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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근로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재택근무, 원격
근무, 유연근무와 같은 다양한 근무 제도들이 고안되어 운영되어 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제도들을 포괄하는  스마트
워크의 개념이 각광받으며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스마트워크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라서 그 
정의가 연구마다 상이하여 정립되어 있지 않고, 이와 관계된 변수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5년간 국내에서 수행된 스마트워크 관련 학술 연구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문헌 분석
(Systematic Literature Review)방법을 이용하여 연구 경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변수들을 
취합하여 이론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제시하였다. 프레임워크의 구성요소는 업무(Task), 기술(Technology), 

개인(People), 조직 구조(Organization Structure), 그리고 관리 수단(Managerial Levers)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클러스터
링이 되었으며 간간이 나타난 사회적 차원의 변수들은 별도로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이 프레임워크는 향후 스마트워
크의 심층 연구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실증 분석 연구의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제어 : 스마트워크, 재택근무, 원격근무, 유연근무, 텔레워크, 스마트워크 정의, 변수 프레임워크, 체계적인 문헌 분
석, 일과 삶의 균형, 조직, 관리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diverse work policies, such 
as, telework, telecommuting, flexible work had been conceptualized and implemented to encourage efficient 
business practices and worker satisfaction. These work policies are the forerunners of newly emerging concept 
of  “Smart Work.” However, as smart work is a new concept, no single agreeable definition can be found. In 
this study, the relevant literatures published in past 15 years are reviewed systematically in order to derive a 
conceptual framework for “Smart Work,” from related research, such as telecommuting, flexible time, telework, 
etc. Related variables are grouped into five clusters: Task, Technology, People, Organization Structure and 
Managerial Levers, forming a policy and research framework. Further research are suggested after the discussion 
of implications.

Key Words : Smart Work, Home-based work, Telecommuting, Flexible work, Smart Work Definition, 
Framework,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Work-life Balance, Organiz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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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CT기술의 발달로 네트워크 인 라가 안정화되고 고

도화되면서 다양한 커뮤니 이션 수단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팩스나 이메일을 넘어서서 화상으로 원거리의 동

료와 실시간으로 회의를 진행하거나, 다양한 오피스 툴

을 이용하여 버추얼(Virtual) 환경에서 업이 가능해지

는 등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근무환경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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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되고 있다. 첨단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시간과 공

간의 유연성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

하고자 하는 최근의 이러한 근무 형태는 “스마트워크”라

고 불리우며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스마트 코리아 국가 략을 수립하고 스마

트 기술을 통해 일하는 방식, 국가 행정시스템, 그리고 국

민 일상생활의 질  수 을 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88]. 특히, ‘삶과 일의 균형을 통한 로벌 스마트 강국 

구 ’의 비  아래 공공부문을 심으로 스마트워크센터

를 구축하는 등 국가 인 차원에서 스마트워크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 109명의 종업원이 재택근무를 실

시하고 있는 특허청과 2009년 출산 여성 공무원의 재택

근무제를 실시한 동 문구청, 스마트워크 센터 체험근무

를 통해 스마트워크를 극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와 행

정안 부 등이 그 표 인 이다. 공공부문뿐만 아니

라 IT 련 국내 기업들과 국내에 진출한 로벌 기업

들을 심으로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그리고 모바일 워

크 등의 형태를 통해 일하는 방식의 변화  생산성 향상

을 추진하고 있다.

국외의 경우, 미국, 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을 

심으로 시간과 장소의 유연성과 ICT의 활용여부 등을 

이용하여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의 근무방식을 정의하고, 

이러한 근무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노동 생산성의 향상과 

생산비용의 감, 근무 만족도 제고 등의 성과를 도모하

고 있다. 미국과 국, 일본에서는 이러한 근무방식을 ‘텔

워크’라는 용어로, EU는 ‘유연근무’로 정의하여 사용하

고 있어, 아직까지 해외에서 스마트워크라는 용어를 사

용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우리나라에서 수행

하고자 하는 스마트워크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단되

며 이미 이러한 근무시스템에 한 정의  제도가 명확

화 되어 극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정부의 스마트워크 도입을 한 노력과 

주요 선진국의 근로제도의 변화를 한 극 인 법제화 

추진 등의 추세에 부응하여 실질 으로 스마트워크를 도

입ㆍ운 해야 하는 조직(기업) 차원에서 스마트워크 시

스템 실행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한 고찰이 

필요한 시 이다. 

한편, 스마트워크는 ICT발달과 함께 등장한 신조어 

이기는 하지만, 재택근무, 원격근무, 유연근무 등과 같이 

생산성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제안되어온 기존의 제

도들을 포 하고 있다. 이러한 근무 형태들에 한 학술

인 연구들은 산업의 생산성을 증 시키고 근로자의 만

족도를 높이기 한 목 으로 이미 수년 부터 수행되

어 왔다. 따라서 스마트워크와 련하여 지 까지 국내

에서 수행된 기존 문헌들을 분석하여 학술 연구 경향을 

악하고, 기존 문헌들에서 언 하고 있는 향 변수  

이들 간의 계를 살펴보기 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질

문을 설정하 다.

연구 질문 1. 스마트워크과 련하여 이 의 국내학술

연구들은 어떤 방향으로 수행되어 왔는가? 

연구 질문 2. 이 의 국내학술연구 결과들에서 나타난 

스마트워크의 앞과 뒤에서 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연구되었는가?

연구 질문 3. 과거 연구에 비추어 스마트워크에 한 

연구에 있어서 활용할만한 이론  정책  임워크는 

어떤 것인가?

연구 질문을 해결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지 까지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학술지에 출 된 연구논문들만

을 상으로 체계 인 문헌 분석을 통해 스마트워크 련 

연구들의 경향을 분석하 다. 그리고 각각의 논문에서 

스마트워크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추출하고 이를 구조

화 하여 정책 임워크를 제시하 다.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국내에서 스마트워크를 주제로 기존 문헌 분석을 수

행한 연구를 살펴보면, 스마트워크 연구 경향을 분석한 

연구 [62]와 스마트워크에 한 향후 연구 임워크를 

제시한 연구 [50]가 표 이다. 임  (2010)의 연구에

서는 재택근무를 심으로 지난 1992년부터 국내에서 수

행된 연구를 석/박사 학  논문  각 연구기 에서 발행

한 보고서까지 포함하여 포 으로 분석을 수행하 으

며, 연구 분야  연구 근 방법, 분석 방법 등에 한 

다양한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62]. 이민혜 (2011)의 연구

는 원격근무에 한 기존 문헌을 검토하여 원격근무와 

스마트워크의 개념 차이에 해 고찰하고 이를 통해 향

후 스마트워크 연구를 한 임워크를 제시하고 있다 

[50]. 이러한 연구들은 기존의 련 제도  하나를 심

으로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스마트워크 련 키워드  

개념을 포 하여 조사ㆍ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

다. 한 스마트워크의 목 이 조직의 생산성이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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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업무 효율성 향상 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

연근무제도의 단편 인 재무성과를 비교하거나 이직 의

도를 설문하여 측정 하는 등, 그 선ㆍ후행 요인변수에 

한 분류나 계를 포 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었다 

[36][41]. 

