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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통신기술(ICT)과 경영을 융복합적으로 활용한 스마트워크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업무
를 수행하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할 목적으로 2010년 시작되었다. 5년여가 경과한 
현재까지 대부분의 스마트워크 관련 연구는 조직에서 스마트워크를 수용하기 전이나 초기 수용 단계에서 진행되었
다. 이 때문에 수용 기업에서 스마트워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관리의 노력,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점, 활용하면서 얻는 성과 등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서
는 도입 자체보다는 지속적 사용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사용 빈도가 낮고, 사용 방법이 적절하지 못하고, 사용의 
효과가 없을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의 도입은 실패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워크를 성공적
으로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직에서 시·공간 제약을 극복해 가는 과정과 이를 통해 
조직적 성과를 달성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간지리학과 수용 모델에 기반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도입 기업의 시·공간 제약 극복 과정과 조직 성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스마트워크, 융복합적 활용, 시간지리학, 기술 수용 모델, 개인적 성과, 조직적 성과

Abstract  Convergence-based Smart Work in Korea started from 2010 with a purpose to improve work-life 
balance. Up to now the previous research on Smart Work has been studied in the context of the pre-adoption 
or the adoption stage, and shows some limitations not finding out the effort to manage change, the issues 
occurred in the process of adopting Smart Work, and the performance after adopting Smart Work. The period 
after adoption is when users continue to use ICT and intended objectives can be accomplished.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ocess that the organizations adopting Smart Work have overcome spatial and temporal 
constraints and the performance that they have achieved after adopting it. Though the framework integrating 
time-geography theory with technology acceptance stage, this research interviewed four managers of three 
organizations being responsible for adopting and operating Smart Work and provided its adopting process and 
performance of each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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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내 스마트워크는 2010년 범정부  략기구인 국가

정보화 략 원회에서 스마트워크를 국가사회 반으로 

확산하기 한 ‘스마트워크 활성화 략’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스마트워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언

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효율 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일

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할 목

으로 하 다. 이후 행정안 부( 재 안 행정부)와 방송

통신 원회가 각각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담당하고, 집

행기 으로서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세부  과제실

행을 담당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

부의 출범과 함께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정보통신기술 

연구  개발 장기개발 략의 15  미래서비스  하

나로 ‘차세  스마트워크’ 사업을 두고, 안 행정부, 미래

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등의 개별 부처의 기능에 맞춰 

스마트워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00년 당시 정부는 

2015년까지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하여 노동인구의 30%

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업무를 효율 으로 수

행할 수 있을 것으로 측하 다. 실제 2011년 방송통신

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 1,794곳  136

곳(7.7%)이 태블릿PC 등을 활용하여 활발히 스마트워크

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스마트워크는 다양한 형태로 민 에서 실행되

었는데, 이 에서 표 인 네 가지 유형은 재택근무, 스

마트워크센터근무, 모바일 오피스, 상회의 등이다[1]. 

먼 , ‘재택근무’는 자택에서 본사 정보통신망에 속하

여 업무를 수행하며, 둘째, ‘스마트워크센터근무’는 자택 

인근 원격사무실인 스마트워크센터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셋째, ‘모바일 오피스’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휴 기기를 이용하여 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마지막

으로 ‘ 상회의’는 원거리에 치한 사람들이 통신망을 

통해 한 장소에 있는 것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는 형태의 

스마트워크 유형이다.

2010년 스마트워크 정책이 발표된 이후 2011년부터 

스마트워크에 련된 연구도 본격 으로 연구되었다. 

기 국내 연구는 스마트워크 도입 략[2], 스마트워크의 

기  성과[3], 스마트워크센터 활성화 방안[4] 등 스마트

워크를 도입하고자 하는 조직에 필요한 요인을 제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한 스마트워크 도입 기 개인

 수 에서 직무 만족도를 측정하거나[5] 스마트워크 

이용자들이 업무와 비업무 역 간 양방향성을 고려하여 

경계 강도의 비 칭성을 검증[6]하는 데 을 두고 있

었다.

