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책은 없었다!

MBA·CEO·컨설턴트·전략가를 위한 실무형 가이드

전략·경쟁 분석 |
비즈니스경쟁분석을위한방법론및테크닉

Craig S. Fleisher 外 지음. Prentice-Hall. 강 철, 김은경,
소자 外 옮김

24가지 분석 모델을 한권에 집약시킨 기념비적인 책. 다른 어
떤 분석서보다 우수하고 포괄적이며, 강력한 인텔리전스 분석
을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게 함. 비즈니스 분석가와 MBA 학
생들의 필독서이며, 모든 경 자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책.

아마존 경
Top 1%

비즈니스 분석의 이론과 실무를 한번에 잡을 수 있는 전무
후무의 지침서. 당신이 곁에 두고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 의 바이블!

MIT, 와튼, 코넬을 비롯한 12개국 이상의 대학/기업, 
컨설팅·창업·의료·마케팅·전략·기술경 텍스트북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은 차별화와 독창성이다. 이는 경쟁 상황과 고객, 그리고 미래환경에 대

한 깊은 통찰에서 얻어진다. 뛰어난 통찰력과 사업판단은 현상을 보는 다양하고 심도깊은 분석

에기초한다. 본서에서소개되는핵심방법론은이러한통찰력있는비즈니스개발을위한훌륭

한지침서역할을할것이다.”
─이병남 대표, 보스톤컨설팅그룹(BCG)

“한마디로이책은경 컨설턴트를위한매뉴얼이다. 또한경 자들은이책을통해서현실에서

필요한경 분석테크닉을습득할수있을것이다. BCG 매트릭스·마이클포터경쟁분석·맹점

분석·SWOT분석·시나리오 분석·환경분석·재무분석 등 모든 주요한 분석 테크닉에 대한 이

론적배경및실행프레임워크가풍부한사례와비주얼한도표를통해서제시된다. 이책은앞으

로전문경 자나컨설턴트가되고자하는MBA 학생들에게도필독서가될것이다.”

─조동성서울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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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전략·경쟁 분석에 대하여 실질적인 적용의 측면에 초점을 둔

개념적 아이디어를 한권에 일관된 포맷으로 제시한다. 또한 각 장이

제공하는 템플릿은 독자들이 현장에서 분석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Just in time’가이드의역할을할수있도록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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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解] わかる! MBA

池上 重輔 지음. PHP 硏究所. 2004. 4

MBA 노하우를 실전에 적응시킨 책. MBA의 에센스를 그림
과 차트를 통해서 제시. 경 전략에서 회계까지 MBA의 전체
과정을 도표와 유명기업에 대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전달함
으로써 단 기간에 실천적으로 습득할 수 있게 함.

MBA 노하우를 업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책!

전략, 마케팅, 조직, 회계, 기업 재무

특별 주제: 전략툴로서의 물류, 고객을 위한 품질관리, 벤처정신

비즈니스 분석 핸드북|
Business & Management Analysis

김은경, 소자 外 지음

MBA 과정·전문 경 인·비즈니스 분석가·전략가를 위한
경 ·비즈니스 분석 핸드북. 각 분석툴의 개념·정의·프레
임워크·사례를 간결한 포맷으로 제공. 현장에서의 적용효과
를 높이기 위해서 각 모델의 Action Kit 제공. 

Business Analysis

20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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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2.733.0617, Fax : 02.734.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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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보 역량 구축 컨설팅

■경쟁정보프로그램디자인

■경쟁정보부서구축

■전략조기경보
프로그램디자인

■전략적위기관리
부서구축

경쟁 지식 포털

CI-KM Portal

[프로세스]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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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ecca.com helps Korean companies Leverage for 
Competitive Advantage in an uncertain world

전략·경쟁정보·조기경보
컨설팅/솔루션/출판 전문회사

레드오션에서

살아남지못하면

블루오션도

기대할수없다.

http://www.3mecca.com

“

”

최초로 발간되는 MBA 에세이 모음집

한대역
최고의MBA. 그들의비전, 야망, 좌절그리고승리. 