본 연구에서는 국내 스마트워크 연구 경향 분석  변

수 임워크 구축을 하여 질  연구방법  하나인 

체계 인 문헌 연구(Systematic literature review) 방법

을 채택하 다. 이 연구 방법은 온라인 연구문헌 검색 데

이터베이스와 한정된 검색 키워드를 이용하여 연구 표본

을 수집하고, 수집된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세부 연구 차는 다음의 5단계 체계  문헌연구 가이드

라인을 따라 수행되었다 [95][96].

- 1단계 모집단 구성: 연구 질문에 합한 문헌 검색

- 2단계 표본 선정: 연구 선정 기 (Criteria)에 합한 

문헌 선정

- 3단계  자료 추출: 데이터 선정 기 에 따라 정보 추출

- 4단계 자료 분석: 추출된 자료의 합성

- 5단계  결과 도출: 합성된 결과 분석  임워크 

구성

문헌연구와 같은 질  연구방법에서 표본의 추출은 

양  연구방법에 비해 목 지향 이다 [93][94]. 연구 목

에 부합하는 모집단을 연구 질문에 따라 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체계 으로 구분해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

를 수행하기 해,

① 스마트워크에 한 상세 정의

② 학술문헌 데이터베이스 검색 엔진 선정

③ 스마트워크 정의에 따라 주요 키워드 도출  검색

을 실시하 으며, 이를 통해 도출된 기존 문헌을 

상으로 분석을 실시하 다.

3. 스마트워크 상세 정의

본 연구의 상이 되는 스마트워크 한 연구 문헌을 

수집하고 분석하기 하여서는 스마트워크에 한 정의

가 선행되어야 한다. 스마트워크가 최근 새롭게 등장한 

용어이기 때문에 스마트워크라는 용어를 이용하여 수행

된 연구는 2007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하 으며, 인문사회 

분야에서 학 논문과 학술지를 포함하여 총 9편에 그치

고 있어 연구의 수가 매우 은 실정이다 [25][62]. 한 

스마트워크의 개념을 이용하는 기 과 각 연구마다 그 

의미가 조 씩 상이하여 명확하게 정의되고 공유된 바가 

없다 [50][54]. 정부 주요 부처에서 활용하고 있는 스마트

워크의 개념들을 살펴보면,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은 

‘ICT를 이용하여 시간ㆍ장소에 제약 없이 구와도 함께 

네트워크상에서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방식’으로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시간과 장소의 유연성에 

을 맞추어 정의하고 있다 [86]. 방송통신 원회 (2011)는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계획에서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

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하게 근무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업무환경 개념’으로 시

간과 장소의 자유로움과 함께 업무 효율성을 요한 개

념으로 언 하고 있다 [34]. 해외의 경우, 미국은 ‘텔 워

크란 기존의 업무 공간이 아닌 새롭게 승인된 업무 공간

에서 근무하는 유연한 근무방식’으로 규정하여 장소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의 텔 워크는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으며, 일본은 ‘장소와 시간의 

유연성을 기반으로 ICT기술을 활용하여 유연하게 근무

하는 방식을 텔 워크’라고 정의하고 있다. EU는 ‘업무 

시간을 자유롭게 하는 유연근무’를 근로시간과 일, 삶의 

조화의 사업체 조사에서 구분하고 있다.

최신 연구들에 나타난 스마트워크 정의를 살펴보면, 

‘스마트 정보통신기술과 제도  인 라를 기반으로 근로

자가 언제 어디서나 자율 으로 일하고 자유롭게 업함

으로써 성과를 극 화하도록 하는 업무 방식’이라고 스

마트워크를 정의하면서,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센터 근

무,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바일 근무, 

원격근무를 통칭하고 있다 [50].  다른 연구에서는 ‘인

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자

유롭게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을 통해 근무를 하는 것’으

로 정의하고, 재택근무, 모바일 근무, 그리고 스마트워크

센터 근무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 다 [62].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워크란 ‘근로

자가 임 받은 활동들을 근무 시간과 장소에 계없이  

스마트 ICT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방식’으

로 정의하고, 기존에 시간ㆍ장소의 유연성과 스마트 

ICT 활용 등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근무제도인 재택

근무, 원격근무(텔 워크), 유연근무를 포 하는 것으로 

규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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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분야별

총 계
사회 공학 자연 술체육 복합학 의약학 인문 농수해

논문 총 편수 39 24 11 7 4 1 - - 86

비율 45% 28% 13% 8% 5% 1% - - 100%

학술지 총 개수 24 8 8 4 4 1 - - 45

비율 53% 18% 18% 9% 9% 2% - - 100%

<표 3> 전공분야별 스마트워크 게재 학술지 및 논문 통계 

4. 연구경향 분석

본 연구를 하여 2011년 한국연구재단에서 등재된 

학술지에 출 된 논문 총 86편을 상으로 연구경향을 

분석하 다. 국내 학술 연구 데이터베이스 검색 엔진인 

KISS, DBPIA, RISS 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정한 스마트워

크 정의에 따라 스마트워크, 재택근무, 원격근무(텔 워

크), 유연근무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수집하 다. 연도별 

통계를 살펴보면 1997년부터 재택근무를 키워드로 하는 

연구들이 시작되었으며, 그 후 2011년까지 15년 동안 평

균 5.7편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2009년 이후로 게

재된 연구 논문의 수가 총 47편으로 체 게재 논문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스마트워크에 한 

연구가 등장한 것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2011년 스마트워크를 키워드로 하는 연구가 24편이나 출

된 것으로 나타나 최근의 높은 심을 반 하고 있었

다. 자세한 통계는 아래 <표 1>과 같다.

구분 키워드 편수 비율(%)

1 재택근무 34 40

2 스마트워크 29 34

3 원격근무 12 14

4 유연근무 11 13

총계 86 100

<표 1> 키워드별 논문 편수

키워드별로 연구를 분석해보면, 재택근무를 키워드로 

하는 연구가 34편으로 체의 40%, 스마트워크 29편

(34%), 원격근무(텔 워크 포함) 12편(14%), 유연근무 11

편(13%)으로 총 네 개의 키워드 가운데 재택근무가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스마트워크에 한 논

문 편수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통계는 최

근 증하고 있는 스마트워크에 한 심이 학술연구에

도 반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스

마트워크에 한 연구의 양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

지 실증분석을 통한 스마트워크 향 변수간의 계에 

한 연구는 부족하다. 주로 개념 으로 스마트워크를 

정의하거나 보안, 기술 부분 그리고 정책 안을 제시하

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재택근무나 유연근

무 제도들의 개념을 활용하여 수행된 연구들이 부분이

었다. 연도별 게재 논문 편수와 각 키워드별 논문 통계는 

<표 2>에 자세히 정리하 다.

