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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의 여러 영역 중 가장 변화무쌍

한 분야는 ‘채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불과 몇 년 전에는 존재

하지도 않았던 새로운 전략과 트렌드

가 등장하고, 과거의 방식으로 했던 

채용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정도가 아

니라 아예 불법이 되어 버리기까지 하

는 상황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1년의 채용은 다음과 같은 키워

드로 정리가 가능하다.

스펙보다 직무경험 중심 지원자 판단

사례①_ 고시생 vs. 경험의 달인 ｜ 전문 면

접관으로 면접을 하다 보면 오랫동안 

‘고시공부’를 했다든지 하여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경험을 전혀 가지지 못한 

지원자들을 가끔 만나게 된다. A 금융

사 면접에서 한 지원자는 ‘갈등해결 경

험’을 이야기해 보라고 하니 잠시 머뭇

거리다가 “예, 2년간 공부를 했던 독서

실의 총무 선생님에게 독서실 종료시

간 규칙의 불합리함을 어필하고 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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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특집 
국내기업 채용전략 및 채용 트렌드  

국내기업 채용 트렌드의 핵심은 사람 중심에서 직무 중심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공채의 퇴조, 수시·상시채용 증가, 경력직 채용이 늘어나고 있다. 

채용규모는 축소되고,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방식의 채용설명회, 

그리고 비대면 신입사원 교육이 일상화되었다.

사례로 보는
국내기업 채용 트렌드

키워드의 큰 줄기는 사람 중심의 채용에서 직무 중심의 채용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공채의 퇴조’, ‘수시·상시 채용의 증가’, 그리고 ‘경력직 채용’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라 ‘채용규모는 축소’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방식의 채용설명회’ 및 

 ‘비대면 신입사원 교육’이 일상화되었다. 채용솔루션 역시 ‘비대면’, ‘마스크 착용’,  

방역이 일반화되어 ‘화상·영상면접’이 일반화되고 인적성검사 역시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에서 AI기술’을 활용한 것이 4차 산업혁명 도래와 함께 

최근 2~3년 사이 큰 화제가 되었다.

또한 언론보도를 통해서 ‘(체험형) 인턴제도’가 다시 각광을 받는 것과 스타트업·대기업의 

 ‘IT인재를 중심으로 한 구인전쟁’을 목격하고 있으며, 문과생이라 할지라도 코딩학원을 

다니게 되는 ‘디지털 인재 선호’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끝으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과 2019년부터 발효된 개정 채용절차법에 따른 

 ‘채용 공정성 강화’가 때로는 Right People 선발보다 우선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해 보인다.

2021 국내기업 채용전략 및 채용 트렌드 키워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