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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월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는 MWC(Mobile 

World Congress)라는 초대형 컨퍼런스가 열린다. 

세계 각국에서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바르셀로나

를 찾아 각 기업들과 학계가 선보이는 새로운 기술

들과 제품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장(場)이 펼쳐

진다. 2018년 컨퍼런스는 약 6천억 원이라는 어마

어마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바르셀로나 시에 가져

다주었고, 이 숫자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줄

어들지 않았다.

이런 매머드급 행사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었다. LG, 에릭슨, 아마존, 

페이스북 등과 같은 굴지의 기업들이 참가포기

를 선언하자 거액의 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구

성원들의 안전을 우선하고 브랜드 가치 훼손을 

 

 

 

 

 

 

 

우려하는 기업들이 행사취소를 연달아 발표했

고, 결국 주최 측에서 행사취소를 발표하였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이미 여러 중국 

관련 교육프로그램들이 취소되고 있으며 중국으

로 가려던 각 기업 프로그램들과 자매결연 학교

들의 학위과정들이 조정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

와 더불어 직장 내에서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다

양한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HR담당자라면 2000년도 후반 대한민국

을 휩쓸고 갔던 신종플루와 메르스로 인해 각종 

위기대응 매뉴얼과 조치들을 기억할 것이다. 이

렇게 감염병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일상적

인 HR활동이 크게 바뀌게 되는데, 이번 코로나

19를 통해 또 한 번 대한민국 기업들의 일하는 방

식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에서도 각종 출장 및 행사를 잠정 중단 또

는 축소하고 있고 무엇이라도 의심이 가는 경우 

자가격리 및 원격근무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유럽도 국내와 비

슷한 양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감염병과 같은 심각한 사건으로 인해 HR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쉽게 공감하겠지만, 요즘 

유럽에서는 사회적 운동으로 인해 기업 HR담당

자가 새롭게 고민해야 하는 이슈들이 생겨나고 

있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인사업무 범위에 

비해 조금은 생경함을 느낀다.

사회변화와 HR의 방향

올해 50주년을 맞은 WEF(World Economic 

Forum, 다보스포럼)이 지난 1월 말에 있었다. 올

해 포럼에서 가장 많은 관심은 받은 인물은 역

시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스웨덴의 환

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였

다. 물론 지난 50년 동안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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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사회적 운동과  
HR담당자의 새로운 고민 

최근	코로나19	등의	감염병과	같은	심각한	사건으로	인해	

HR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쉽게	공감하겠지만,	

요즘	유럽에서는	사회적	운동으로	인해	기업	HR담당자가	

새롭게	고민해야	하는	이슈들이	생겨나고	있다.

Global	HR	

모바일월드콩그레스(Mobile	World	Congress)

유럽이동통신(GSM)	기반	글로벌	산업단체이자,	전	세계	통

신사와	휴대전화·통신장비	업체들의	연합기구인	세계이

동통신사업자협회(GSMA·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Association)가	주최하는	'세계	최대	이동

통신전시회'이다.	1987년	첫	전시회	이후	점차	규모가	커지면

서	현재는	‘모바일	올림픽’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