구

분

년

도

재택

근무

스마트

워크

원격

근무

유연

근무

총 편수

(비율%)

1 1997 5 - - - 5(6)

2 1998 6 - - - 6(7)

3 1999 1 - - 1 2(2)

4 2000 2 - 2 - 4(5)

5 2001 6 - - - 6(7)

6 2002 - - - 1 1(1)

7 2003 2 - 1 - 3(3)

8 2004 4 - 1 - 5(6)

9 2005 1 - 1 - 2(2)

10 2006 2 - 1 - 3(3)

11 2007 - - - - - (0)

12 2008 1 - 1 - 2(2)

13 2009 2 1 2 2 7(8)

14 2010 1 4 2 5 12(14)

15 2011 1 24 1 2 28(33)

총 계 34 29 12 11 86(100)

<표 2> 연도별/키워드별 스마트워크 관련 연구 논문 통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의 공분야별 구분 기 에 따라 

학술지를 분류해보면, 사회계열 학술지에서 스마트워크

에 하여 가장 많이 연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워

크 연구를 게재한 학술지 총 45개 가운데 사회분야 학술

지가 총 24개로 반 이상인 5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총 39편의 논문을 게재하여 체 논문 에서 45%가 포

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공학분야 8

개(18%) 학술지에 총 24편(28%)의 논문이 게재되었고, 

자연/ 술체육/복합학 분야에서 각 4개(9%)의 에서 

11편(13%), 7편(8%), 4편(5%)의 논문이 게재되었고, 의

약학 분야에서 1편의 논문이 출 되었다. 스마트워크에 

한 연구는 인문과 농수해 계열을 제외하고 각 공분

야에서 연구가 수행되고 있었다. 자세한 통계는 <표 3>

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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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으로 살펴보면, 사회 분야 학술지에서는 ‘디지

털 정책 연구’ 8편, ‘정보화 정책’ 3편으로 스마트워크와 

련한 정책  제도분야에 한 에서 주로 연구되

고 있었다. 공학 분야에서는 ‘정보처리학회지’에서 총 10

편으로 가장 많은 연구논문을 출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1년 스마트워크 특집호에서 국내외 동향과 사례, 비

즈니스 모델  활용, 활성화를 한 정책 과제 등의 주

제로 출 하 기 때문에 학술지는 공학 분야로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 해당 특집호의 논문들은 사회 분야의 연구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공학 분야 

연구는 ‘국토계획’을 심으로 스마트근무를 한 도시 

공간 계획을 주제로 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논

문을 출 한 ‘정보보호학회지’의 경우 주로 스마트워크를 

한 보안 기술과 정책에 을 맞추고 있었다. 자연 분

야의 학술지는 ‘ 한가정학회지’, ‘한국가정 리학회지’, 

‘한국주거학회지’, 그리고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에서 출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스마트워크 근무자의 가

사노동 시간이나 식생활, 공간 이용 특성 등의 주제로 연

구된 논문들이었다. 술체육 분야는 ‘디자인학연구’, ‘기

조형학연구’, ‘조형미디어학’,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

집’, ‘국토연구’를 통해 스마트워크를 한 가구디자인을 

주제로 연구된 논문을 출 하 고, 국토 공간 디자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복합학 분야의 학술지에서는 여성이나 

커뮤니 이션에 한 연구를, 그리고 의학분야에서는 

증 장애인의 스마트워크 연구 가능성에 한 연구 단 한 

편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스마트워크가 과거에는 가정을 심으로 가구 디

자인이나 가정 생활 리, 외부에서는 도시 공간 계획과 

같은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에 을 맞추어 진행되었으

며, 최근 스마트워크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활

성화하기 한 정책 방안과 보안 솔루션 분야로 연구가 

집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요인 변수 분석

앞서 연구경향 분석을 통해 수집된 논문 가운데 스마

트워크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추출하고 이를 분석하

다. 총 86편의 논문을 상으로 연구자와 련 문가 

5인이 총 3차에 걸쳐 논문 록과 문을 검토하여 스마

트워크의 속성을 나타내는 변수, 는 스마트워크를 도

입하고 운 하는데 향을 미치는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기존 문헌을 총 19편 선정하 다(Appendix 2 참조). 련 

분야 문가는 IT분야에서 조직의 생산성과 지식 경 에 

해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실무자들 에서 선정

하 으며 특히 정성 인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한 경험이 

있는 교수, 박사과정, 산업 공학 문가를 심으로 5인

을 구성하 다. 모집단 총 86편의 논문 가운데 변수를 포

함하고 있지 않은 정책 제언, 경  략에 한 연구 17

편, 국내ㆍ외 스마트워크 련 사례를 소개하거나 비교

ㆍ분석한 논문 6편, 기술 연구 6편, 그리고 연구  정책 

동향을 분석한 논문 2편이 제외되었다. 그 외에도 조직의 

입장에서 스마트워크를 도입하고 수행하는 연구와 무

하다고 단되는 도시계획  공간 디자인에 한 연구 

23편, 가정 리 연구 7편, 그리고 교육에 한 연구 3편

과 온라인 상에서 원문 열람이 불가능하는 등 기타 오류 

표본들 한 문가 의를 거쳐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

다(Appendix 3 참조).

유비쿼터스 컴퓨 에 하여 사용자들이 부여하고 있

는 가치구조를 분석하고 임워크로 제시한 연구 [56], 

소기업 정보화의 성공 요인에 한 근거이론 인 연구 

[14], 그리고 정보시스템 부서의 역량에 한 탐험 인 

연구 [57] 등과 같이 새롭게 등장한 정보시스템이나 IT패

러다임에 하여 성공요인과 같은 주요 변수를 분석, 

임워크를 제시한 연구들에서는 주로 근거이론 근법

(Grounded theory approach)의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 방법과 클러스터링 방법을 한 연구방법으

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용하여 표본으로 

선정된 19편의 기존 문헌에 한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고, 해당 자료로부터 개념, 범주, 속성, 

차원을 찾아내는 개방 코딩(Open coding) 방법론을 사용

하여 변수들을 추출하 다. 그 결과, 일차 으로 총 358

개의 요인 변수들이 추출되었는데, 각 변수에 한 내용 

타당성(Content validity)을 확보하기 해 앞서 연구 표

본 문헌을 선정하는데 참여한 문가 에서 3인에게 일

차 추출 변수들에 한 검토를 다시 요청하 다. 문가

들의 검토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계’, ‘직원 계’ ‘ 반

인 만족’ 등과 같이 그 의미가 무 넓고 모호한 변수, 

‘가계지출구조’, ‘자 업/고용’ 등과 같이 측정하기에는 어

려운 변수라고 지 된 항목들을 제외하고, 총 300개의 변

수를 추출하여 코딩하 다. 논문 별 변수의 집계 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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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요인
(Antecedents)

세부 항목
후행요인

(Consequences)
세부항목

Task
유연한 근로시간, 유연한 근로장소, 
로젝트성 업무, 비 면 업무( 리

자  동료), 면 업무(고객)
Task transformation

유연성 증 (시간), 유연성 증 (공
간), 유연성 증 (업무)

Technology
ICT 인 라, 업무지원 시스템, 사용
자 서비스 기술, 스마트워크 요소기
술, 보안 기술

Technology   
development

ICT 인 라 이용률 증 , ICT 기술 
개발 진, 친환경 기술 정책 발달

People

자기 통제력, 자기 동기 유발 능력
성실성, 계획성, 개방  태도, 정
 마인드, 자기지향 욕구, 독립성

사회성(-), 문지식, ICT 이용능력
유경험자, 배우자지지, 자녀의 수(유
무)

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삶의 질 향상(직장
업무 만족도 향상), 삶의 질 향상(가
정), 건강(스트 스 감소)