그들의숨은소리를듣는다

The Harbus(HBS Student Newspaper) 엮음
보스턴컨설팅그룹(BCG) 外옮김

“당신의 삶을 300단어로 표현하라…”
“YOUR LIFE IN 300 WORDS OR LESS”

하버스지 스탭이 제시하는

에세이 주제 접근법과 예리한 분석 및 코멘트

도전하는 젊음의 이야기를 통해 신선한 삶의 자극을...
- 이병남,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서울사무소 대표

에세이를통해서, 균형잡힌삶을살아가려는젊은리더들의모습을발견할수있으며, 또한자신을되돌아

보는계기를만들수있을것이다.                                                             ─김경섭 대표, 한국리더십센터

에세이쓰기의가장어려운점은스님이도를닦듯이자기자신에대한깨달음을얻어야하고그깨달음을

300자이내로녹여내야한다는점이다.        ─원석준 이사, HBS Class of 1998, 현대카드/현대캐피탈 경 관리실장

이책으로자신의생각을효과적으로표현하는방식을배울수있을것이다. 이것이 MBA 지원을준비하는

독자뿐아니라이책을읽는모든독자들에게도움이...    ─이정선 부사장, HBS Class of 1999, 리먼 브러더스

그들이 자기 자신과 주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성공이나 실패 경험을 보다 나은 리더가 되기

위한‘학습’의기회로활용하는 모습들을 주의깊게보길... ─이동훈 상무, HBS Class of 2001, 두산중공업

자신과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그들만의 진솔한 이야기가 다양한 문체와 화법으로 담

겨있다.                                                  ─정주용 시니어 어소시에이트, HBS Class of 2004, 칼라일그룹

512P, 2색, 양장

당신이 이 책을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든지 여기에 제시된
다양한 주제와 문체, 그리고 생각이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 논리적/창의적 쓰기의 모범 에세이는 어떻게 다른가?
- 흔히 빠지게 되는 쓰기 함정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 자신을 표현하는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 어떻게 핵심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 에세이의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이 책은 경 자들이 정상에 오르고, 정상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훌륭한 책이다. 필독서이다!”

- 켄 블랜차드, 『1분 경 자』의 저자

당신의 생산성을 높여라! 
‘쫓기는 리더’를‘생산적인 리더’로

바꾸는‘Top을 위한 매니지먼트 가이드북’

리언셀러 저자의 최신작

Organized for Success

스테파니 윈스턴 지음. CROWN BUSINESS. 2004. 8 
김경섭 대표(한국리더십센터) 옮김

조직에서 정상에 오르는데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업무/시간
관리 도구와 전략을 제공하며, 가장 바쁘고, 가장 생산적인
리더들이 직접 그들만의 비법을 들려줌. 

Five Good Minutes |
100 Morning Practices to Help You Stay Calm & 
Focused All Day Long

Jeffrey, Brantley 外 지음. New Harbinger Publications.

2005. 4. 표진인(정신과전문의)

하루 5분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로 이끌고 극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100가지 실천 방법 제시. 이 책이 제안하는 손쉽고
도 편한 방법은 유쾌한 기분, 삶의 동기 회복, 자신의 중심을
되찾고, 하루를 지탱하게 하는 에너지와 감을 제공. 

Jeffrey, Brant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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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경보의 세계적인 권위자 벤 길라드가 제시하는

전략조기경보 시스템
x S - E - W - S y

미션, 전략, 구축/운용 사례 및 평가
[씨티뱅크·로열더치셸·아스트라제네카·DASA·퍼고]

경제경 서적이수도없이많이쏟아져나오고, 책의지혜와가르침을보기만해도기업의

성과가개선되고승리할수있다는광고를연일볼수있는세상에서정말볼만한책이다.

- YES24 회원리뷰

위기관리/조기경보 틀을 깨는 혁신적인 간략 명쾌한 해법 제시

전략 조기경보 시스템 3단계 모델
■위기식별 : 시장/산업의 잠재적 변화에서 당신 기업의

취약점이어디인가?

