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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re your strengths?
당신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Strategy for this question

이 질문에 대한 전략

This is a popular interview question. They want to know what you think of yourself. Although this is a
general question, there is a wrong and right answer. The wrong answer is a generic answer saying you are
organized and friendly. Although it will not hurt you during the interview, it will certainly not help you either.
Answer this question based on the type of job you are applying for.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으로 답변을 반드시 준비해 갑니다. 회사는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 질문의 답변으로 ‘나는 체계적인 사람이고 친절하다’는 식의 일반적 답변은 좋지 않습니다. 직무에 맞는
나만의 강점을 답변해야 합니다.

Useful Expressions
• strongest trait: 가장 강한 (성격상의) 특성
ex) Culture trait: 문화적 특성, a family trait 가족의 특징
• I've always been~: 늘 ~이었다. (현재완료형을 잘 사용하는 것이 고급 영어로의 첫걸음 입니다)
• (be) good at~: ~에 익숙한(능숙한, 숙달된)
•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짧은 시간 내에~
• on time: 정시에
• pay close attention to~: ~에 정신을(관심을) 집중하다

Short Answers
"I believe my strongest trait is my attention to detail. This trait has helped me tremendously in this field
of work."
저의 최대 강점은 세세한 것(꼼꼼함)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특성은 업무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I've always been a great team player. I'm good at keeping a team together and producing quality
work in a team environment."
저는 언제나 훌륭한 팀원이었습니다. 저는 팀과 함께하며 팀 안에서 성과 좋은 일을 만듭니다.

"After having worked for a couple of years, I realized my strength is accomplishing a large amount of
work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I get things done on time and my manager always appreciated it."
다년간 업무를 해오면서 저는 제 강점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일을 처리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시간에 맞춰 일을
처리했고 제 매너저도 이 부분을 항상 고마워했습니다.

"My strongest trait is in customer service. I listen and pay close attention to my customer's needs and I
make sure they are more than satisfied."
제 강점은 고객 서비스 입니다. 저는 고객의 요구를 잘 듣고 관심을 집중하며 그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Long Answers

(관리자 포지션에 지원하여 인터뷰 중이라고 해봅시다. 당신은 관리자가 갖춰야 할 중요한 특성들을 언급해야 합니다.)

"A couple strengths I have are planning and execution, and working with people. I've always been very
good at planning and detailing all the steps. Even in college, I would spend time organizing my week
and planning a strategy to tackle each class or assignment. Executing a plan has always come easy for
me as well. I believe it's due to proper planning. I also work with people very well in a way where I use
the strengths of each individual in a team to produce the best results. Because of my easy going
personality, I've been told by my directs that it's easy to approach me."

제가 가지고 있는 몇몇 강점은 계획과 실행 능력이며 동료와 협업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사에 뛰어난 계획능력과 단계별
세분화 작업에 능합니다. 대학에서도 주간 일정과 짜왔으며 강의와 과제물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계획했습니다.
계획을 실행하는 일은 저에게 늘 쉬운 일입니다. 올바른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팀원 개개인의 강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일을 매우 잘 합니다. 저의 무난한 성격으로 인해 저와 직접 일하는
동료들로부터 대하기 편하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당신이 회계 업무에 지원한다면, 회계직원이 가져야 할 강점들을 언급하고 그것들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해야 합니다)

"I'm very detail oriented, good at managing time, and very honest. I always incorporate managing time
and being detailed together. By nature I've been detail oriented, and that resulted in taking too much
time on a particular task. After incorporating time management into the mix, I found that my work
and efficiency increased dramatically. I plan better and produce higher quality work in a time
constraint environment. Finally, I'm a very honest person. When I was working as a valet attendant
during college, a lady gave me a twenty dollar bill to pay for the three dollar fee. She almost drove off
the lot, but I stopped her and said here is your change. My co-workers said I should have considered
the change as tip, but I know what I did was honest and right. You can fool other people, but you
can't fool yourself. That's what I believe."

저는 너무 세밀한 부분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어떠한 것도 놓치고 싶지 않으며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하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점은 제 작업을 느리게 하기 때문에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더욱 빠르게 일하려 노력했으나 이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일들을 대충 하도록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와 일의 순서를 계획하는 데 더욱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어떠한 일을 할 지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생략해야 할 지에 대해 올바른 결정들을 내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Comment) 두번째 예시는 다소 장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시의 힘은 어떤 거창한 단어들을 연결하는 것 보다
강력합니다. 모든 사람이 정직하다고 주장하지만 사례를 통하면 더욱 믿을 만한 것이 됩니다.

Practice with teachers

1. Do you have any examples showing you are honest person?
(당신이 정직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을까요?)
2. Do you have any plan to develop yourself to have better job?
(보다 좋은 직업을 위해서 자신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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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re your weaknesses?
당신의 단점/약점은 무엇입니까?

