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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마인드교육

✓ 매월진행

✓ 지식과정보제공

✓ 버크만인터내셔널/코리아소식

✓ 피드백수렴, 반영



리포트해석요령 :  1) 리포트검토순서

대상자의이슈파악1

리포트개요파악2

흥미분야분석3

컴포넌트분석4

생활양식도해요약5

강점파악6

자기개발요소파악7

(※ 버크만프리뷰리포트기준, 버크만테크니컬매뉴얼참조)



리포트해석요령 :  1) 리포트검토순서

(※ 버크만프리뷰리포트기준)

- 5 -

• 진단을 통해 무엇이 알고 싶은지, 이슈가 무엇인지 파악함

1) 흥미분야 (10가지)

2) 컴포넌트

3) 생활양식도해

4) 조직지향점

• 컬러별 분포 패턴,  특정 흥미에 집중되어 있는지

• 대상자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상황에 접근하는지 파악

• 아주 높거나 낮은 극단적인 점수의 컴포넌트 확인

• 평소행동-욕구 점수차가 큰 컴포넌트 확인

• 대상자의 행동 강도, 강한 환경 욕구 파악

• 대상자의 흥미, 관계를 맺는 스타일, 욕구를 개괄적으로 살펴봄

• 소통방식(직접/간접), 행동양식(과제지향/사람지향) 이해

대상자의이슈파악1

리포트개요파악2

다루어야할주제

파악

• 첫번째/두번째 긴 바의 컬러 확인

• 문제해결시 접근방식



리포트해석요령 :  1) 리포트검토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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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이 좋아하고 에너지를 얻는 활동, 그 반대의 활동 파악

- 90 이상 10 이하의 극단적인 점수에 초점

- 75점 이상 또는 상위 3개 흥미 요소에 집중

>>  공통적인 테마, 특징(컬러상 대각선 등) 파악

흥미분야분석3

컴포넌트분석4
• 일반적인 패턴과 다른 평소행동-욕구-스트레스행동 패턴의 척도에 집중

•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점수에 주목(특히, 욕구)

>>  대상자에게 일깨움을 줄 주제가 명확해짐

생활양식도해요약5
• 대상자의 흥미, 관계를 맺는 스타일, 욕구에 대한 개괄적 정리

>>  버크만 기호의 컬러와 위치를 통해 포괄적인 메시지 읽어냄

예:  동기부여방식(흥미, 욕구)이 동일선상에 있는지, 대각선에 있는지 등

강점파악6

자기개발요소파악7

• 평소행동에서 두드러진 행동 양식, 또는 행동의 균형(중간점수)

• 평소행동-욕구 점수 모두 낮거나 높은 컴포넌트

• 평소행동 중 표준지수와 거리가 먼 컴포넌트 등

(※ 버크만프리뷰리포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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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분야(Interest) 설 명(Description) 관점 (Focus)

예술 (Artisic) 심미적가치를지닌 예술적인시각 표현 외부에보여지는이미지

문학(Literary) 세련된언어스킬과추상적인아이디어 창의적표현

음악(Musical) 음악감상이나음악적표현(명상,감상) 상황을조화롭게만드는것

기계(Mechanical) 기계나기술적인활동(손을활용하는일) 구체적인결과

야외(Outdoor) 야외나자연환경에서하는 활동 신체적이고물리적인활동

과학(Scientific) 사물의존재방식에관여하는연구활동 해법을위한논리적문제해결

사회복지 (Social Service) 사람을돕고지원하고봉사활동하는 활동 사회적긍정적이미지

설득 (Persuasive) 타인을설득하고영향력을행사하는활동 설득적논쟁과그 근거제시

숫자 (Numerical) 숫자와관련된정량적데이터에기초한활동 데이터/통계에기초한해결책제시

사무 (Clerical) 기록과데이터, 시스템을만드는활동 예측 가능한결과 통제

리포트해석요령 :  2) 참고자료 -흥미

흥미를통해 본 개인의관점



버크만진단의 Norm(표준지수)

▪ 흥미 / 욕구 :   50

▪ 평소행동 :   컴포넌트별로다름

존중 25 / 50

공감 25 / 50

사고 25 / 50

자유 25 / 50

이익 25 / 50

권위 45 / 50

변화 45 / 50

평소행동/욕구
(Low/High 패턴)

활동 75 / 50

수용 75 / 50

체계 75 / 50

평소행동/욕구
(High/Low 패턴)

도전 50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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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해석요령 :  2) 참고자료 -표준지수



소통
방식

존중

공감

의사
결정 &
실행

사고

활동

이익

권위

체계

권한
위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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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해석요령 :  2) 참고자료 -컴포넌트

협력적
vs

경쟁적

일하는
방식

체계

변화

수용

수용



디브리핑 Tip – 이슈별 접근요령

▪ 자기이해 : 전체요소(흥미/컴포넌트/LSG/조직지향점)를다루되

시간제약상분석을통해도출한대상자에게일깨움을줄주제를중심으로

집중해서디브리핑함

▪ 대인관계 : 컴포넌트 + LSG 중점으로디브리핑함

▪ 진로·직업/경력설계

-학생, 직장신입자대상 : 흥미를중점으로디브리핑함

- 5년이상직장인대상 :  조직지향점중점으로디브리핑함

(※ 프리뷰 리포트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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