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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으로 롯데에 입사해서 마치 진짜 회

사원이 된 것처럼 검사가 진행되어, 문제를 푸

는 것 자체가 재미있었어요.” 2021년 상반기, 

전면 리뉴얼된 롯데그룹 인적성검사 L-TAB(엘

탭, LOTTE Talent Assessment Battery)의 직

무적합진단을 끝마친 지원자의 피드백이다. 

롯데그룹은 2012년부터 채용 프로세스에

서 면접 전 단계에 인적성검사 L-TAB을 도입

하여 지원자들의 인품을 확인하는 조직적합

진단(인성검사)과 인지 능력을 검증하는 직무

적합진단(적성검사)을 시행해 왔다. 롯데인재

개발원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진단 개발과 

핵심인재 교육 기획뿐만 아니라 그룹에서 활

용하는 채용 도구를 새롭게 도입하고 개발된 

도구를 운영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이번 2021년 상반기에 약 10년간 활용해오

던 L-TAB 직무적합진단에 기존의 틀을 넘어

서는 재미있는 변화를 시도했다. 국내외 최초

로 채용 전형에 실제 업무 상황처럼 구현된 온

라인 가상 환경을 도입, 지원자가 업무를 수행

하는 것처럼 적성검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적성검사의 발전 단계

인적성검사는 보통 채용 프로세스에서 면접 

전에 활용하여 지원자의 인품(인성)과 일반적

인 인지 능력(적성)을 검증하는 용도로 활용

된다. 대규모 집단에 활용하기 용이하고, 면접 

같은 타 채용 도구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종료 후 빠르

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많은 기업에서 오

랫동안 채용 도구로써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인지 능력을 측정하는 적성검사는 인

지 능력이 높을수록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스킬을 빠르게 습득하여 입사한 후 업무 성과

를 창출할 가능성이 더 클 것을 가정하기 때

문에 어떻게 설계되는지가 중요하다. 적성검

사를 크게 검증 방법(오프라인, 온라인)과 콘

텐츠 형식(문제 풀이, Simulation Exercise)에 

따라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해 보았다. 

첫 번째 단계는 오프라인 고사장에 모여 종

이에 인쇄된 문제 묶음을 풀어나가는 형식으

로 진행된다. 이는 작년까지 시행된 롯데그룹

의 L-TAB 운영 방식으로, 정해진 일자에 지원

자 전원이 준비된 오프라인 고사장에 각각 집

합하여 검사를 진행한다. 이 유형의 적성검사

는 수능시험처럼 정답이 명확히 정해진 보편

적인 문제풀이 형식으로 구성된다.

두 번째 단계는 첫 단계에서 검증 방법만 

온라인으로 변경한 유형이다. Paper 기반의 

적성검사 문제들을 온라인 웹 기반으로 이동

시켜, 비대면 상황에 특화된 환경을 제공한다

는 특징을 지닌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언택

트 채용이 보편화 되며 다수의 기업에서 이 

유형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롯데인재개발원에

서 처음으로 시도한 것으로 온라인 플랫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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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상 업무환경 도입한

적성검사의 새로운 시도

롯데인재개발원은 자체 적성검사인 L-TAB 직무적합진단에

실제 업무상황처럼 구현된 온라인 가상 환경을 채용에서 도입했다.

지원자는 신입사원이 되어,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적성검사를 진행한다.

홍민우

롯데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문 

어세스먼트팀 책임

minwoohong@lotte.net

▶ 롯데인재개발원

•설립 ｜ 1993년 1월 12일

•업종 ｜ 교육컨설팅

•종업원 수 ｜ 46명 

•앞으로의 사업 계획 ｜ 임직원 인식 관련  

진단 개발, 채용 도구 개발, 미래 핵심 

인재(예비 CEO, DT 인재 등) 육성, 

그룹 이슈 전파, 커리어 컨설팅

롯데인재개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