Strategy for this question

이 질문에 대한 전략

For this answer, you should display a weakness that can be seen as a strength. There are many types of
answers that will work. Some answers will be good answers for certain jobs, while the same answer will be
a bad answer for a different job. Select an answer that will work for the position you are applying for. Here
are a few examples.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서 당신은 장점처럼 보일 수 있는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야 합니다:D.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여러가지
종류들의 답변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답변들은 특정한 직업들에 있어 적합할 수 있지만 다른 직업들의 경우에는 나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원하는 업종에 적합한 답변을 준비하세요. 여기에 몇 가지 예시들이 있습니다.

Useful Expressions
• Strength & Weakness : 장단점
Ex) Question about your own strength and weakness is the most common question that most
interviewer ask you.
(당신의 장단점에 대한 질문은 대부분의 인터뷰어들이 당신에게 물어보는 가장 일반적인 질문이다.)
•
•

Procrastinate : 일을 미루다, 질질 끌다
drag on/daff
Work on it : ~에 대해 노력하다/ 해결하려 하다

•
•

Quantity/quality : 양/질
Temporary : 일시적인

•
•

While back : 이전에는
Incompetence : 무능

•

( )-oriented : ( )을 지향하는

Short Answers
"This might be bad, but in college I found that I procrastinated a lot. I realized this problem, and I'm
working on it by finishing my work ahead of schedule."

좀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대학시절 제가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깨닫고 난 이후, 스케줄에 앞서 제 일을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I feel my weakness is not being detail oriented enough. I'm a person that wants to accomplish as
much as possible. I realized this hurts the quality and I'm currently working on finding a balance
between quantity and quality."
제가 생각하기에 제 단점은 세밀한 부분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최대한 많이 해 내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이 하고자 하는 일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깨닫고 최근 양과 질 사이에 균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I feel my English ability is my weakest trait. I know this is only a temporary problem. I'm definitely
studying hard to communicate more effectively."
저는 제 영어 실력이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것이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더욱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The weakest trait I struggled with was not asking for help. I always try to solve my own problems
instead of asking a co-worker who might know the answer. This would save me more time and I
would be more efficient. I'm working on knowing when it would be beneficial to ask for help."
제가 애를 먹었던 단점은 바로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제 문제들을 답을 알 수도 있는
동료들에게 물어보는 것 대신 제 스스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동료들에게 답을 물어보는 것은) 아마 시간을 더욱 절약해
줄 수 있었을 것이고 저 역시도 더욱 효율적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요즈음 언제 도움을 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해 알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Long Answers

"I think my weakest trait is my impatience. Whenever I work in a team and a member is not
performing up to my expectations, I can get impatient and annoyed. I understand if they are working
hard and their portion is difficult, but sometimes a person can't do the assignment due to
incompetence or laziness. A while back I would get frustrated and start complaining, but I realized that
I can help out by explaining things to some people and encouraging lazy people by reminding them of
deadlines. I know it's bad to be impatient, but I'm definitely working on it."
제가 생각하기에 제 가장 큰 약점은 성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팀을 이뤄서 일을 진행할 때 어떤 팀원이 제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할 때, 저는 성급해지고 스스로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그들이 열심히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들이 맡은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개인의 게으름이나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그들의 맡은 일을 못하기도 합니다. 이전에 저는 스스로 화가 나고 불평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람들에게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게으른 사람들에게 기한을 상기시켜 주는 것을 통해 북돋아 줌으로서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성급한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선을 위한 노력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I'm too detail oriented. I never want to leave anything out and I want everything to be perfect. This is
bad because it slows down my work. Initially, I tried to work faster to compensate, but that only made
me sloppy. So, I decided to put more emphasis on priority and planning. By doing so, I'm hoping that I
can make the proper decisions on what to work on and what to intentionally leave out."

저는 너무 세밀한 부분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어떠한 것도 놓치고 싶지 않으며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하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점은 제 작업을 느리게 하기 때문에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더욱 빠르게 일하려 노력했으나 이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일들을 대충 하도록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와 일의 순서를 계획하는 데 더욱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어떠한 일을 할 지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생략해야 할 지에 대해 올바른 결정들을 내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Comment:
이 두 가지 예시들은 모두 적용 가능한 답변들입니다. 성급하다는 점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이러한 점은 당신이 빠르게
배우는 사람이고 효율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드러내 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예시는 세밀한 것들에
집중하는 사람에 대해 보여줍니다, 좋은 성격으로 보일 수 있는 요소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답변들은 약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장점이 될 수도 있는 단점’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한 좋은 답변이 됩니다.

Practice with teachers
1. What is the ultimate goal of your career path? Are you doing any specific thing to achieve it ?
당신의 커리어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고 있는 특정한 것이 있나요?

2. Describe the future effects of your strength/weakness on your career path. In case such effects are
big enough to change the path, are there any proper way to deal with them?
당신의 장점/단점이 커리어에 있어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만약 이러한 영향들이 매우 커서 커리어의
진로를 바꿀 정도일 경우, 이러한 점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있나요?