Career development
창의성 향상, 업무능력 향상, 동기 부
여, 성과 의식 확

Work-life conflict
역할 갈등, 사생활 침해, 업무 부담, 
건강 악화

Career deterrence
경력 개발 부진, 복지 혜택 감소, 고용 
불안정, 업무 환경 악화, 능력 감소

Organization 
structure

인력 리, 교육, 보상  제재, 성과 
평가

Employment stability
인력 확보 용이, 인력 배치  운  용
이, 고용 기회 확

Performance increase
조직 성과 향상, 생산성 향상, 고객 만
족 향상, 업무 효율성 증

Cost saving
경제  만족, 교통비 감, 가정 생활
비 감, 조직 운 비 감

Employment instability 고용 기회 박탈, 고용 경쟁 심화

Performance decrease 업무 효율성 감소

Performance evaluation 
problem

기  설정 곤란, 평가 곤란

Cost increase 가정 생활비 증가, 조직 운 비 증가

Managerial 
levers

비   목표 제시, 리더십, 동기부
여, 지지/지원, 의사소통, 조직문화
신

Commitment 이직 방지, 결근율 감소, 충성도 향상

Trust between 
employer and employee

노사 신뢰 형성

Performance oriented 
organization culture

성과 심 문화

Organization innovation 경 구조 개선, 조직 신

Detachment
소속감  충성심 약화, 화감 조성, 
반사회 상

Employee union 
resistance

노조의 항

Management problem
감독  통제 곤란, 경 진 불안, 보안 
문제

Communication   
degradation

리자와 근로자 간의 의사소통 문제

　Social changes

Green growth 환경오염 감소, 에 지 약

Local balanced 
development

지역 발 , 공동체 의식 강화, 도시 집
화 완화

Antidisaster 험 분산 효과, 안정성 향상
사회  고립Social isolation

<표 6> 조직관점의 스마트워크 관련 변수 요인 및 세부항목

살펴보면, 각각의 표본 논문에서 최소 3개에서 최  52개

의 변수가 도출되었으며, 한 논문에서 평균 으로 15.7개

의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 단계로는 코딩이 완료된 변수 300개를 개념화 하

고 범주화하는 작업을 수행하 다. 개념화는 코딩된 변

수들에 하여 동일단어 는 유사한 의미를 가진 항목

들에서 색인어(Keyword)를 추출하는 단계이고, 범주화

는 앞서 추출된 색인어를 기반으로 스마트워크에서 나타

나는 상과 향 요인의 연계 계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코딩된 변수들 가운데 ‘통근비용 감소’, ‘교통비 감’, ‘교

통비 감소’ 등과 같이 동일한 단어와 의미를 가진 항목을 

‘교통비 감’으로 모아서 개념화한 결과 총 100개의 항

목으로 구분되었다. 개념화된 항목들을 상으로 스마트

워크에서의 연계 계를 선ㆍ후행 순서와 정과 부정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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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범주화하 다. 그 결과, 업무(Task), 기술

(Technology), 개인(People), 조직(Organization 

structure), 리(Managerial levers)의 다섯 개 차원

(Dimension)으로 별되었고, 각 차원에 따라 5개의 선

행 요인, 21개의 후행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선행요인 

없이 스마트워크로 인하여 래된 사회  변화(Social 

change) 4개 요인을 따로 분류하 다. 결과 으로 선행

요인 5개, 후행요인 25개, 각 요인별 세부 항목 100개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구체 인 항목  향 계 

임워크에 해서는 다음 연구 결과에서 설명하 다. 

5.1 업무(Task) 차원 변수

스마트워크를 수행하는 데에는 그에 합한 업무 특

성이 있다고 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과 공간의 유연성 [3][53][28][76], 일정 기간 동안 집

이 요구되고 기한 내 완성해야 하는 로젝트성 업무 

[11][64], 업과 련하여 리자  동료와는 면 면 

이 은 업무가, 고객과는 면 면 이 많은 업무 

[11] 등이 스마트워크를 수행하는데 합한 특성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업무들은 다른 업무들보다 

먼  스마트워크를 도입하여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상기 요인들을 스마트워크의 업무 특성과 련한 

선행요인으로 분류하 다.

[그림 1] 업무(Task) 차원의 스마트워크 변수 요인

스마트워크를 도입하고 운 함으로써 업무의 변화

(Task transformation)를 가져오게 된다. 스마트워크를 

지원하는 각종 제도와 지원 시스템으로 인하여 시간과 

공간, 그리고 업무 자체의 유연성이 더욱 증 된다 

[3][29][45][51][55]. 근무시간의 유연성 증 로 인하여 근

무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게 되고 이는 최종 으로 

일과 삶의 갈등을 완화 시키는 정 인 효과를 가져온

다. 공간의 유연성 증 는 근무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거주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이는 

이사 등의 거주지 변동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게 될 가능

성을 감소시켜 최종 으로 고용안정으로 이어진다 [45, 

p.98][51, p.49-50]. 직무의 유연성의 증 는 업무에 한 

리감독의 약화, 재량권과 자율성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작업속도가 증가하기도하고 동기부여, 근로의

욕 상승, 창의력 증가, 스트 스 감소 등의 정 인 효과

가 나타난다. 반면에 리감독 권한의 약화, 리자 불안 

등과 같이 조직차원에서의 부정 인 효과에도 향을 미

친다 [51][55]. 이와 같이 스마트워크는 업무 자체의 변화

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리 등 모든 차원의 후행 요인들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본 에서는 업무 자체에 을 맞추어 

스마트워크에 합한 특성들을 선행요인으로, 업무의 변

화들만을 후행요인으로 선정하여 설명하 다.

5.2 기술(Technology) 차원 변수

스마트워크는 “IT기술이 성숙됨에 따라 원격 업 IT

인 라 구축이 가능해 졌기 때문에” 속하게 성장하게 

되었다 [42, p.50]. 따라서 스마트워크를 수행하기 해서

는 네트워크와 같은 기본 인 ICT 인 라, 원격 업서

비스와 같은 업무 지원 시스템, 커뮤니 이션과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같은 사용자 서비스 기술, 스마트워크를 

한 다양한 요소 기술과 보안 제공 기술들이 선행되어

야 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기본 인 ICT 인 라 환경의 

구축은 두말할 나  없이 필수 이 요소이며 

[42][45][69], 근로자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해 

개별 업무와 원격 업을 지원하는 시스템 한 필요하

다 [73][76]. 그리고 네트워크 자원과 품질 리 지원을 

한 기술, 사용자 인증과 데이터 보안 등에 있어서 견고

한 보안 기능, 표  입출력 인터페이스, 고령자ㆍ장애인

용 인터페이스, 고실감형 인터페이스 제공 기술 등과 같

은 요소 기술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워크 지원 

서비스 기술에 한 신뢰도 확보를 한 시험, 품질 인증 

 리 부분도 기술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42, p.52]. 

[그림 2] 기술(Technology) 차원의 스마트워크 변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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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차원에서 스마트워크를 통한 변화를 분석한 결

과 기술이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워크

의 활성화는 정보통신망의 이용률을 증가시키고 이는 

ICT 기술의 개발을 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측들

이 있다 [11][29]. 탄소녹색성장과 같은 친환경 정책의 

안으로 스마트워크가 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리

정보시스템(GIS), 지리 치정보시스템(혠), 건물에 지

리시스템(BEMS)등과 같이 스마트워크를 하여 친환

경 련 기술들의 발달을 진하게 될 것이다 [5]. 이러한 

기술의 발달은 사회  차원에서 친환경, 에 지 감 등

과 같은 정 인 효과들과 연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에서는 ICT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들에 을 맞추

어 스마트워크 요소 기술들을 선행 요인으로, 스마트워

크로 인한 기술을 발달을 후행 요인으로 그룹핑하여 기

술 차원으로 설명하 다.

