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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루트는 9월 7일연세대학교공학원대강당에서열린롯데그룹채용설명회에다녀왔습니다. 롯데그룹은채용설명

회를통해 2017년 50주년을맞아바뀐롯데그룹의비전및롯데그룹의인재상등하반기채용에관한구체적인내용

을대학생들에게알리는시간을가졌습니다. 또한, 채용설명회에서는현재롭스사업운영본부의대표이사님의강연을

비롯하여하반기채용준비시필요한정보와합격 tip에대해알수있었습니다. 또한캠퍼스리쿠르팅을통해더자세하

고많은정보를제공했습니다. 



기업소개

01 기업 핵심 분석

고객에게 제공해온 ‘풍요’라는 가치를 강조

‘고객의 사랑과 신뢰를 받고 인류의 삶에 기여’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인류’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통해

롯데 제과에서 글로벌 기업까지,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



총 57개의 계열사中 44개의 계열사에서 신입사원 모집

계열사 소개



01 기업 핵심 분석

기업 정보



1967년 창립

국내 임직원 127,000여명

해외 임직원 60,000여명

총 50여개 계열사

글로벌 30개국 지사

• 신입사원 연봉(2016년 기준) : 최소 3,690만원(식품) ~ 최고 5,130만원(화학)

• 직원복지 : 롯데 패밀리 W카드 / 유연근무제 실시 / 매주 수요일 칼퇴데이 / 직장 어린이집 등



롯데그룹의 인재상



02 하반기 채용

채용 특징 신입사원채용
(900명)

동계인턴사원채용
(400명)

SPEC 태클채용
(100명)

• 채용 전형

• SPEC 태클 채용이란?

 블라인드채용방식
 이름, 연락처, 주소이외의인적사항및자기소개서제출을하지않고,
면접 2주전에공개되는과제에대한실무 TEST를실시

 과제는실무위주의과제이며, 직무별로지원주제가상이

예시) 경쟁사고급브랜드가가지는장단점을설명하고,
롯데캐슬고급브랜드런칭시나아갈방향을제시하시오. (2017년상반기)



02 하반기 채용

프로세스

• 서류심사

 스펙다이어트로

 증명사진, IT 활용능력및 회화능력은기재하지않음

 외국어성적및자격증은선택적으로기재함

 경력및사회경험은자기소개서에작성

신입공채접수기간 : 09.01 ~ 09.14 
인턴및 SEPC 태클접수기간 : 11.13 ~ 11. 16 

(홈페이지참조)



• L - TAB

지원자의외적요소에관계없이조직적합도및기초적직무능력측정
(인턴의경우면접당일응시, 최종합격여부에 pass or fail 반영)

 조직적합검사 (40분, 265문항)

 직무적합검사 (125분, 135문항)

 언어이해, 문제해결, 자료해석, 언어(문과)또는수리(이과) 

• 면접

One –Stop 면접(하루에모든면접실시)으로실시. 

 역량면접(구조화면접), 프레젠테이션, 토론면접, 인성면접으로실시됨

-역량면접은 40-50분진행, 과거의경험으로부터미래유사한상황을
예측하는것을바탕으로진행, 자기소개서중심으로진행. 

- PT면접은 회사의제품에관한주제로이루어지며주제는사전에제공된다. 
(준비시간 30분, PT 20분내외)

-인성면접의면접관들은임원진으로구성되며, 다대다형식으로진행된다.
단, 인성면접의 비중은다른면접에비해낮음.

* 면접 진행 후 E-mail로 면접에 관한 피드백 제공



03 합격분석 - 인사담당자가 말하는 Tip!

합격 Tip

L – TAB :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바탕으로 일관성있게 작성 해야 한다!
-> 반복되는 질문이 많기 때문에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역량면접 (구조화 면접) : 회사에서 원하는 질문의 답이 거의 정해져 있으며, 
회사의 핵심가치인 고객중심, 창의성, 협력, 책임감, 열정을 바탕으로 말해야 한다!
또한 2대1 방식의 면접이며, 지원자의 삶을 바탕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이어지기 때문에 거짓 경험 보다, 사소한 경험이라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채 경쟁률은 평균 2017년 상반기 65:1, 2016년 하반기 67:1이며,
(롯데시네마, 롯데면세점, 롯데칠성이 등이 가장 높음) 

롯데 글로벌로지스의 경우 인수 후 첫 공채! 낮은 경쟁률 예상! 



03 합격분석 - 설명회 Q&A

Q & A

Q : 경영지원팀에 입사하려고 하는데 뽑는 비중은 어느정도 되나요?
A : 경영지원팀의 경우 소수만 채용하며, 대부분 석/박사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타 업무 지원 후 업무 로테이션을 이용해 직무를 옮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Q : 신입사원 모집 후 동계인턴 혹은 SPEC 태클에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A : 중복지원은가능하나, 합격보장은드릴 수 없습니다. 

Q :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이나 경험이 없어도
직무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관심을 어필할 수 있다면 지원가능하나요?
A : 비고사항에 적힌 직무에 대한 필수 조건이 없다면 지원은 가능하나, 

우대조건이 있는 경우 합격에 대한 여부가 분명하지는않습니다. 
또한, 직무 별로 요구되는 필수사항이나 우대사항을확인 해야 합니다.

Q: 학/석사 관계없이 전형이 이루어지나요?
A: 학/석사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나, 특정 업무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원 같은 경우 석사의 경험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7년 하반기 롯데그룹 채용설명회 취재기
• 펴낸곳 _ 인크루트 취업학교
• 기획 _ 인크루트 취업학교

• 제작/편집 _ 인쿠르트 취업학교
• 홈페이지 _ www.incruit.com

• 페이스북 _ www.facebook.com/incruit
• 트위터 _ twitter.com/incruit1

• 직무별 무료 취업강의 _ http://school.incrui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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