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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롤 로 그

“대한민국 인사팀에 근무하고 있는 한인사 부장. 어느날 HR담당 임

원으로부터 ‘우리회사 현재 평가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보고서를 제시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이에 팀

원들과 인터넷 등에서 자료를 찾아가며, 우리회사 평가제도의 문제점

은 무엇인지 SWOT 분석도 해가면서 자료를 정리해 나간다. 정리된 

자료를 보던 중 한 부장은 잠시 고민에 빠진다. 무엇인가 빠진 듯한 

느낌이다. 너무 이론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분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팀원들과 다시 논의한 결과 바로 이 점이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

다. 즉, ‘타사에서는 평가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점이다. 부

랴부랴 한 부장과 팀원들은 타사 사례를 찾기 위해 다시 인터넷에서 

사례를 검색한다.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유료이어서 유용한 자료인지 

알 수 없다. 관련 사례만을 정리한 도서는 더더욱 없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기업의 HR담당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위의 사례와 같은 고민을 해보

셨을 것입니다. 기업의 사례, 더군다나 HR부문의 사례는 지금은 어느 

정도 공유·전파되는 추세입니다만, 예전만 해도 개별 기업의 HR제

도 사례의 공유는 접하기 힘들었습니다. 

더욱이 현재는 기술발달에 의해 인터넷 등의 Tool을 많이 사용하고 있

지만 과거에는 이나마도 없던 시기였기에 기업을 직접 방문, 인사담당

자를 만나는 방법 밖에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친분이 있지 

않고서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1989년 9월, 「月刊 人事管理」가 創刊되면서 이와 같은 번거로움을 조

금은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면을 통해 개별 기업의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19년 7월 현재 통권 359호를 발행한 

「월간 인사관리」를 통해 수많은 사례들이 우리기업의 HR(HRM 및 

HRD)담당자들과 공유하며 긴 호흡을 함께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월간 인사관리」에 수록된 사례들을 모두 정리하기에

는 시기적으로나 양적으로 너무 방대하여, 2012년 11월에 ‘2011년 1월

부터 2012년 8월’까지 기재된 사례 중 100개 사례를 엄선하여 「국내 우

수기업 100 HR Best Practice」 첫 번째 시리즈를 발행하였습니다.

이후 「국내 우수기업 100 HR Best PracticeⅡ」 두 번째 시리즈로 「월

간 인사관리」 ‘2013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기재된 국내 우수기

업 사례를 2015년 11월에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개되는 「HR Best Practice 112」 사례는 세 번째 시

리즈로 「월간 인사관리」 ‘2017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기재된 국

내 우수기업의 제반 HR 사례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례기업은 국내외 기업을 비롯하여 제조업·전자·IT·반도체·화

학·통신·은행·보험 등의 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규모 면

에서는 그룹 계열사 등 대기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동안 HR Best Practice 사례와 관련하여 「월간 인사관리」에 옥고

(玉稿)를 보내주신 관계회사 HR(HRM 및 HRD)담당자 여러분께 진

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와 함께 사례집이 발행될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은 「월간 인사

관리」 편집팀 이호연 차장, 구본희 편집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표지디자인에서부터 편집을 맡아 준 3K 조성원 실장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 사례집이 국내 각 개별 기업의 HR담당 실무자를 비롯하여 

해당 부서장 및 팀장 여러분에게 유용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

로 바랍니다.

2019년 7월

한국인사관리협회 부회장 겸

월간 인사관리 발행인   심 상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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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LS전선	•	복리후생 개선, 채용 매력도와 인재유지 높여

조직관리 및 인력운영
Organization & Talent Operations



666	 GE코리아	•	구성원들이 일하는데 가장 최적의 업무환경은 무엇일까?

672	 GS칼텍스	•	Smart Working Time제 실시

679	 LG전자	•	직무별 유연근무제 실시

686	 나이키코리아	•	나이키 글로벌 Free Style Office Renovation 추진

691	 한국바스프	•	사람에 대한 존중, 154년을 이어온 원동력

696	 KT	•	KT만의 새로운 근무문화 정착

702	 대홍기획	•	근로시간 관리, ‘소통’이 답이다

709	 코오롱인더스트리	•	유연근로 시간제 확대·운영

715	 SK텔레콤	•	고객의 자부심이 되기 위한 ‘새로고침’

721	 아주산업	•	질문과 토론을 통한 소통문화 확대

727	 한국동서발전	•	탄력정원제와 RESPECT 7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

734	 한국쓰리엠	•	문화와 제도, 공간, 시스템 통한 업무생산성 혁신

742	 LS니꼬동제련	•	ERP 솔루션으로 New HR 시스템 도입

746	 SK(주)	C&C	•	인공지능 채용플랫폼 에이브릴(Aibril), 자기소개서 평가

752	 한국IBM	•	소프트웨어 봇(Bot) 이용, HR업무 축소

일하는 방식 혁신 및 Digital HR
HR  Workplace Innovation & Digital HR



1
인재 채용•
선발

현대백화점 • 현장면접을 통한 인재채용

GS칼텍스 • 다양한 시각을 보유한 새로운 DNA 확보

SK케미칼 • Competency팀 조직을 통해 채용기능 강화

기아자동차 • 공개채용과 인턴제도로 직무적합 인재 채용

BNK부산은행 • 인재육성 새로운 패러다임 핀턴십(Fintech + Internship)

한국전력기술 • 채용 응시기회 확대 위한 ‘현장사전등록제’

CJ제일제당 • 韓食의 세계화, 그 모든 시작은 ‘사람’

DB하이텍 • 타깃(Target) 인력 채용

라인 • 우리가 찾는 인재들이 우리를 찾도록 만든다

슈피겐코리아 •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파이프라인 구축

우아한형제들 • 직무역량과 배민(배달의민족)다움 평가

현대자동차 • 상시 공개채용 체계로의 전면 전환

아주그룹 •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아주 프로젝트 인턴십’

마이다스아이티 • AI로 진화하는 채용

이노션 • HR X.0 시대 인재채용

이수그룹 • 프로젝트형 인턴십 ‘ISU 챌린지 트랙’

코오롱인더스트리 • 현장관리자 주도 채용·면접

카카오 • 신입 ‘개발자’ 블라인드 전형

Recruiting & Selection of External Talent



18 인재채용•선발

현대백화점은 2010년 채용제도 개선을 통해 서류전형을 폐지하고, 현장

면접을 통한 인재채용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기존의 서류전형은 객관적인 

스펙(학점·어학성적 등)과 실무능력 사이의 연계점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

니라 백화점의 특수한 근무형태(늦은 출퇴근 및 주말근무 등)에 대한 적응도, 

영업관리자로서의 적극성과 리더십을 검증하는 도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사 실무진이 각 대학에 방문하여 입사희망자를 일일이 면접한 

후 2차 팀장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1차 전형과정을 변경하였다. 시

행결과, 서류전형 대비 신입사원의 적응도 향상과 조기 퇴사율 감소 측면에

서 성과를 거두었으나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약 15명의 면접위원이 학교를 순회하며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학교

별 2~3명) 면접위원 개인의 가치관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판단에 의해 인재

선발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그것이다.

현장면접을 통한 
인재채용

현대백화점은 서류전형을 폐지하고, 

현장면접을 통해 인재를 채용하고 있다.

인사 실무진이 각 대학에 방문하여 입사희망자를 

개별적으로 면접한 후, 2차 팀장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현대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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