5.3 개인(People) 차원 변수

스마트워크에 한 기존연구들에서 공통 으로 가지

고 있는 문제의식들을 분석해보면 삶의 균형, 만족 등과 

같은 ‘근로자의 행복’과 기업의 리 효율성, 성과 향상과 

같은 ‘조직 성과’로 양분할 수 있다. 조직 성과에 한 분

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논문은 체 19편  10편으로 

53%, 그 외 7편(37%)의 논문에서는 근로자의 생활만족

을, 정부 정책과 더불어 두 가지 모두를 복합 으로 다루

고 있는 연구가 총 2편(11%)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것에

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에서는 일과 삶

의 균형, 만족과 같은 후행 요인들과 연계된 근로자 개인 

차원의 변수들을 분석하 다. 그리고 이어지는 들에서 

조직과 련된 요인들을 설명하 다. 

스마트워크를 수행하는 근로자 개인에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스마트워크 업무에 합한 근로자의 특성이나 

자질을 분석하고 있는데, 시간과 공간의 유연성과 자율

성 속에서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과 업무 지속성이 있어

야 한다는 의미의 자기 통제력, 스스로 스마트워크에 참

여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지와 같은 자기 동기 유

발 능력, 그리고 업무 목표 달성을 한 시간 리 능력

을 포함한 계획성, 성실성 등이 주요한 근로자의 자질로 

꼽힌다 [11][43][51][64]. 그리고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스

마트워크에 한 열린 마음자세와 태도가 스마트워크의 

성공 인 도입과 실행을 해서 주요한 요인이며 

[5][64][73], 특히 독립성에 있어서 다양한 연구들에서 근

로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는데, “실패에 한 두려움이 

은 정 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지향의 

욕구가 있는 사람, 사회  욕구가 낮은 사람” [11, p.172], 

“기업과 거리를 두고 독자 으로 작업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 [64, p.262]이 스마트워크에 합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스마트워크 근로자의 능력과 련해서는 문지식을 

보유한 근로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정보통신 기술에 능숙하고 새로운 기기를 

잘 다루는 등 ICT 이용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스마트워

크에 합하다. 한 처음 직장생활을 하는 신입 직원 보다

는, 외부 취업 경험이 있거나 업무를 수행해본 이 있는 

기존 근로자, 특히 기존에 스마트워크를 경험해본 이 

있는 경험자가 스마트워크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다 

[11][28][43]. 근로자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 이외에 재택

근무와 같이 스마트워크 수행 장소인 가정 환경도 주요

한 요인이다. 배우자의지지, 가족들의 이해와 조가 있

는 경우 스마트워크를 성공 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이

는 기혼자가 스마트워크에 더 합하다는 연구와 그 맥

을 같이 한다 [11][53]. 자녀의 수, 맞벌이 여부 와 같은 

변수의 경우 스마트워크와 근로자 만족 등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공통 으로 지 하고 있으나, 

자녀가 있고 맞벌이를 할 경우 스마트워크의 효용에 정

의 향을 미친다는 연구 [28]가 있는 반면, 오히려 자녀

의 수가 많은 경우 실질 으로 근로자 삶의 만족수 을 

개선시키지 못할 수도 있고 배우자의 취업 여부가 유의

미한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상반된 연구결과 [3][53]가 

제시되고 있어 향후 연구가 필요한 흥미로운 부분으로 

나타났다.

개인 차원의 스마트워크 후행 변수들은 크게 ‘일과 삶

의 균형’과 ‘커리어 개발’ 련 요인들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요인구분에 하여 연구자마다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부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공존

하고 있다. 근로자가 스마트워크를 수행함으로써 일과 

삶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어서 직장 생활과 노동의 질이 

개선되고 이러한 맥락에서 업무와 직무에 한 만족도가 

향상된다는 연구결과들이 정윤수(2011) 외에도 다수의 

연구들에서 언 되고 있다. 시간의 유연성으로 인해 가

정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족생

활 만족도가 높아지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균형으로 인하

여 스트 스가 감소하여 건강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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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개인(People) 차원의 스마트워크 변수 요인

[1][28][29][45][51]. 한편, 가사와 직장일 간의 역할 갈등

으로 인해 오히려 부조화가 래되고 업무에 의한 사생

활 침해가 발생하는 등의 단 이 있으며, 가정에 많은 시

간을 할애할 수 있는 장 을 언 하면서도 일과 가정생

활의 미분리로 인하여 오히려 보다 많은 시간 근무를 하

게 되는 등 업무 부담이 더해지고 이러한 과 노동이나 

과다 노동으로 인하여 오히려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부

정 인 요인들이 있다 [11][29][45]. 

근로자 개인의 커리어와 련해서는 단 이나 부정

인 변수들이 더 많이 연구되고 있었다. 정 인 변수로 

창의성 향상과 업무 능력 증가, 개인 역량 개발 동기부여 

등의 장 과 함께 성과 주의 업무 처리로 인하여 성과 

의식 확  등이 있다 [1][29][55][64][73]. 그 반면에, 사무

실 근무자에 비해 인사고과와 승진에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하고 각종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고용 조건 악화로 인해 고용 불안정, 부 합한 근

무 환경에서도 지속 으로 근무를 강요받는 등의 업무 

환경 악화,  자기 개발이 어려워져 능력이 감소하게 되는 

등의 커리어 부진에 한 우려가 부정 인 요인들로 분

석되었다 [1][11][29][43][51][54][69].

5.4 조직 구조(Organization structure) 차원 

변수

조직과 련한 스마트워크 선행 변수들은 교육이나 

보상, 성과 평가와 같이 제도화 하여 시스템 으로 운

이 가능한 변수들과 비 , 리더십, 동기부여, 의사소통이

나 조직문화, 신 등과 같이 제도화 할 수 없는 요인으

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화 할 수 있는 조직 련 

변수들을 ‘조직 구조(Organization structure)’ 차원으로 

명명하고 이와 연계된 후행 변수들을 그룹핑하여 분석하

고, 조직 내에서 제도화 할 수 없는 리 요소들을 ‘ 리 

수단(Managerial levers)’ 차원으로 명명하여 후행변수들

과 함께 분석하 다.

기존 문헌들을 분석해 보면, 스마트워크를 수행하는 

조직은 ‘인력 리’, ‘교육’, ‘보상  제재’, 그리고 ‘성과 평

가’에 한 제도와 명확한 기 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조

직은 스마트워크 수행을 한 구체 인 지침을 마련하고 

리 감독을 수행해야 한다 [5][69][78]. 특히 스마트워크 

근로자에 한 교육이 요한데 스마트워크에 한 근로

자의 이해를 증진하는 교육, 직업 정신에 한 교육, 시스

템 활용 교육  외국 원격 근무 사례교육과 보안 교육이 

체계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45]. 이는 앞서 ‘개인’ 차원

의 선행 요소 가운데 스마트워크에 한 이해와 열린 마

음이 있는 근로자가 스마트워크에 합하다는 주장과 동

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상  제재와 련해서 

조직은 스마트워크 근로자에게 리의 수단이나 차가 

공정성에 해 인지시키고, 승진 가능성과 여 수  등

에 해서 명확하게 제공할 때 조직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77]. 성과 평

가는 결과 지향 , 성과 지향 인 성과 평가 기 과 이러

한 성과 측정을 한 기 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 조

직에서 스마트워크를 통한 정 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64][77]. 

