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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나의 행동/태도 진단

[3회차] 나 알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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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행동/태도 진단 (A형 질문) (점수 : 0점 ~ 2점)

문항 질 문 내 용 점수

1 나는 자신에게 성실한 편이다

2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기 쉬운 편이다

3 나는 나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고 체념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0

4 나는 나의 실패를 별로 마음에 두지 않는다

5 나의 패션 감각을 좋아한다

6 나는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 하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

7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도 다른 사람이 싫어 할 것 같으면 참는 편이다

8 나는 나의 행동이나 말에 자신을 가지지 못한다

9 나는 나에게 감추어진 재능이 있다고 생각한다

10 나는 남에게 비판을0 받으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11 나는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먼저 접근한다

12 나는 대부분의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13 나는 나 자신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

14 나는 싫은 일이 있어도 금방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다

15 나는 하고 싶은 일이나 즐거운 일이 많다

16 나는 남에게 거리낌 없이 말하는 것이 별로 마음에 걸리지 않는다

17
나는 나 자신을 스스럼 없이 드러내 보이면 상대방이 나를 혐오스러워 할 것 같
은 느낌이 든다

18 나는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일은 거의 없다

19 나는 나의 생활방식이 맘에 든다

20 나는 상대방이 화제로 삼고 싶어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말을 잘하지 않는다

21 나는 무엇을 해도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22 나는 상대방과 비교해서 자신이 쓸모 없게 생각되는 일이 자주 있다

23 나는 내가 느낀 것은 무엇이든 상대방에게 이야기 하는 편이다

24 나는 나의 호의가 상대방에게 피해가 되는 일은 아닐까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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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행동/태도 진단 (B형 질문) (점수 : 0점 ~ 2점)

문항 질 문 내 용 점수

1 나는 ‘이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많다

2 나는 남과 함께 일을 하면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

3 나는 나의 취미에 맞지 않는 사람과는 사귀고 싶지 않다

4 나는 상대방이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을 듣는 편이다

5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절해도 반갑지 않다고 느끼는 일이 있다

6 나는 상대방이 좋은 점, 장점을 이야기 할 때 잘 들어주는 편이다

7 나는 상대방이 실패하거나 실수를 해도 그다지 초조해 하지 않는다

8 나는 나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도 친근해질 수 있다

9 나는 다른 사람이 ‘연애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할 때 반론을 편다

10 나는 상대방의 결점이 하나라도 눈에 띄면 상대방의 모든 것이 싫어진다

11 나는 상대방과 싸움을 해도 화해의 실마리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12 나는 귀찮은 일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관여하고 싶지 않다

13 나는 남에게 무엇인가 해 주거나 받는 것을 좋아한다

14 나는 즐거워 보이는 사람을 보면 자신까지 유쾌해진다

15 나는 무엇을 해도 잘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한다

16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
하는 일이 자주 있다

17 나는 무엇인가 분쟁이 생기면 남의 탓으로 돌려 버리는 일이 많다

18 나는 상대방을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느끼는 일이 자주 있다

19 나는 사적인 일은 거의 남에게 이야기 하지 않는다

20 나는 상대방의 무관심함에 화가 나는 일이 자주 있다

21 나는 상대방의 싫은 면도 포함해서 교제해 나갈 수 있다

22 나는 그보다 더 좋은 상대가 반드시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23 나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안심이 된다’라는 소리를 타인으로부터 곧잘 듣는다

24 나는 남의 말을 곧이곧대로 잘 믿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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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행동/태도 진단 (집계표) 

문항 1 4 5 9 11 12 13 14 15 16 19 23 합계 축

점수 X1

문항 2 3 6 7 8 10 17 18 20 21 22 24 합계 축

점수 X2

문항 1 4 6 7 8 11 13 14 18 21 23 24 합계 축

점수 Y1

문항 2 3 5 9 10 12 15 16 17 19 20 22 합계 축

점수 Y2

[B형 질문 집계표] (해당된다 : 2점, 그런 것 같다 : 1점, 아니다 : 0점)

[A형 질문 집계표] (해당된다 : 2점, 그런 것 같다 : 1점, 아니다 : 0점)

[3회차] 나 알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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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행동/태도 진단

✓ 진단하기 : 나의 행동/태도 진단 (진단지 활용)

✓ 진단결과 Graph화 하기

You are OK

24점 (Y1)

You are not OK

24점 (Y2)

I am OK

24점 (X1)
I am not OK

24점 (X2)

•

•
• •

자타긍정형
(A)

자기긍정
타인부정형

(B)

자타부정형
(D)

자기부정
타인긍정형

(C)

✓ 다음특징은 어떤 유형에 해당할까?

1) 양보. 희생, 자책, 회피, 열등, 우울

(          )

2) 협력, 공존, 존중, 행복, 평화, 감사

(          )

3) 주도, 독선, 배타, 우월, 분노, 지배

(          )

4) 불신, 자포자기, 파괴, 자폐

(          )

A

B

C

D

[3회차] 나 알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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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행동/태도 진단 (Review)

✓ 나는 어떤 유형인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나?

- X2, Y2 값을 X1, Y1 방향으로 올리기 위해 실천해야 할 것은?

✓ 태도란?

<5가지 대상에 대한 태도>

나

남

일

상황

미래

자부심 vs. 열등의식

존중 vs. 무시

적극성 vs. 소극성

감사 vs. 불만

낙관 vs. 비관

[3회차] 나 알기 (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