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소서 & 면접 
스터디 가이드북

제공
 얼라이브 북스 / 면접왕 이형



1
자소서
스터디
가이드북



나의 경험을 비즈니스 관점,
읽는 사람 관점에서 재해석 해보자.

HOPE IS ALIVE



•3C 4P 스터디 가이드

사전과제

자소서 바이블 ‘87p 3C 4P’의 기본 개념을 숙지합니다.
3C 4P 프레임에 맞춰서 경험을 정리한 후 자소서를 작성합니다.

스터디 Rule

1. 체크리스트 1~2문항씩 역할을 맡습니다. 
2. 5~10분간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소서를 첨삭합니다.
3. 첨삭한 부분에 관해서 설명해줍니다.
4. 역할을 바꿔 위의 1~3을 반복합니다. 

참고사항

본인이 맡은 체크리스트 내용만 평가합니다.
평가한 내용을 설명할 때는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또는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를 정확히 짚어 이야기합니다.
역할 변경 시 이전에 맡지 않았던 
체크리스트로 배정합니다.

참고영상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3C의 개념 : http://bit.ly/2ZD7OKW
4P의 개념 : http://bit.ly/2LjPSQa

[역할 분담 예시]

팀원1 : 자소서 첨삭 대상
팀원2 : 3C (고객, 자사)
팀원3 : 3C (경쟁사), 4P (상품)
팀원4 : 4P (위치, 가격)
팀원5 : 4P (마케팅)



모든 저작권은 Alive Community에 있으며, 
무단 도용할 시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C 4P 프레임 (작성시트*3 제공 – 손으로 연습) 

3C 4P 프레임
이름 전공 직무

How + Result

3C

Customer
(고객)

1) 혜택을 받는 대상 (ex. 실제 고객, 상사, 소속 기업, 교수님 등)

2) 대상이 필요로 한 것 (ex. 고객 니즈, 매출 증가, 비용 감소, 업무효율성 증가, 논문 완성 등)

1) 내가 속했던 곳 (ex. 개인, 회사 이름, 부서역할, 프로젝트 팀 등)

2) 본인(팀)의 목표 (ex. oo제품 매출 증가, 20대 고객 유치, 업무효율성 증가, 논문 완성 등)

3) 본인(팀)의 문제 혹은 기회 상황 (ex. 매출 부진, 업무 효율이 낮음, 경쟁력 있는 상품 등)

4) 팀 내에서 나의 역할 (ex. 데이터 분석, 고객 조사, 상품 기획 등)

1) 조사한 대상 (ex. 분석한 경쟁사, 참고한 운영방식, 논문자료, 박람회 등)

2) 조사 후 적용한 내용 (ex. 경쟁사의 현황, 기존의 매뉴얼의 문제점, 발견한 인사이트 등)

Company
(자사)

Competitor
(경쟁사)



모든 저작권은 Alive Community에 있으며, 
무단 도용할 시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P

Product
(상품)

1) 결과 (ex. 매출 20% 증가, 업무 효율성 30% 증가, 신제품 출시 등)

2) 결과의 의미 (ex. 3개월 계약 연장, 우수사원 선정, 어떤 의미를 지니는 논문 발표 등)

1) 문제의 해결점 발견 
(ex. 인문계 : 다른 부서의 절차를 참고, oo에 문의, 보고서를 분석, 경쟁사를 분석 등

이공계 : 논문 분석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나간 프로세스, 특정 Tool을 이용해 문제를 분석해 나간 프
로세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를 참고한 방식, 공부한 구체적인 시간, 양, 방법 등)

2) 위치와 채널
(ex. 인문계 : 네이버 카페라는 채널을 어떻게 활용, oo상권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배치 등

이공계 : 특정 Tool의 어떠한 특성을 활용하여 연구, oo공정의 어떠한 특성 때문에 발생한 문제를 극
복 등)

1) 비용 절감
 (ex. 인문계 : 프로세스 구축, 매뉴얼화, 가격설정, 회의를 주최

이공계 : 3D 프린팅을 통해 설계, oo이라는 핵심 문제를 개선, oo 아이디어를 적용 등)

1) 알리기 관점
(ex. 인문계 : 판매 유도 멘트, 프로모션 내용, 고객 신뢰를 얻기 위한 소통 등

이공계 : 매뉴얼 작성, 교육, 발표, 커뮤니케이션 등)

2) 고객 니즈 반영 
(ex. 인문계 : 분석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액션,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기획한 내용, 상품의 재배치 등)

Place
(위치)

Promotion
(마케팅)

Price
(가격)

3C 4P 프레임 다운받기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http://bit.ly/32735mq



•자소서 셀프 첨삭 스터디 가이드

사전과제

1. 자소서바이블 ‘Chapter6 자소서 셀프 첨삭’의 기본개념을 숙지합
니다.
2. 자기소개서를 작성합니다.

스터디 Rule

1. 체크리스트 1~2 문항씩 역할을 맡습니다. 
2. 5~10분 간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소서를 첨삭합니다.
3. 첨삭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줍니다.
4. 역할을 바꿔 위의 1~3을 반복합니다. 

참고사항

본인이 맡은 체크리스트 내용만 평가합니다.
평가한 내용을 설명할 때는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또는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를 정확히 짚어 이야기합니다.
역할 변경 시 이전에 맡지 않았던 
체크리스트로 배정합니다.