조직 구조의 후행 변수들도 각각 ‘고용안정’, ‘성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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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비용’ 부분에 하여 각각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제

시되고 있다. 먼 , 고용 안정에 해 살펴보면 조직 내에

서 인력 리에 한 명확한 제도와 구성원간의 공감

가 형성된다면 조직 내외의 고용 안정이 도모될 수 있다 

[51][73]. 특히 장애인의 스마트워크 근무 가능성을 고찰

한 연구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업무의 성격에 따

라 근로자들을 배치할 수 있어서 조직의 인력 배치  운

 용이성이 확보되고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 반

으로 고용기회가 확 되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9][45]. 이와 동시에, 실제 산업

에서 어린 자녀가 있거나 집에 돌보아야하는 사람이 있

는 경우 조직 내부에서 도리어 스마트워크에 합하지 

않다고 단하여 제도 으로 이들을 스마트워크 근무 

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고용 기회가 박탈되거나 [11], 

노동시장의 로벌화로 고 인력을 해외에 빼앗겨 경쟁

력이 약화되고 불리한 노동조건을 가진 자의 일자리가 

악화되는 고용 경쟁 심화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언

하고 있어서 [45], 향후 이러한 딜 마를 해결하기 

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조직 성과 향상과 비용 감소들의 요인은 스마트워크

로 인해 달성되는 주요한 조직의 성과이다. 반 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고객 응으로 인해 고객 만

족도 향상, 근무 집 도 향상 등으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증 된다 [55][77]. 한 출퇴근 시간 감소로 인해 교통비

와 가정 생활비 감  조직 운 비가 감되는 등 경제

 만족감이 상승할 수 있다 [11][27][45][51]. 반면에 앞

서 ‘개인’차원의 업무 부담 변수와 같은 맥락에서 업무 시

간이 연장되거나 역동 인 업보다는 홀로 정형화된 업

무를 수행하는 스마트워크 근로자들에게서 오히려 업무 

효율성이 감소하여 조직 성과가 감소되는 단 과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기 을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과

를 평가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을 지 하고 있

다 [45][55][69].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도 오히려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져 생활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상반된 연구 결과가 박석돈 (2004)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

으며, 조직 차원에서도 스마트워크를 해 조직 내부와 

개별 근로자의 근무환경에 장비를 구비해주는 비용, 근

로자의 선발  교육 훈련을 한 비용이 추가 으로 발

생하는데 이러한 비용 증  변수들 때문에 조직의 재정 

확보가 필수 이다 [11][29][45][78].

5.5 관리 수단(Managerial levers) 차원 변수

조직에서는 제도화하여 시스템 으로 리할 수 없

는 여러 가지 리 요소들이 있다. 일반 으로 조직이 성

공 인 업무 수행을 해서 비 과 목표를 제시해야 하

듯이 스마트워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조직의 뚜렷하

고 정확한 목표와 비 이 제시되어야 한다 [11][64]. 조직

은 스마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들을 완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근로자들의 참여 동기를 고취시켜야 

하고, 스마트워크 근로자들이 조직의 비공식 인 활동과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조

직차원의 극 인 지원이 필수 인데 그 에서도 기

장의 극 인 시행의지가 주요한 변수로 도출되었다 

[43][64][69]. 상사  동료 간, 그리고 조직 간의 의사소

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핵심 요인 

의 하나이다 [29][43][73]. 스마트워크를 해서는 면

근무를 원하는 조직문화가 개선되어야 하며 정시퇴근제

의 정착이 선행되지 않으면 유연한 근무시간 운용을 통

한 스마트워크가 불가능하다고 분석되었다 [69]. 신과 

련해서는 업무 로세스뿐만 아니라 리자들의 스마

트워크에 한 부정 인 인식 환이 조직차원에서 선행

되어야만 스마트워크를 성공 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연

구 내용이 분석되었다 [54][78]. 

리  수단들과 연계된 스마트워크의 후행 변수들로

는 조직에 한 ‘헌신’과 그와 상반되는 ‘조직 이탈’, ‘노사 

간의 신뢰 구축’과 ‘노조의 항’과 ‘의사소통 문제’, 그리

고 정 인 변수로 ‘성과 심 문화의 정착’과 ‘조직 

신’, 부정 인 요인으로 ‘ 리의 어려움’ 등이 분석되었다. 

스마트워크를 통해 정기 인 출근을 할 수 없는 근로자

들의 조직 이탈 방지  결근률 감소, 근무 만족의 향상

으로 인해 이직의도가 감소하여 이직이 방지된다 

[1][11][29]. 이로 인하여 조직에 한 충성도가 높아진다 

[43]. 반면에 정면으로 반 되는 요인들도 있다. 오히려 

과 회사에 한 일체감이나 충성심이 약화되고 기업에 

한 소속감 보존이 문제가 된다 [29][64]. 그 외에도 조

직 이탈과 련하여 스마트워크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수

행하지 않는 근로자 사이의 화감 조성과 조직 상황을 

몰라 소외감을 느끼는 등의 반사회 상이 발생한다 

[43][51][54]. 특히 신입사원의 경우 스마트워크에 바로 

투입할 경우 사회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는 ‘개

인’ 차원 선행 요인  스마트워크 유경험자가 신입보다 

합하다고 설명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11][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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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조직 구조(Organization Structure) 차원의 스마트워크 변수 요인

[그림 5] 관리 수단(Managerial Levers) 차원의 스마트워크 변수 요인

스마트워크 환경에서는 근로자와 리자의 계가 

요한데 스마트워크를 수행하면서 근로자와 조직 간에 신

뢰 형성 능력이 향상된다는 연구가 있다 [64][73]. 그 반

면에, 장애인과 여성의 스마트워크 도입과 련된 연구

를 수행한 박석돈 (2004)과 김성국 (1999)의 연구에서 근

로자의 근로 조건 등과 련하여 노동조합의 항이 심

해진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리ㆍ감

독과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언 하고 있다 

[11][29]. 그 외에 정 인 요인으로 성과 심의 업무평

가와 조직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고 경 구조가 사  승

인에서 사후 검토로 개선되는 등의 신 인 변화가 발

생한다 [11][29][43][51]. 부정 인 향 요인들은 근로자

에 한 감독  통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경 진은 이

러한 통제력 상실에 한 불안감이 커진다는 연구가 동

일한 연구자들에 의해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리자의 리더십과 의사소통 같은 리의 선

행 변수들과 이와 연계된 후행 변수들을 그룹핑하여 ‘

리  수단(Managerial Levers)’ 차원으로 명명하 다.

