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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STORY VS. SPEC

김정태



찜질방찜질방, , 없어지는없어지는 수건을수건을 줄여라줄여라!!
주인은주인은 어떻게어떻게 문제를문제를 해결했을까해결했을까??



스토리는스토리는 매력매력을을 증가시킨다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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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는스토리는 가치가치를를 공유하게공유하게 한다한다



스토리는스토리는 행동행동을을 유발한다유발한다





조직이조직이 원하는원하는 것것: : 역량역량



스펙, 그 자체는 채용의 기준으로 전혀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특정 기업
특정 직무에 맞는 역량이다. 현명한 구
직자는 남들과 차별화된 능력을 준비
하여 이를 채용 장면에서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자신
만의 스토리다.

(전종민, SK그룹 채용 총괄담당 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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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Google의의 인재채용인재채용 방식방식 변화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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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StupidStupid! ! It’s Compencies!이해



스펙으로스펙으로 충분할까충분할까??



스토리를스토리를
드러내라드러내라



스토리가스토리가
스펙을스펙을
이긴다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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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을스펙을
이긴다이긴다



이력서이력서,, 이런이런 역량이역량이 보여지는가보여지는가??

커뮤니케이션 팀워크
기획과 조직력 창의성
고객지향 책임성
기술지식 자기주도학습
An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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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안 읽는 이유
이래도 안 읽을까요?

홍길동홍길동

서울 마포구 xxx

학력

한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자격증

토익 850점



KB국민은행의 변화
KB국민은행 스펙 대신 통섭형 인재 채용
입사지원서 상 스펙 배제, 면접 시 인문학적 소양 검증

KB국민은행은 올해 하반기 신입행원 공채 시 인문학적 소양을
겸비한 통섭형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다양한 전형방법을 도입할 예정
이다.

이번 통섭형 인재 채용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입사지원서 상의
스펙 대신 인문학적 소양과 통섭역량 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도입한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인문학적 소양과 통섭적 사고력 등 신입행원으로서 갖
추어야 할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면접관에게 인문분야
베스트셀러 서적을 사전에 배부하고, 면접 시 심층적인 질의/응답, 지원
자와의 자유로운 토론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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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평균적 역량역량: : 한국한국 청년층청년층

0
2
4

기획 및 조직력

책임성

창의력

고객지향

자기개발 현재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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