이처럼 재까지 스마트워크 련 연구는 조직에서 

스마트워크를 수용하기 이나 기 수용 단계에서 진행

되었다. 이 때문에 수용 기업에서 스마트워크를 수용하

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 리의 노력, 추진하면서 발

생하는 실질 인 문제 , 스마트워크를 활용하면서 얻는 

성과 등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와 같은 한계는 

2010년  반 스마트워크 주도 으로 추진하 고, 성

공사례로 꾸 히 거론되었던 몇몇 기업들(가령, K사, S

사 등)이 2년여 활용 후 스마트워크를 단하거나 방치

하는 수 에서 운 하고 있다는 에서도 나타난다. 즉, 

스마트워크 도입의 성공사례가 스마트워크 운 의 성공

사례로 발 하지 못하는 상황을 반 하지 않은 기존 연

구의 문제 이 확인된 것이다.

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질 인 성공을 달성하기 

해서는 도입 자체보다는 지속  사용이 필수 이다. 왜

냐하면 사용 빈도가 낮고, 사용 방법이 하지 못하고, 

사용의 효과가 없을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의 도입은 실

패로 규정되기 때문이다[7]. 지속  사용은 스마트워크의 

성공을 규정하는 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워크를 성공 으로 도입

하여 지속 으로 활용하고 있는 조직을 연구 상으로 

하 다. 스마트워크를 활용하는 조직을 통해 시·공간 제

약을 극복해 가는 과정과 이를 통한 조직  성과를 달성

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해 (1) 먼  시간지

리학과 수용 모델에 기반한 연구 임워크를 개발하고, 

이를 토 로 (2) 도입 기업의 시·공간 제약 극복 과정과 

달성 성과를 인터뷰에 기반한 사례 연구를 통해 제시하

고자 한다. 기존의 설문조사에 기 한 횡단  연구는 연

구 상의 여러 변인을 동시에 심층 으로 연구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워크의 수용 배경부

터 수용 후 성과에 이르는 다양한 변인을 검증하기 해 

사례 연구 방법을 채택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시·공간 제약 극

복과 련된 시간지리학 이론과 기술 수용 단계를 통합

한 연구 임워크를 개발하 다. 이후 스마트워크를 

성공 으로 도입·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실무담당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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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고, 이들과 면담내용을 스마트워

크 수용 , 수용, 그리고 수용 후 단계별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 다. 마지막으로는 본 연구가 지닌 함의

와 한계,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에 해서 논의하 다.

2. 문헌 연구

2.1 시간지리학 이론

인간의 활동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 상에서 발생한다

[8]. 스웨덴의 지리학자인 해거스트란트(Hägerstrand)가 

제시한 시간지리학은 시간과 공간이 상이한 역이지만 

떨어질 수 없다는 이러한 “비분리” 속성에서 출발한다

[9]. 특정한 시·공간 역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활동

은 제약을 받는다[10]. 첫째, 물리 이며 생물학  능력 

때문에 발생하는 제약조건이 있는데, 이를 역량(capability) 

제약조건이라 한다. 를 들어 일상 생활을 해 음식을 

먹고 잠을 자는 인간의 생리  요인 때문에 인간의 활동

은 제약 받을 수 있다. 둘째, 사람들은 특정 활동을 완수

하기 해 특정 장소, 특정 시간, 그리고 일정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머물러야 한다. 이를 

연결(coupling) 제약조건이라 한다. 마지막으로 규정이나 

법률로 인해 특정 시간이나 특정 장소에 근 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이를 제도(authority) 제약조건이라 한다.

이러한 제약조건을 감안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

람의 움직임을 추 하면 시간과 공간을 축으로 하는 시

공 경로(space-time path)라는 궤 이 만들어 진다. 시·

공간 상에 개인의 활동을 추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의 활동뿐 아니라 상호작용의 특징도 살펴볼 수 있

다. 이러한 시공 경로를 확장하여 특정한 제약조건 하에

서 시·공간 상에서 사람이 근 가능한 역을 표 할 수 

있는 있는데, 이를 시공 리즘(space-time prism)이라 

한다[11]. 시·공간 제약 하에서 실제 활동을 추 하여 표

한 것이 시공 경로라면, 이러한 제약조건에서 근 가

능성을 나타낸 것이 시공 리즘이라 할 수 있다. 즉, 인

간의 활동은 시간과 공간의 좌표를 이용하여 추 이 가

능하며, 이를 통해 인간의 활동 가능한 역을 악할 수 

있는 것이다. 시간지리학은 인간 활동에 한 시간과 공

간 제약조건을 설명하기 해 삼차원 모델을 사용한다

[10, 12]. 두 개의 차원은 공간 평면을 형성하고, 세 번째 

차원은 활동의 시간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시간지리학

은 시·공간 제약조건 하에서 인간의 활동을 추 하고, 특

히 상호작용을 살펴볼 수 있는 효과 인 임워크라 

할 수 있다.