5.6 사회적 차원

스마트워크에 한 변수들 가운데에서 연 된 선행요

인이 없고 개인이나 조직차원을 넘어서서 사회 으로 

생되는 이슈들이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크게 탄소 

녹색성장, 지역 균형 발 , 그리고 재난/재해 방지와 같은 

정 인 요인들과 사회  고립과 같은 부정 인 요인으

로 구분되었다. 탄소 녹색성장 요인에는 스마트워크로 

인하여 교통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기오염과 체 

에 지 소비량이 감소하는 등 환경 친화 인 사회 실

이 가능해진다는 환경 오염 감소와 같은 변수들이다 

[45][11][29]. 한 특히 박석돈 (2004)은 스마트워크 실시

로 사회가 얻게 되는 효과에 해 분석하면서, 기오염 

감소, 도시 집  방지, 에 지 소비 감소, 농 의 고용 창

출, 지역 사회의 공동체 활동 활성화, 장애인 고용 기회 

확 , 그리고 재해 시 험 분산 등의 장 들을 제시하

다 [29]. 반면에 스마트워크로 인한 사회  부작용을 염

려하는 연구자들은 사회  계가 감소함에 따라 직장과 

동료로부터 소외되었다고 느껴 고립감이 발생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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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음을 지 하고 있다 [11][29][45][51].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체계 인 문헌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국내 스마트워크 연구 경향을 분석하고 련 변수들을 

도출하여 분류하 다. 다음에서 국내 학술 연구 경향에 

따른 시사 을 도출하고, 련 변수를 이용하여 임

워크를 제시하여 스마트워크를 도입하고자 하는 조직과 

학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다.

6.1 연구 경향 정리 및 향후 연구 제안

국내 학술 연구 분야에서는 1997년 재택근무에 한 

연구가 등장한 것을 시작으로 원격근무, 유연근무 등 근

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 만족, 그리고 조직 성과 향상을 

한 다양한 제도에 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ICT의 

발달과 함께 최근 스마트워크라는 용어가 국내에 등장하

기 시작하면서 네트워크의 발달과 첨단 커뮤니 이션 기

술로 인하여 사무실 이외의 공간에서 효율 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들이 실제로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스마트워크 이

의 제도와 첨단 ICT기술과 같은 재의 상황을 포 하

는 개념의 스마트워크에 한 정의가 불분명하고, 성공

인 스마트워크 성과 달성을 해 선행되어야 하는 요

인과 결과 변수들에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 스마

트워크에 한 기반 연구로 수행된 기존 문헌들은 재택

근무 는 유연근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논의되고 

있었다. 

체계 인 문헌 연구를 해 키워드로 선정된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원격근무, 유연근무 별 연구 논문의 비 을 

살펴보면, 재택근무에 한 연구가 체 86편 가운데 

4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스마트워크가 최근 2009년 처

음 등장한 것을 시작으로 총 29편(34%)이 출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미국의 경우 원격근무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텔 워크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일본과 

EU의 경유 시간과 공간의 유연성에 을 맞춘 텔 워

크를 수행하고 있는 것과 구별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스마

트워크가 등장하기 까지 주로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

무의 속성을 기반으로 한 국의 텔 워크와 유사하게 재

택근무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마트워크는 인문과 농수해를 제외하고 사회, 공학, 

자연, 술체육, 복합학, 의약학 분야에 걸쳐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보 다. 하지만 각 분야별 세부 주제를 분석

해보면 스마트워크 개념이 등장하기 이 에는 가정을 

심으로 재택근무에 합한 가구 디자인이나 가정 생활 

리, 도시 공간 계획과 같은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에 

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고, 최근 스마트워크를 활성화

하기 한 정책 방안과 보안 솔루션 분야로 연구가 집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 경향을 볼 때, 스마트워크에 해서 고찰

하고 개념 으로 제안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실제로 스마트워크를 수행해본 사례나 실행 성과에 하

여 모델을 구성하여 실증 분석한 연구는 드문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스마트워크를 수행한 조직, 근로자

들을 상으로 하여 사례 분석연구, 개념 으로 제안된 

모형들에 하여 설문을 통한 통계 인 검증, 그리고 조

직의 성과나 개인의 만족 등에 한 실증 인 연구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6.2 스마트워크 변수 프레임워크

체계 인 문헌 연구를 통해 수집된 국내 등재학술지 

게재 스마트워크 연구 논문 모집단 가운데 스마트워크의 

도입과 운 에 련된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총 19편을 

상으로 심층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각 논문에서 

총 300개의 세부 요인 변수들이 추출되었고, 이를 문가 

검토를 거쳐 총 100의 분류 항목과 30개의 분류 항목

으로 그룹핑하 다. 각각 항목간의 선ㆍ후행 연계 계를 

바탕으로 업무, 기술, 개인, 조직 구조, 리 수단의 5개 

선행 차원과 이와 연계된 후행 요인들, 그리고 추가 으

로 사회 차원의 결과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스마트워크를 수행하기 해서는 스마트워크에 합

한 업무 특성들이 존재하고, 스마트워크 근로를 해 근로

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한 성향이 있다. 그리고 조직

차원에서 교육이나 성과평가와 같이 제도와 하여 지원하

거나 리더십 는 조직 문화와 같이 리 수단을 통해 스

마트워크를 지원해야 한다. 네트워크 기술과 첨단 ICT기

술, 그리고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과 보안 기술들은 스마

트워크의 기반이 된다. 이러한 업무와 개인, 그리고 조직차

원의 지원과 기술은 모두 유기 으로 연 되어 서로 향

을 주고받는 계에 놓여 있으며, 각각의 차원에서 스마트

워크를 통해 업무와 기술의 변화, 근로자의 만족 여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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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조직 성과의 결과 변수와 연계되어 있다.

이와 같이 스마트워크를 추진하는 조직 내에서 스마트

워크 업무와 기술, 근로자와 조직  리는 서로 유기

으로 연결되어 향을 주고받는다. 스마트워크에 합한 

업무는 조직차원에서 직무 분석과 구체 인 업무 지침을 

구성하여야 하고, 한 철 한 성과 주의 평가 제도를 

확립하는 것과 연계된다. 조직은 근로자들이 갖추어야 하

는 자질과 자세를 교육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이러한 

조직 제도와 근로자, 그리고 업무와 기술은 리더십과 의사

소통 등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고 신뢰 형성을 도모해야 한

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분석한 변수들을 바탕으로 스

마트워크를 추진하는 조직의 에서 각 차원의 향

계를 고려하여 [그림 6]과 같이 변수 임워크를 구성하

다. 사회  차원의 경우, 탄소 녹색성장, 지역 균형 발

, 그리고 재난재해 방지, 사회  고립감 증가 등의 조직 

외부 으로 생되는 변수들이 분석되어 본 연구의 

임워크에서 제외하 다. 

[그림 6] 스마트워크 변수 프레임워크

7. 연구의 시사점

체계  문헌 분석을 통해 스마트워크 련 연구들을 살

펴본 결과, 업무 차원에서 스마트워크는 시간과 장소, 그리

고 업무의 유연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스마트워크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업무의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고 기존 연구들에서 언 하고 있었다. 그리고 스마트워크

를 통해 더욱 더 업무의 유연성과 자율성이 증 될 것이라

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스마트워크 합 업무 특성의 요

성을 언 한 연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성이나 

유연성 이외에 어떠한 업무의 특성이 스마트워크에 합

하고 스마트워크를 수행하면서 업무가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에 하여 실제 나타나고 있는 상을 조사하거나, 

그 인과 계를 분석한 연구는 드물었다.

