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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ing with cultural differences in the workplace 

영국에 본사를 둔 국제기구의 경우, 직장 내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영국에서 일하는 주재원일 경우 영국 

문화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지 직원일 경우에는 해당 조직의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중국회사인 경우 중

국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화는 여러 측면에서 직장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직원 관계,   

성과 관리, 현지 채용, 그리고 인재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직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큰 차이를 줄 수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는 HR 전문가들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는 응답자의 71 %는 조직의 국가 문화가 조직 문

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데 동의했습니다. 또한 같은 설문조사의 응답자의 96 %는 현지 직원이 조직의 국가 문화에 대한 지식

이나 이해력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은 현지 인재를 파악, 개발 및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G. Hofstede, F. Trompenaars, E.Hall, J.Nathan, 그리고 N.Y Brannen의 학계조사에서도 역시 현지 직원들이 소위 말하는 "고맥락(high-

context)"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맥락 문화권에서는 정보가 음성 

톤, 제스처 및 표정과 같은 많은 비언어적 단서와 함께 전달됩니다. 메시지가 전달되는 방식은 전달되는 내용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평판"은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며, 관계는 천천히 구축되지만 오래 지속됩니다. 조직은 계층적이며 언어사용은 상하관계에 따라 결정

됩니다. 

 

아시아 문화권의 조직에서 성공하는 현지 직원은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민감하며 조직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이해합니다. 현지 직원에게 조직 문화를 성공적으로 전하는 기업이야 말로 직원들을 최대한으

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 문화권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이런 특징들은 서구에서의 "저맥락" 문화에서 오는 사람들

에게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맥락 문화권에서는 정보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

에 그 외의 부수적인 단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맥락 문화권의 사람들은 갈등에 민감하지  

않으며 "평판" 역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관계는 신속히 시작되고 종결됩니다. 

조직 구조는 그다지 계층 적이 지 않으며 언어 역시 비격식적인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는 주재원들에게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마치 골퍼가 상황에 따라 다른 클럽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들

은 다양한 문화권의 인력을 다루는데 모국에서 사용되는 것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 요구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현지직원

들의 연령이 젊어짐에 따라 주재원 관리자들은 Y 세대 (1981 ~ 1995 년생)와 Z 세대 (1995 년 이후 출생)를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도 합니다. 현지직원, 특히 젊은 세대의 현지직원들은 빠르고 직접적인 피드백, 학습 및 개발 기회,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포함한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주재원 관리자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주재원 직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지 직원에게 정확한 피드백을     

줄 때의 의사소통 방식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현지 인재를 더 잘 발굴, 채용하며 개발함으로써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문화차이로 인한 문제를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점은 상당하며, 특히 새로운 세대의 구직자가 취업시장에 진입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If this subject interests you and you would like more information, please do contact 
our HR consultants to learn more. 3HR offer training sessions for expatriate or local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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