2.2 모바일 환경에서 시·공간 제약 극복 방안

정보통신기술에 기반을 둔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시간

지리학에서 언 하는 공간 ·시간  제약조건을 극복하

여야만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바일 컴

퓨 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활동이 가능하다는 비 은 

이러한 제약조건을 극복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

다. 정보통신기술이 상호작용을 지원하지 않았던 시기에

는 시간과 공간을 물리 으로 공유하여야만 상호작용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 으로 상이한 

시·공간에서도 자 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되었으

며, 나아가 물리  공간보다 효율 으로 정보를 달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네트워킹 기술에 의해 구 된 공

간은 가상 공간(cyberspace)으로 표 되고 있다[13]. 유

무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사람들은 가상 공간에

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원격 존(telepresence) 방식

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활동의 자유(freedom)와 유연

성(flexibility)을 얻게 되었다[11].

모바일 정보통신기술 환경에서 시·공간  제약을 극

복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기 해서 먼  기술  인 라를 

갖춰야 하며, 교육과 훈련을 통해 사용자들이 모바일 기

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여야 한다. 두 번째 

제도를 개선하여 구축된 정보통신기술 인 라를 통해 언

제 어디서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탈연결

(decoupling)을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구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모바일 컴퓨 이 구 되고 해서는 

제도 인 보완과 정보통신기술을 업무에 활용하는 데 있

어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탈연결이 실제 업무에

도 용되어야 한다. 무선 정보통신기술의 발 으로 

Wi-Fi, WiBro, LTE 등 네트워크 인 라가 갖춰졌으며, 

그 속도도 향상되었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모바일 단

말기의 이동성과 성능이 향상되었다. 한 유무선을 통

합하여 운 하는 ERP 등의 시스템뿐 아니라 스마트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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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재되는 애 리 이션을 업무에 즉시 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의 발 으로 역량 제약

조건은 더욱 완화되었다. 모바일 연결성은 시간지리학에

서 제기하는 통 인 제약조건뿐 아니라 유선 인터넷 

심의 정보통신기술 도입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제약조건

도 극복할 때 달성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구

된 모바일 오피스 상황에서는 역량  연결과 련된 제

약조건은 거의 해소가 되었으며, 규정 등을 보완하거나 

개정하여 제도 제약조건도 약화될 것으로 기 된다.

2.3 기술 수용 단계와 스마트워크 성과

스마트워크를 포함하여 새로운 제도나 시스템의 도입

은 수용 , 수용, 수용 후 단계로 나뉜다[14]. 정보시스템

의 성공과 련하여 기 사용이 정보시스템 실행에 

한 성공의 요한 지표일지라도, 사용이 지속되지 못한

다면 정보시스템을 수용하여 궁극 으로 달성하고자 했

던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없다[15, 16]. 실무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수용하여 활용해 본 결과 기 했던 혜택을 얻지 

못하는 원인은 부분 수용 후 단계(post-adoption stage)

에서 설명되고 있다. 일반 으로 수용 후 단계는 정보통

신기술 로젝트 수명 주기  가장 긴 단계이며, 이 단

계 동안 투자에 한 혜택이 발생하기 시작한다[17]. 조

직에서 스마트워크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에 기반을 둔 새

로운 일하는 방식을 수용하여 사용하는 상황에서, 조직

의 지속 인 스마트워크 활용은 장기 으로 생산성을 향

상시킬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15, 16].

스마트워크를 도입하는 경우도 수용 , 수용, 수용 후 

단계별로 조직이 검하거나 극복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스마트워크를 활용하여 달성하여야 하는 성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를 들어, 수용  단계에서는 스마트워크 상

황을 진단하여야 하며, 수용 상황에서는 스마트워크를 

운 함으로써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있는 지 여부

를 검할 필요가 있다. 수용 후 단계에서는 스마트워크

를 통해 얻어지는 개인 , 조직 , 사회  성과를 제시하

여 이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Fig. 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시간지리학과 수용 단계를 결합하여 스마

트워크의 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 임워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스마트워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는 다양하게 제