기술 차원에서도 스마트워크는 ICT기술의 발달을 기

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스마트워크의 정의에도 잘 반

이 되어 있다. 기존 문헌들에서는 네트워크와 같은 커

뮤니 이션 기술뿐만 아니라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과 

보안 기술 필요하며, 스마트워크를 통해 이러한 기반 기

술들의 이용률이 증 되고 기술 개발이 진 되는 장

이 있음을 언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이 재택, 

스마트워크 센터, 모바일 오피스, 본사 등과 같이 각각의 

스마트워크 환경에서 필요한 기술과 보안, 업무지원 시

스템이 무엇인지에 한 심도 있는  연구는 드물었다. 

근로자 개인 차원에서는 스마트워크에 합한 근로자

의 성품이나 필요한 기술들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후행 변수로 근로자 일과 삶의 만족과 커리어 개발 등이 

있었다. 특히 스마트워크는 이미 조직생활이나 업무를 

해본 이 있거나, 스마트워크를 직  수행한 경험이 있

는 사람에게 합하다고 연구들에서 설명되고 있다. 

한 근로자가 스마트워크에 해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

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조직의 리나 제도 차

원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직에서 신입사

원을 상으로 스마트워크를 하도록 추진하거나 스마트

워크에 한 개념이나 참여 경험이 없는 근로자에게 스

마트워크를 바로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는 의

미로 해석할 수 있다. 스마트워크에 한 교육을 통해 필

요한 기술이나 기본 소양, 그리고 스마트워크에 한 이

해를 증진하도록 하는 것과도 연계된다. 

개인 차원에서는 같은 요인에 하여 정과 부정으

로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는 경우들이 발견되

었는데, 를 들어 자녀의 수와 맞벌이 여부 등이 스마트

워크에 정 인 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오히려 스마

트워크에 부 합한 요소인지에 하여 이견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후행 변수들로 스마트워크로 인해 근

로자가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어 만족이 증가한다는 연

구가 있는 반면에 오히려 가정과 근무지의 경계가 모호

해져서 업무 부담과 함께 건강에까지 악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커리어 개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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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주로 스마트워크의 장단 에 

하여 고찰한 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다. 즉, 실제로 스

마트워크를 수행하면서 정 인 요인들과 부정 인 요

인들 가운데 어떠한 변수들의 실제 발생하는지에 한 

찰이나 사례 분석, 어떠한 요인이 더 강한 향을 미치

는지에 한 검증이 부족하 다. 그리고 이러한 검증 결

과들을 바탕으로 정 인 요인들이 어떠한 환경에 의해 

극 화 될 수 있는지,  부정 인 요인들을 통제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향 계에 하여 검증하지 못한 한

계들을 가지고 있다.

조직차원에서는 제도와 리 차원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스마트워크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반드

시 HR 리를 통해 담당 업무의 내용과 양을 정확하게 규

정하고 구체 인 업무 지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기존 문헌들에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자율성과 

유연성이 스마트워크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치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의 

수행과 업무 창출에 있어서 자율성과 유연성을 통해 최

화된 상황에서 효율 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며, 철 하게 성과 심으로 평가 제

도를 운 하기 해서는 과업의 범 와 그 세부 지침을 

조직차원에서 마련하고 리해야만 스마트워크가 성공

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직은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기술과 

스마트워크에 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실시해야하고, 

업무 결과에 한 평가 방법, 보상과 제재를 명시함으로

써 근로자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조직에서는 스마트워크를 통해 조직의 생산성과 효용을 

높이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하지만, 기존 문헌

들에서는 각각의 요인에 한 부정 인 효과가 발생한다

고 있다고 언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고용 안

정과 고용 경쟁 심화  기회 박탈, 조직 성과 향상과 효

율성 감소, 그리고 비용 감과 운 비 증가에 한 실증 

분석을 통한 검증이 이어져야 하며, 정 인 효과가 높

아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조직의 리 수단을 살펴보면 일반 으로 조직이 성

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꼽고 있는데 그 에

서 특히 최고의사결정자의 극 인 스마트워크 시행의

지가 주요한 변수로 언 되고 있으며, 면근무를 원하

는 조직문화가 개선되고 정시퇴근제의 정착이 선행되어

야만 시간과 공간의 유연성이 의미있어 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 스마트워크에 한 부정 인 조직 내ㆍ외부

의 인식을 신하기 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후행 변수로 언 되는 조직 헌신과 조직 이탈은 조

직 차원에서 요한 문제이다. 어떤 연구에서는 근로 만

족감이 상승되어 조직에 헌신할 것이라고 제시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구성원간의 도 어지고 스마트워

크 근로자와 비스마트워크 근로자 사이에 화감이 조성

되어 오히려 조직 분 기가 나빠지고, 경 자를 포함한 

리자들은 근로자에 한 통제력 상실에 한 불안감이 

커진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부분 스마트워크에 해

서 그 장단 과 상되는 문제 , 성과 등을 고찰해보고 

제시한 연구들이었다. 이는 실제로 스마트워크를 수행하

여 성공하거나 실패한 경험이 있는 조직이 아직까지 찾

아보기 힘들기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떠한 변수들이 연

되어 있는지를 구조화하여 분석할 틀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서로 유기 으로 

향을 주고 받는 각 차원의 변수에 하여 스마트워크를 

추진하는 궁극 인 목 인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 그

리고 조직의 업무 효율성으로 인한 생산성, 스마트워크 

근로자들 성과를 측정하고 리 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궁극 으로 스마트워크 업무와 근로자를 통제하고 동기

부여 할 수 있는 리자의 역할과 역량에 하여 각각 심

도 있는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해 첫째, 스마트워크에 합한 업무 특성에 

하여 실제 어떠한 업무분야에서 스마트워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제 상을 찰, 분석하거나 그 인

과 계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각각의 스마

트워크 업무 환경 별로 최 의 기술과 업무 지원 시스템

에 한 심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직에

서 스마트워크를 수행하고 지원하는데 있어서 기술 환경

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최  기술이나 비용을 결정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단된다. 셋째, 근로자 개인 차원이나 

조직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실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사례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정 인 효과의 극 화 는 부정 인 효과의 통제를 

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넷째, 앞서 각각의 차원별로 심

층연구를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제시하

고 있는 변수 임워크를 토 로 향 변수간의 계

를 설정하여 연구모델을 구성, 실증 분석하거나 실제로 

스마트워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조직의 사례를 연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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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임워크의 검증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

섯째, 스마트워크의 시작과 발  과정에 한 찰, 그리

고 향후 미래 변화를 측을 한 시계열 연구 등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으로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사

회차원의 변수들뿐만 아니라 라이버시나 보안의 문제

에 해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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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천 [64]

4
오길승 [45]

조성민 [77]

김기환 [5]

총 계 19

Appendix 2. 연구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된 표본

구분 제외 사유 논문 편수 비율

1 도시/공간 23 34%

2 정책/경 략 17 25%

3 가정 리 7 10%

4 국내ㆍ외사례 6 9%

5 기술 6 9%

6 교육 3 4%

7 동향연구 2 3%

8 기타 3 4%

총 계 67 100%

Appendix 3. 연구 표본 제외 사유별 논문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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