참고영상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자소서 셀프 첨삭 체크리스트 :
http://bit.ly/30LkJvI

[역할 분담 예시]

팀원1 : 자소서 첨삭 대상
팀원2 : 체크리스트 1, 2번
팀원3 : 체크리스트 3, 4번
팀원4 : 체크리스트 5, 6번
팀원5 : 체크리스트 7번



모든 저작권은 Alive Community에 있으며, 
무단 도용할 시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소서 셀프 첨삭 체크리스트

1
2
3
4
5
6
7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가?

결론이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숫자, 결과물)

소제목(첫 줄)이 결과와 경험을 '요약/압축'하고 있는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서두에 배치'되어 있는가?

근거가 직무/산업/직장과 '연결'되어 있는가?

한 개의 사례에서 '한 개의 메세지'를 말하고 있는가?

문장이 최대한 '짧은 형식'을 취하고 있는가?



2
면접 
스터디
가이드북



모든 면접관의 당신의 자기소개를 듣고 있다.
면접의 주도권을 확보하자. 면접관의 궁금증을 얻어내자.

HOPE IS ALIVE



•1분 자기소개 스터디 가이드

사전과제

1분 자기소개 작성 후 암기합니다.

스터디 Rule

1. 체크리스트 1~2 문항씩 역할을 맡습니다. 
2. 발표자의 1분 자기소개를 평가합니다.
3.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4. 역할을 바꿔 위의 1~3을 반복합니다. 

참고사항

본인이 맡은 체크리스트 내용만 평가합니다.
평가한 내용을 설명할 때는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또는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를 정확히 짚어 이야기합니다.
역할 변경 시 이전에 맡지 않았던 
체크리스트로 배정합니다.

참고영상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1분 자기소개 영상 : 
http://bit.ly/2Hz7C9k

[역할 분담 예시]

팀원1 : 1분 자기소개 발표자
팀원2 : 체크리스트 1, 2번
팀원3 : 체크리스트 3, 4번
팀원4 : 체크리스트 5, 6번
팀원5 : 체크리스트 7번



모든 저작권은 Alive Community에 있으며, 
무단 도용할 시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분 자기소개 작성시트
1분 자기소개

이름 전공 직무

1분 자기소개 초본

1분 자기소개

영상 내용정리

1분 자기소개

첫인사 (1줄) :

필살기 1 (2~3줄) :

필살기 2 (2~3줄) :

입사 후 포부 (1줄) :

1분 자기소개 영상 및 이형의 솔루션

적용해보고
싶은 

이형 솔루션

1분 자기소개 수정본

첫인사 (1줄) :

필살기 1 (2~3줄) :

필살기 2 (2~3줄) :

입사 후 포부 (1줄) :



1
2
3
4
5
6
7

항 목 내              용

모든 저작권은 Alive Community에 있으며, 
무단 도용할 시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분 자기소개 체크리스트

50초를 넘어서지는 않는가?
: 인사말 / 필살기 1 / 필살기 2 / 끝인사 각각 구간기록

인사말에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외운티가 너무 나서 어색하지는 않은가?
: 외운티가 나는 증거가 되는 액션(시선), 구간을 작성

필살기 1~2개가 결과물 중심으로 명쾌하게 제시되고 있는가?
: 들린 숫자,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작성

지원동기 혹은 입사 후 포부로 마무리 하고 있는가?

제시하는 필살기 내용에 본인이 한 액션이 있는가?
: 들린 액션을 구체적으로 작성

이해가 안되는 단어나 문장은 없는가?



•꼬리물기 질문 스터디 가이드

사전과제

1분 자기소개 작성 후 암기합니다.
기업 기출질문 5개와 답변을 준비합니다.

스터디 Rule

1. 기출질문 1~2문항씩 맡아 질문합니다.
2. 면접자의 답변 중 궁금한 점을 다시 질문합니다.
3. ‘답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면접자의 답변을 평가합니다.
4.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5. 역할을 바꿔 위의 1~4를 반복합니다. 

참고사항

본인이 맡은 체크리스트 내용만 평가합니다.
평가한 내용을 설명할 때는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또는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를 정확히 짚어 이야기합니다.
역할 변경 시 이전에 맡지 않았던 
체크리스트로 배정합니다.

참고영상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모의면접 영상 :
http://bit.ly/30MAN0i

[역할 분담 예시]

팀원1 : 면접자
팀원2 : 면접자
팀원3 : 기출질문 1, 2번
팀원4 : 기출질문 3, 4번
팀원5 : 기출질문 5번



항 목 내              용

모든 저작권은 Alive Community에 있으며, 
무단 도용할 시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분 자기소개 체크리스트

1 왜 그걸 하신거에요? 이유가 있나요?

목표 자체에 대한 검증 (부분 최적화에 대한 오류)질문
의도

2 그 경험이 직무와 어떻게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직무 연결성질문
의도

3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학습하는 사람인지, 피드백을 했는지질문
의도

4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나요?

질문한 사람의 목표의 수준 (만족하는지 또는 도전하는지)질문
의도

1분 자기소개 체크리스트

항 목 내              용

1 질문에 대한 답 :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을 들었는지

두괄식 답변 : 첫 문장에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지2

3 근거 제시 : 구체적 행동, 숫자 등의 근거가 있는지

답변 체크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