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에게 있는 능력 소개하기

자기에게 있는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여러분이 

그 조직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치를 간결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여러분의 강점을 강조하고 어떻게 그 

강점을 사용하여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종류의 글을 강력한 소개 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경험에 대한 사실을 소개하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여 여러분이 어떻게 그들의 

조직에 가치를 더해줄 수 있는가를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강력한 소개 글은 면접, 이력서, 감사 편지, “30초 자기 

소개서”(www.ldsjobs.org 및 직업 워크숍에 설명되어 있음)를 

보강해줍니다.

강력한 소개 글에는 두 가지 요소, 즉 “강력한 단어”와 

성취사항이 포함됩니다.

강력한 단어

여러분의 강점을 강조할 때, 다음과 같이 여러분을 묘사하는 

“강력한 단어”, 즉 긍정적인 단어 또는 간단한 문구를 

사용하십시오.

•	솔선하는 사람 •	결과 지향적

•	독창적 •	생산적

•	동기를 부여함 •	문제 해결사

•	결단력 있는 •	온유한

•	기략이 풍부한 •	책임 있는

•	지속적인 •	융통성 있는

•	체계적인

성취사항

성취사항을 설명할 때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이 겪었던 어려운 도전.

•	그 어려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했던 일.

•	그 결과.

여러분의 성취 사항에 대해 진실하되, 세부적인 것을 모두 

설명하지는 마십시오. 매우 간결하면서도 충분히 내용을 

전달하면 상대방은 관심이 생겨서 더 듣고 싶어질 것입니다. 

상대방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물어보거나 면접 제의를 하여 

계속 대화를 해보려 할 것입니다.

아래에 여러분이 전달할 수 있는 성취사항의 유형에 대한 몇 

가지 예가 나와 있습니다.

효율성

•	저는 새로운 통계 추적 방법을 실행하여 평균 오차율을 

14퍼센트까지 감소시켰습니다.

•	저는 신제품의 설계를 도입하여 시장에서 최고의 판매인이 

되었습니다.

•	저는 모든 체납 계좌를 매주 5퍼센트 이하로 유지했습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강력한]고”  욥기 6:25

면접, 이력서, 기타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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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	저는 새로운 직원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원의 회사 

잔유율을 80퍼센트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	저는 재고품 구매부서의 재편성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90퍼센트 이상의 직원들이 그 같은 변화를 개선사항으로 

인정했습니다.

•	저는 제품 설계에 변경을 실행하여 불합격품이 줄어드는 

성과를 냈습니다.

규모

•	저는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객 참여율을 35퍼센트 

증가시키는 기여를 했습니다.

•	저는 시장 전략을 실행하여 곧바로 분기별 판매를 

25퍼센트까지 증가시켰습니다.

•	저는 제조부서를 구조 조정하여 일일 생산을 15퍼센트까지 

증가시켰습니다.

비용 및 수익

•	저는 신제품을 설계하여 연간 수익을 250,000달러 

증가시켰습니다.

•	저는 계약을 협상하여 연간 수익을 3백만 달러 이상 

증가시켰습니다.

•	저는 분기별 영업 비용을 35퍼센트까지 감소시켰습니다.

•	저는 150,000달러나 손실을 내던 골치 덩어리 조직을 1백 

5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두는 조직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강력한 소개 글 견본

•	저는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새로운 추적 

방법을 시작하여 오차율을 14퍼센트까지 감소시켰습니다.

•	저는 훌륭한 결정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제품 설계를 

변경하여 불합격품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냈습니다.

•	저는 창의적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신제품을 설계하여 

수익을 250,000달러까지 증가시켰습니다.

•	저는 조직 관리 기술이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 저는 그 

회사의 제조부서를 재편성하여 생산을 15퍼센트까지 

증가시켰습니다.

자신만의 강력한 소개 글을 작성하십시오

다음 방식을 사용하여 강력한 소개 글을 작성하십시오.

저는 [중요한 강점을 설명하기 위해 “강력한 단어”를 

사용한다] 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성취사항을 설명한다].

더 많은 정보나 가까이에 있는 취업 자원 센터의 위치를 알고 싶다면 www.ldsjobs.org를 접속하십시오.

후기 성도 취업 자원 서비스

후기 성도 취업 자원 센터 또는 스테이크 취업 전문가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진로 워크숍은 여러분이 의미 있는, 

강력한 소개 글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로 워크숍은 보람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소개 글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고, 바람직한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주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저는 취업 면접을 세 번 보았습니다. 저는 진로 워크숍에서 작성했던 강력한 소개 글을 사용하여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세 번의 면접에 모두 합격하였고 좋은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

“진로 워크숍을 마친 후에 면접을 한 번 보았습니다. 저는 질문에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강력한 소개 

글로 답변했습니다. 면접이 끝난 후에, 저는 회사 측에 면접을 해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진로 

워크숍에서 강조했던 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다음날 저는 그 회사로부터 저를 채용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타, 오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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