection Ⅰ은 지원자의 (1) 조직 적합성; (2) 직무 적합성; (3) 인터뷰 스타일 - 에 초점을 맞춰 평가한 것입니다.
Section Ⅱ는 지원자에 대한 평가결과를 도표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Section Ⅲ는 이러한 평가결과들을 토대로
지원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제시합니다.

SECTION Ⅰ: 평가결과 요약
조직 부합도
Jane Doe 지원자는 차분하며 평온합니다. 상황에 맞게 감정을 잘 관리할 줄 압니다. Jane Doe 세부적인 것에
신경을 쓰는 책임감 있는 팀 플레이어이지만, 규칙들에 대해 얽매이지 않는 융통성도 있습니다. Jane Doe
지원자는 공식적인 교육 훈련을 좋아하지 않으며, 업무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로 인해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직무 부합도
Jane Doe 지원자는 안정적이며 한결같습니다. Jane Doe 지원자는 비교적 활력적이며 근면합니다. Jane Doe
지원자는 협조적이고 친절하지만,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Jane Doe
지원자는 일반적으로 절차와 과정을 존중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면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Jane Doe 지원자는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취하고 그것을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전환하기 좋아합니다.
지원자의 장점

지원자의 약점

•

실수를 인정하고 조언을 받아들입니다.

•

업무수행시 긴장감이 부족합니다.

•

팀에서 하는 일에 적극 참여합니다.

•

의사결정을 잘 내리지 못합니다.

•

배려적이지만, 성과를 이끌어냅니다.

•

•

규칙과 절차 내에서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에 맞추느라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 보다는 평가하는 것을 더
잘합니다.

•

우선순위를 매기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

비전이 최고의 장점은 아닙니다.

지원자 인터뷰 스타일

•

Jane Doe 지원자는 보통의 침착성과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

Jane Doe
지원자는 친절하고 붙임성이 있지만, 지나치게 사람들에게 주목 받으려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

Jane Doe 지원자는 협조적이고 예의가 바른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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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Ⅱ: 그래픽 리포트 - Hogan Personality Inventory(H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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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회색 막대기로 표시된 점수 범위는, 해당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주요
성격특성들의 높은 부합도 수준을 의미함.

자기조절 - 침착하고, 낙관적이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정도.
성취지향성 - 주도적이고, 경쟁적이며, 리더로서의 역할을 추구하는 정도
사회성 - 대화하기 좋아하고, 사회적으로 자신감이 있으며, 유쾌한 정도
대인 민감성 - 유순하고 배려적이며 타인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정도
신중성 - 성실하고 신뢰 할 수 있으며 규칙을 잘 지키는 정도.
지적호기심 -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한 정도
학습지향성 - 공식적 교육을 즐기며 관련 분야의 최근 동향을 잘 알고 있는 정도

SECTION Ⅲ: 전반적 평가
지원자의 평가결과를 동종 업계내 동일 직군에서 요구하는 바람직한 성격 프로파일과 비교했을 때, 해당
직무에 대한 본 지원자의 전반적인 부합도는:

부적합

보통

적합

이 보고서와 부합도 수준은 타당도 일반화가 되어있는 일반적인 직무군에 기초해서 제공되는 것이며, 입사 지원자와 관련된 특정 회사의 직무군에
한정되어 제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고서는 지원자와 관련된 다른 정보들과 함께 종합하여 채용 결정에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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