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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기업에 있어서 지난 2020년은 과거

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도

전과 변화에 노출된 한 해였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재택근무와 유연한 근

무방식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과거의 경

영방식은 자취를 감추고 유연성과 진정

성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는 것을 기업 

경영자들은 끊임없이 목도(目睹)하고 경

험하였다. 

2021년 독일기업의 HR 트렌드에 대해

서 독일내 대학을 비롯한 여러 전문기관

에서 발표한 자료들이 그간 다수 출간되

었으나 인사전문가의 시각에서 기업의 인

사관리의 미래 추세를 제시한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려고 시도하였다. 

그중에서 눈길을 끈 것은, 독일 소프트

웨어 개발업체 ‘Talentsoft’의 전무로 재직 

중인 엘톤 슈베르첼(Elton Schwerzel)의 

기고문이 독일기업 HR 추세에 대해서 큰 

그림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되어 소

개하고자 한다. 그는 SAP 등 IT 소프트

웨어 기업에서 오랫동안 인사업무를 담

당한 경험이 있다. ‘인사업무의 변환(HR 

Transformation)’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

이고 있는 슈바르첼 전무는 독일기업 HR

의 미래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트렌드➊_ 디지털 및 버추얼 업무의 증가

독일기업 HR의 최대 현안 문제는 ‘조직내 

가상팀(Virtual Team)들을 어떻게 효율

적으로 운영하는가’이다. 코로나19 상황

에서 팀장은 팀원들을 비대면으로 소통

하기 위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커뮤

니케이션 툴(Tool)을 익혀야 했고, 비대면

으로 팀 활동 전반을 관리해야 하는 부

담을 떠안은 채 불확실성 속에서 고군분

투(孤軍奮鬪) 해왔다. 

이러한 상황은 초기에는 혼란스러웠지

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팀 전체에 유익을 

가져왔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접하지 못

했던 신기술인 가상현실(VR)과 증강현

실(AR) 기기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잃지 

않으면서도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업

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고, 때에 

따라 인공지능(AI)의 도움도 받으면서 경

영의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모집과 선발

업무의 획기적 개선을 들 수 있다. 기업

은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기업에 특화

된 채용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원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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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기업 HR 미래 ‘메가 트렌드’

새로운 업무의 툴과 자원에 대해 충분히 학습하여 

업무능력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직원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배우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현상이 

팬데믹 시대 독일기업 조직의 새로운 풍속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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