Lesson

04

What are your short-term goals?
당신의 단기적 목표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Strategy for this question

이 질문에 대한 전략

This question primarily depends on where you are in your career. A person with 5 years of experience will
have different short-term goals than a person with no work experience. I'll give an example for both
scenarios. But first, here are some short answers.

우선적으로 이 질문은 당신이 커리어 상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5년간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일 경험이
없는 사람들과는 다른 단기 목표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들에 대해 모두 예시를 보겠습니다.

Useful Expressions
• Depend on: ~에 달려 있다
Ex) Those results will depend on the performance of players in the game.
그 결과들은 게임하고 있는 선수들이 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 Partake: 참여하다
Ex) They preferred to partake in negotiations since they are good chances to cut down
expenses
그들은 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는 바로 이러한 논의들이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 Analyst: 애널리스트/분석가
• Implement: 시행하다
Ex) CFA, which stands for the certified financial analyst, is the position that many students
dreamed to have in their career.
CFA, 공인 재무 분석가를 뜻하는 이 직업은 많은 학생들이 그들의 진로에서 갖고자 하는 직업입니다.

Short Answers

"My short-term goal is to find a position where I can use the knowledge and strengths that I have. I
want to partake in the growth and success of the company I work for."

제 단기 목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과 장점들을 사용할 수 있는 업무를 찾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성장과 성공에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I've learned the basics of marketing during my first two years. I want to take the next step by taking
on challenging projects. My short-term goal is to grow as a marketing analyst.”
저는 첫 2년간 마케팅의 기본들을 배웠습니다. 저는 더욱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맡아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제
단기적인 목표는 마케팅 분석가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As a program manager, it's important to understand all areas of the project. Although I have the
technical abilities to be successful in my job, I want to learn different software applications that might
help in work efficiency."

프로그램 관리자로서, 프로젝트의 모든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비록 제가 직업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들이 이미 있지만 저는 제 일에 효율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하여
배우고 싶습니다.

"My goal is to always perform at an exceptional level. But a short-term goal I have set for myself is to
implement a process that increases work efficiency."

제 목표는 항상 매우 뛰어난 수준의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목표는 저는 일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프로세스를 스스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Long Answers
"My short-term goal is to learn everything I can about marketing. I want to find a position where I can
contribute what I've learned through education and to gain real life experience. I believe the next
couple of years will be very important to me and my immediate goal is to learn and become skilled in
all aspects of marketing."
제 단기적 목표는 마케팅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학업에서 배운 것들을 통해 기여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또 실제적인 삶의 경험들을 얻고자 합니다. 저는 다음 몇 년간이 제게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제 지금 목표는 마케팅의 모든 측면들에 대하여 배우고 능숙해 지는 것입니다

"My short-term goal is to get into a management position. The last five years of my career, I've
concentrated on learning and acquiring all the skills needed to perform excellent work. Recently, I've
taken more responsibilities in management because I eventually want to become a sales manager. I'm
excited about the last few assignments I completed because it involved working with vendors and
partners while managing a small group of workers. So, I hope to be in a management position within a
year or two and I feel I'm doing a diligent job by volunteering for extra work to gain more experience."

제 단기적인 목표는 관리직이 되는 것입니다. 제 커리어에서의 지난 5년동안 저는 일을 완벽하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들을 학습하고 습득하는 데 집중 해 왔습니다. 최근에 들어 저는 관리에 있어 더욱 많은 책무들을 맡았는데, 이는
제가 최종적으로 판매부장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전에 제가 완수했던 몇 업무들에 대하여 매우 흥미가 있는데
이는 몇몇 소수의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판매회사들과 파트너사들과 함께 일했던 과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1-2년 이내에 경영직이 되는 것을 바라고 있으며 저는 더욱 많은 경험을 얻기 위하여 추가적인 일들을 하는
것에 자원하는 등 매우 부지런하게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
첫 번째 예시는 막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대한 것이다. 학습이라는 것은 좋은 단기 목표 예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바로 당신이 직업에 있어서 열심히 하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시는 더욱 자세한
것으로 이는 당사자가 수 년간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사람이나 경영 직위를 갖고 싶어한다고 말할 수
있으나 이 후보의 경우 그가 단기적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 취했던 단계들을 보여주며 한 단계 더 멀리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답변이 더욱 강력한 답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Practice with teachers
1. Between short-term goal and long-term goal, which do you prefer the most? Suggest reasonable
reason to support your opinion related to your career path.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 중 어떤 것을 더 선호하나요? 당신의 의견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당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말해주세요.

2. In which process do you set up your own short/long-term goal? In case you set up such goal, how do
you make up your own process to achieve it?
어떠한 과정으로 당신만의 단기/장기적 목표를 설정하나요? 그러한 목표를 설정한 경우, 당신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을 설정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