■인텔리전스 모니터링 : 위기의 요소가 현재 작용하고 있

거나 또는 곧 작용할 것임을 나타내는 경쟁사의 움직임,

산업의동향은무엇인가?

■경 진 행동 : 경 진들이 위기역학을 알고 있는가? 그

것들이 불리하게 작용하기 전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

는준비가되어있는가?

삼성 LG 현대 SK 포스코, 위기경 강력 주문!

청와대, 경제부문에 조기경보 시스템 가동!

왜기존의위기관리/조기경보는위기상황에서

적절하게행동하지못하게만드는가?

>>>위기의 경 자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창

벤길라드지음
김은경·소자 옮김
400쪽 | 값 20,000원

ForeKnowledge Series 02

『Competing with Knowledge』
-3mecca

ForeKnowledge Series 01

ForeKnowledge Series 03

ForeKnowledge Series 04

경쟁정보
벤치마킹
보고서

지식경 ·인텔리전스 전문가를 위한
정보활용 Know-How/Why 제시

Competitive Intelligence |
실행으로 이끄는 가치제안 베스트프랙티스 프레임워크

Farida Hasanali, John E. Prescott 外 지음. APQC. 
김은경, 소자 옮김

IBM·P&G· 락소웰컴·포드·록히드마틴 등 20여개의
초우량기업의 전략적 정보활용(경쟁정보) 베스트프랙티스를
APQC(미국생산성&품질센터)가 7년에 걸친 벤치마킹한 결과
로서, 다른 기업들의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5개의 랜드
마크로 요약한 가이드북.

경쟁정보는 프로세스이다. 기업들이 경쟁정보 프로그램을 도입하

기 시작하면서 저지르게 되는 가장 흔한 실수는 먼저 잘 정의된

초점과 구조를 개발하지도 않고서 정보 수집에 뛰어드는 것이다.

- John E. Prescott

경쟁정보와 지식경 의 통합|From CI to KM

김은경, 소자 外 지음

인텔리전트한 기업을 위한 외부지식의 활용 및 활성화 전략
을 통해서 KM의 성공 모델 제시. 경쟁 환경에서 정보를 유
용한 Knowledge -base로 구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
략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방향 제시. 

프로세스 기반 경쟁정보|Process based CI

김은경, 소자 지음

기업의 비즈니스 정보 플로우(flow) 상에서 전체 플로우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경쟁정보 워크플로우 모델
제시. 현장의 비즈니스 리서치 프로젝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론·테크닉·툴 제시. 

2006. 1

CI-KM: Convergence
& Integration

Process based CI

2006. 5

“
”

3mecca는 전략기획 및 경쟁정보 전문 컨설팅 회사이며, 기업이‘지식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mecca.com은 기업의 니즈에 따라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외부환경을 더욱 잘 파악하여,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외부기회

를 적극 활용하게 하여 새로운 경쟁우위 창출에 기여한다. [인텔리전스 프로세스 디자인 및 컨

설팅 / 시스템 디자인및 구축 / 리서치 & 분석 디자인 / 출판] 

Web: http://www.3mecca.com

e-mail: 3mecca@3mecca.com

‘레드오션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블루오션도 기대할 수 없다.’

Competitive Intelligence(경쟁정보)는 조직적 학습, 개선,

차별화, 산업·시장·고객에서의 경쟁사 타깃팅(targeting)을 용

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경쟁사 정보

(competitor information)를 획득하고 분석하는 체계적인 프로

세스이다.
─American Productivity & Quality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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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ult Career Guide to Consulting

Eric Chung 外 지음. Vault Inc. 2002. 9. 보스턴컨설팅그룹
(BCG) 편역

Vault Career Library 중 한 권. 컨설팅 업계에 대한 조망,
컨설턴트의 핵심 스킬, 컨설팅 인터뷰에 관련된 정보 수록. 
컨텐츠: 컨설팅 기초/컨설팅 범주/컨설팅 업계 채용 프로세
스/컨설팅 인터뷰/프로젝트 유형 및 프로젝트 라이프사이클/
경력 개발