시되고 있다[18, 19]. 개인 수 에서 볼 때, 출퇴근 시간 

감소, 자기계발, 일과 삶의 조화, 취업기회 확 , 스트

스 감소, 개인소비 감소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조직 

수 에서는 생산성 증가, 이직률 감소, 채용기회 확 , 기

업 비용구조의 개선, 비즈니스 연속성 확보, 지식 유보 효

과, 조직의 문성 강화 등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나

아가 사회 으로는 교통체증 감소, 기오염 감소, 취업

소외계층, 취업 진, 지방 경제 활성화, 부동산가격 안정

화 등의 성과를 기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워

크 수용 단계별 분석 임워크를 바탕으로 스마트워크

를 활용하고 있는 조직에서 시간지리학에서 제시하는 제

약조건을 어떻게 극복하고 성과를 달성하 는지에 해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Diagnosing SW 
Status

Checking SW 
Operation

Measuring SW 
Performance

Capability 
Constraint

Coupling 
Constraint

Authority
Constraint

Overcoming
Capability

Overcoming 
Coupling

Overcoming 
Authority

Individual 
Performance

Organizational 
Performance

Social 
Performance

Pre-Adoption 
Phase

Adoption
Phase

Post-Adoption
Phase

[Fig. 1] A Framework for Analyzing SW Performance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3.1 연구대상의 선정

본 연구의 목 은 조직이 스마트워크를 활용하여 시

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 

과정을 확인하고, 스마트워크의 도입을 검토하거나 운  

인 기업인들에게 참조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는 것

이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해 본 연구는 Yin[20]과 

Benbasat et al.[21]이 제시하는 사례연구의 차와 방식

을 따랐다. 반 으로 철학  인식 측면에서는 해석학

 근방식(interpretive research)을, 기술방식은 체

으로는 선형분석(linear-analytic) 구조를 취하 다.

본 사례연구의 상은 스마트워크를 도입하여 성공

으로 활용하고 있는 조직이다. 최소 3년 이상 스마트워크

를 운 하 고, 정부기  등에서 스마트워크 우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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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창을 받은 바 있는 조직과 한국정보화진흥원

(NIA)과 한국생산성본부(KPC)에서 추천하는 스마트워

크 활용 조직 에서 선정하 다. 선정과정에서 학술  

분석에 합한가 그리고 도입을 고려 인 기업들이 참

조할 만한 실 이고 실천 인 의미를 지니는가도 사례

를 선정하는 데 고려하 다[22]. 이를 바탕으로 생용지

를 생산하는 A사, 다목   리, 상하수도 건설  

리를 수행하는 B사, 공업을 하는 C사 등 스마트워

크를 도입하여 성공 으로 활용하고 있는 3개의 조직을 

선정하 다. 

3.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자료 수집은 Yin[20]과 Benbasat et al.[21]이 제시하

는 차를 따랐다. 먼  다양한 2차 자료를 수집하 고, 

이에 기 하여 안을 마련한 후, 인터뷰를 통해 자료의 

검증  확인, 그리고 추가 인 자료를 수집하 다.

데이터 수집은 2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에서는 기업 

홍보 자료, 인터넷 검색, 신문, 잡지 등 언론자료 등 2차 

자료 주로 A사, B사, C사의 일반 황  스마트워크와 

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사례 보고서 안을 작성하

다. 이후 A사, B사, C사의 스마트워크 담당자와 직  연

락을 취하여 스마트워크를 지속 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하여 인터뷰를 실시하 다.

2단계에서는 두 명의 자가 함께 각 기 을 방문하여 

스마트워크의 운 을 실질 으로 담당하는 차장·부장

의 실무자를 심으로 인터뷰하 다. 2014년 11월과 12

월에 걸쳐 자들이 A사, B사, C사를 방문하여 스마트워

크 실무를 총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를 면담하 다. A

사는 산부 L차장, B사 정보 리처 K차장, 그리고 C사 

정보통신운 본부 L부장과 K차장 등이었다<Table 1>.

Organization Name Title Division

A H. Lee
Deputy General 

Manager
Computing Division

B Y. Kang
Deputy General 

Manager

Information Management 

Division

C

S. Lim
General 

Manager

ICT Management & 

Operation Department

T. Kim
Deputy General 

Manager

ICT Management &   

Operation Department

<Table 1> List of Interviewees

인터뷰를 통해 안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하 을 

뿐 아니라 스마트워크 도입과 운  과정에서 발생하 던 

애로 사항과 이를 해결하기 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한 변화 리 등을 통해 개인  성과나 조직 성과

를 향상시키기 한 노력도 청취할 수 있었다.

