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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메타버스는 온라인 

게임이나 일부 젊은 세대의 소통을 위한 가

상공간으로만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

어 메타버스의 범위는 엔터테인먼트, 교육, 제

품홍보 등 다양한 사회 커뮤니티 활동을 넘어 

업무의 공간까지 확장되고 있다. 

LG이노텍은 스마트폰과 미래 자동차 등 첨

단 IT산업의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소재부

품 기업으로서 HR영역에서도 메타버스를 활

용하여 잠재 구성원과 임직원을 감동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최

근 메타버스 활용의 첫 시작으로 국내 및 해

외 대학생 400여명을 대상으로 쌍방향 소통 

방식의 메타버스 채용설명회를 실시하였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전환

과거에는 매년 정기공채 시즌이 되면 LG이노

텍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은 대학의 캠퍼스에

서 채용설명회나 채용상담 부스를 통해 직접 

지원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외에도 회사의 

연구분야와 연관성이 높은 대학원 연구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반대로 회사에 학생들을 초

청하여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직접 대면소통 

방식의 채용활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2020년 들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LG이노텍의 채용방식이 기존의 정기공채에서 

수시채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정기적

인 오프라인 활동보다는 상시적인 온라인 활

동이 중요해졌다. 

수시채용 공고를 온라인 영상을 통해 홍보

하고,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온라인 실시간 

채용설명회를 열어 지원자들과 직접 소통했

다. 아울러 인플루언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회

사 각 사업장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코로나

19의 상황 속에서도 회사는 지속적으로 사업

을 성장시켰고, 채용시장에서의 인지도와 경

쟁력도 함께 높아졌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의 강점 구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방식의 채

용설명회는 더 이상 새롭지 않을뿐더러 단방

향의 온라인 소통 방식에 대한 잠재 구성원들

의 피로감은 높아져 갔다. 오히려 기존 오프라

인에서의 쌍방향 소통에 대한 갈망이 컸다.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 중 하나인 ‘제페토’에

서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공간이 다름 아

닌 ‘교실’이었고, 주된 사유가 ‘온라인 수업이 

아닌 교실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서’였다

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온라인 영상 방식의 채용설명회는 불특정 

다수의 인원들에게 회사의 인지도를 올리는 

것에는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실제 회사의 직

무와 채용정보를 알고자 하는 잠재 구성원들

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

다. 그나마 온라인 실시간 채용설명회로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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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향 소통 방식의 

메타버스 채용설명회

LG이노텍은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잠재 구성원과 임직원을 

감동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첫 시작으로 국내 및 해외 대학생 400여명을 대상으로 

쌍방향 소통 방식의 메타버스 채용설명회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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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이노텍 

•설립 ｜ 1970년 8월 22일

•업종 ｜ 전자부품제조

•상장일 ｜ 2008년 7월 24일

•매출액 ｜ 9조 5,418억 원(2020년 기준)

•종업원수 ｜ 15,622명(2020년 기준)

 (국내 10,827명 / 해외 4,795명)

•비전 ｜ 글로벌 No.1 소재부품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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