[한국어판 Appendix]

근간Vault Career Series 03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서울 사무소

커리어 가이드, 컨설팅 프로세스 /
프레임워크, 컨설팅 프랙티스 소개

BCG
컨설팅 프랙티스

수록

”
“

당신의 지식을 10일 안에 현장에
투입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것

“
”

Vault Career Series 01

케이스 인터뷰|

Mark Asher 外 지음. Vault Inc. 김은경, 소자 옮김

인터뷰 프로세스에 적용할 수 있는 구조적인 접근법, 사고 프
로세스, 비즈니스 이슈, 해결책을 role-play 형식으로 제시.
컨설팅 케이스에 대한 완벽한 가이드. 컨설팅 회사에 입사하
거나 컨설팅 프랙티스를 적용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의 경
자·인사 담당자들의 필독서.

논리적 사고, 창의적 분석, 그 이후는?
[비즈니스 케이스로 뛰어넘는다]

-보스턴컨설팅그룹, 부즈앨런해 턴, 베인앤컴퍼니, 맥킨지등의

실전면접문제제공

-지원자, 면접관의실전문제를토대로한인터렉티브케이스

-케이스프레임워크, 모의면접시나리오, 브레인티저(brainteaser) 문제망라

일류컨설팅회사와기업, 인재이렇게선발한다!
D. Bhatawedekhar, Dan Jacobson, 
The Staff of Vault 지음
YMCG 옮김, 3mecca.com 감수

이런책은없었다!
최초로발간되는금융권면접/경력개발을위한완벽가이드
재무개념과실전문제150문항, 
적대적질문, 브레인티저준비를단한권으로해결!

금융기관, 일류기업면접대비와경력개발을위한

파이낸스인터뷰

금융권 취업지원자들에게는 취업인터뷰의 효과적 가이드를 제공하며, 관리자나 경 자들에게는
기업가치를제고시키는재무적통찰력을얻을수있게한다. ─박재호 대표, (주)코리아와이즈넛

지금이순간에도전세계대다수의금융인들이실무에적용하고있는살아있는재무/금융지식을
인터뷰상황을설정하여잘정리한역작이다. ─정일 부장, 액센추어 재무서비스산업

투자은행을비롯한금융분야의직종을목표로하는사람들에게면접과정, 실제다루어지는질문을
비롯, 어떻게대비해야하는지를보여준다. ─박은 매니저, 맥킨지&컴퍼니 리크루팅

다양한 예시를 체계적으로 요약, 소개함으로써 금융기관에 관심있는 대학생, 일반인, 직장인들의
향후성공적인커리어빌딩에효과적인지침서가될것이다. ─김택중 이사, 딜로이트 재무자문본부

재무관리의기본개념에대한타성적정리에그치지않고어떻게실제문제에적용할수있는지, 국
제투자및금융기관에서활용할수있는지보여준다. ─김한수 차장, 한국은행 외화자금국 투자운용실

Vault는 경력개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산업협회와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구직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통해서 경력개발에 관한 핵심 정보를 제공한다. Vault Career Library는 경

력개발에 관한 100여종 이상의 산업/기업/커리어 토픽 가이드를 포함하고 있다. www.vault.com

304P, 양장

·전문성검증: 기업의가치를어떻게평가할수있는가? 

기업가치평가기법, 주식/포트폴리오분석, 채권, 이자율, 통화, 옵션과파생상품, 
M&A 등기본적인재무지식을실전문제와접목시킴

·적합성검증: “왜우리가당신에게이일을맡겨야할까요?”

브레인티저, 어림짐작, 압박테스트준비방법제시

미국구인 /구직자
5명중 3명이읽는책

아마존
초베스트셀러

HTTP://FINANCE.VAULT.COM

파이낸스 인터뷰로 뛰어넘는다!
구인/구직을 위한 최고의 소스 -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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