4. 사례분석

4.1 A사의 스마트워크: 영업부문의 VDI 활용

4.1.1 회사 개요

A사는 생용지 제조업체이다. 두루마리, 미용티슈, 

키친타올, 물티슈 등을 생산하여 매하고 있다. 체 

140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업부분에 30명, 

그리고 18명이 본사에 근무하고 있다. 공장은 12시간 3교

 근무로 돌아가고 있다. 원지 공장은 주에 있고, 생산 

공장은 세종에 치하고 있다. 지 은 서울과 역시 등

에 치하고 있는데, 유통 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산조직은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명은 개발

을, 2명은 운 을 담당하고 있다. 산조직의 최고책임자

는 차장이며, 경 지원본부 상무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조직 구조는 사원, 주임, 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상무, 사장 직 의 수직 인 조직체계를 갖추

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계 이라고 단하지는 않고 

있었으며, 다만 업직을 가장 계 인 조직으로 생각

하고 있었다. 생산직종 근무자는 특성상 장기 근무자들

이므로 가족 인 분 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 다.

4.1.2 스마트워크 수용: 시·공간의 극복

A사는 제조업체의 특성상 장과 업의 비 이 둘 

다 높기 때문에, 업사업들이 외부에서 업무를 수월하

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스마트워크를 도입

하게 되었다. A사는 2013년 6월에 시트릭스(Citrix)사의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를 도입하여 30명 

업사원이 주로 사용 에 있었다. 업부서의 직원들

은 VDI를 도입하기 이 에는 뷰어(TeamViewer) 등의 

원격 속 로그램 사용하여 사내 PC에 속하여 자료

를 열람하고 업무를 처리하 다. 데스크탑 가상화와 애

리 이션 가상화가 모두 가능한 VDI를 도입한 이후, 

사내에서는 제로 클라이언트(Zero Client)를, 사외에서는 

안드로이드(Android) 운 체제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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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 다.

회사 외부에서 내부 시스템에 속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자는 목 에서 VDI를 도입하게 되었다. 기존 

업부 직원들은 언제라도 원격 속이 가능하도록 회사 내 

자신의 데스크톱 PC를 하루 종일 켜 놓아야 했고, 속

이 필요한 경우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원격 속 

어 을 이용해 속하여 정보를 열람하 다. 왜냐하면 

거래처인 유통 의 웹사이트는 부분 액티 X 방식으

로 운 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사내 데스크톱를 항상 

켜놓은 상태에서 원격 속하여, 이를 통해 거래처의 사

이트를 방문하여 매출이나 실  등 필요한 황 자료를 

검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활용이 서투른 

직원은 회사 내에 상주하는 직원에게 화하여 신 검

색하여 알려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원격 속 

로그램을 이용하는 방식은 정보 보안에 있어 상당한 

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본래 원격 속 로그램을 개

인이 아닌 회사의 업무 목 으로 사용할 때는 비용을 부

담하여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러한 불안 한 외부 

속 통로를 차단하기 한 목 으로 VDI를 도입하게 되

었고, 업사원이 외부에서 속하기 해선 가상사설망

(virtual private network: VPN)을 통해 속하기 때문에 

보안을 강화할 수 있었다.

VDI를 도입한 이후 언제 어디서나 업무와 련된 자

료나 정보가 필요할 경우 안드로이드 운 체제의 휴 용 

단말기를 통해 속이 가능하게 되었다. A사에서는 업

사원에게 안드로이드 계열의 삼성 노트 10.1을 배포하여 

스마트워크를 유도하고 있었다. 애 의 iOS의 경우 랫

폼은 열어 놓고 있지만, VDI를 속하면 자사의 어 을 

설치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번거로움도 있고, A사에서 

리하는 포인트가 노출된다는 문제 이 있어 안드로이

드 계열 단말기만 사용하고 있었다. 사용자 입장에서 상

으로 작은 화면에서 자료를 검색하거나 입력하기 

해서는 스타일러스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도 노

트 10.1을 배포하게 된 이유가 되었다. 몇 달 부터 배포

하는 휴 기기는 입력의 편의성을 해 키보드를 부착하

여 배포하고 있었다.

VDI를 도입한 기에는 환경 변화에 한 업사원의 

불만이 있었다. 왜냐하면 회사 PC를 개인 인 용도로 사

용하는 것이 불가능해 졌고, 디스크 용량도 40G로 한정

하 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가족 사진이나 개인 으로 

수집한 음악, 상 일 등을 사무용 PC에 다운받아 

장하 는 데 장 공간이 부족하여 이러한 자료를 장

할 수 없다는 이 불만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

인 용도로 사무용 PC를 사용하는 것을 회사에서 받아들

이지 않다 보니 한정된 장 공간에 한 불만은 어 들

었다.

