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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채용의 정석은 이제 수시, 

경력자 중심의 대면면접으로 굳어져 가고 있

다. 앞서가는 몇몇 기업은 뉴노멀 시대에 화두

로 떠오른 애자일, 비대면, AI 방식의 인재채

용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 기업들은 수

시방식의 개별 대면면접으로 방향회귀를 하고 

있는 듯하다. 어렵던 역량면접, 다양한 방식으

로 진행했던 대규모 공채 면접방식을 포기하

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역량기반 면접에 대한 고민

아직 기업들이 채용선별의 기준으로써 ‘역량’

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유효하

다고 판정되지 않은 역량검증 도구는 대규모 

대졸공채의 실종과 함께 점점 그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추세라 할 수 있다. 이 즈음에서 

한번 오스템임플란트는 뒤돌아서 스스로에게 

반문을 제기해 보았다. “과연 역량검증 채용방

식으로 ‘무야호’(신나게 긍정하는 것을 의미하

는 신조어)를 외칠 수 있을 것인가?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역량면접이 잘 이루어

지고 있지 않는 이유를 고민한 결과, 6가지를 

꼽을 수 있었다.

① 회사 경영진과 인사담당자의 역량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다.

② 역량사전이 역량을 검증하는 데 부적합하다.

③ 역량기반 면접관 양성 또는 역량측정 도구 

확보가 어렵다.

④ 직무별 역량모델 구축이 어렵다.

⑤ 역량측정 도구를 갖추어도 단시간내 지원

자 역량파악이 어렵다.

⑥ 경력 입사지원자가 역량면접을 기피한다.

이러한 이유를 극복하고, 전사적으로 역

량.면접이 원활하게 가능해지게 되는 우선 조

건은 두 가지이다. ① 본인이 역량면접 방법을 

제대로 찾아보고, 이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갖게 된다. ② 본인 직무(인사담당 또는 채용

담당, 채용총괄 직무)에서 제대로 역량면접을 

할 수 있게 된다.

역량면접을 제대로 실시하기 위한 3가지 

오스템임플란트는 역량면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극복조건을 엮어 이를 제대로 실

시하기 위한 세 가지 방향을 모색하였다.

제대로 된 역량사전 확보하기   |   한 사람의 

특정 행동양태가 하나의 역량항목과 하나의 

레벨로만 해석될 수 있는 역량사전이 필요하

다. 역량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각각의 역량

은 인수분해 되지 않는 소수(素數)처럼 단일

한 대상개체로 존재해서 여러 다른 역량으로 

달리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

가령 직원이 일을 아주 똑똑하게 해결한 사

례가 있다고 하자. 그 ‘똑똑함’을 누군가는 문

제해결력이라 하고 혹자는 혁신성이라고 하

며, 어떤 이는 사고력과 기획력이라고 정의하

MBTI 활용,

역량면접 재구축

오스템임플란트는 역량기반 면접에 대한 고민을 하였다.

이를 제대로 실시하기 위하여 세 가지 방향을 모색하였고, 

개인 역량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MBTI 역량면접을 시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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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템임플란트

•설립 ｜ 1997년 1월 8일

•업종 ｜ 치과용 기기 제조업

•종업원수 ｜ 1,895명

•매출액 ｜ 5,650억 4,2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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