VDI가 도입되고 업사원에 한 설문조사를 통해 

‘ 지출퇴근’ 등 스마트워크를 확 하는 방안에 한 의

견이 개진되었다. 즉, 업 직원의 경우 거래 지에서 퇴

근을 원하 다. 2014년도에 지출퇴근을 허용하기 한 

의를 업부서와 진행하고자 하 지만, 규정을 마련하

지 못해 진 은 없는 상태 다. 다만 업부서에서 구두

보고를 통해 실질 으로 지출퇴근이 가능하 다. 하지

만 다음날 일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과를 

마치고 가능하면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 작성 후 퇴근

하는 것이 행이었다. 과거 일계표를 작성한 후 그날의 

일과를 매일 보고한  있었으나 VDI를 도입한 이후 

재는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 VDI를 도입하

지만 기존의 업무 방식을 고수하여 출퇴근 시간을 낭

비하는 문제 을 보여주고 있었다.

4.1.3 스마트워크 운영 성과

A사는 업부서 직원 30 여명을 상으로 VDI를 일

년 정도 사용한 2014년 6월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

조사 결과 60%의 인력은 VDI를 사용하고 있었고, 나머

지 40%는 스마트폰 어 을 활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VDI를 통해 속하는 방법이 더 많은 정보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더 VDI를 사용하는 쪽으로 환되고 

있어, VDI의 활용도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질 으로 사내에서 교육을 할 때 여 히 

VDI는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한 보조수단이라는 

을 강조하고 있었다. 업무를 수행하기 한 데스크톱 

PC처럼 생각하기 보다는 외부에서 갑자기 매출조회를 

하거나 발주를 해야 할 경우 사용하는 유용한 보조수단

으로 활용하는 방향에서 교육을 진행하 다. 이러한 교

육을 받고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주로 사용하면서 사용

량이 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면담자는 밝혔다.

처음 스마트워크를 추진 하면서 최종 목표는 지정 좌

석을 없앤 자율 좌석제를 실시하는데 두었다. 하지만 스

마트워크를 도입을 진행하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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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업사원들끼리 얘기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했고, 정보시스템에 로그인만으로도 기

술 으론 출근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근무태도가 해이해 

질 수 있다는 문제 도 제기되었다. 한편으론 재택근무

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해선 사무실에 있는 스캐  

등 련 장비 정도를 가정에 구비해야 하는 문제 도 나

타났다. 이러한 문제 에 한 해결책으로 A사는 재택근

무 신 업사원을 본사로 한데 모으는 방법을 택했다.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업업무를 부분 처리할 수 있고, 

업사원이 10명 이상인 곳은 사무실 상주 직원이 돕고, 

두 세 명이 있는 곳은 지원인력을 두지 않는 방법으로 인

력을 감축할 수 있었다.

VDI를 도입하면서 비용은 주로 하드웨어 구입에 투입

되었고, 자체 개발로 산부서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었다. 다행히 최고경 층의 극 인 지원을 받아 

성공 으로 VDI를 도입할 수 있었다. 재무  투자가 필

요한 사업인 데, 실제 으로 산만 히 편성해 놓으

면, 최고경 자는 부분의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허

락해 주었다.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비용이 회사 규모

로 볼 때 상당히 큰 편이었다. 자체 개발을 하고 있기 때

문에, 하드웨어 도입 산이 가장 많이 필요한데, 최고경

자는 산 범  내에서 부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

록 지원해 주었고, 극 인 지원세력(champion)의 역할

을 수행했다. 

4.2 B사의 스마트워크: 모바일 오피스에서 

    워크 스마트까지

4.2.1 회사 개요

B사는 다목   리, 상하수도 건설  리를 주요 

업무로 하는 공기업이다. 주요 사업은 수자원시설 건설 

 리, 상하수도 건설  리, 산업단지  신도시 조

성 등이다.

B사는 스마트 열풍이 불던 2010년 10월부터 정보 리

처를 심으로 스마트워크를 추진하 으며, 스마트워크 

운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다수의 수상 경험이 있다. 처

음에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을 갖춘 모바일 오피스를 구축

하 고, 이후 스마트워크센터를 심으로 스마트워크가 

진행되었고, 재는 직원들이 스마트 기기를 어떻게 하

면 잘 활용할 수 있느냐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매년 

‘스마트 경 ’, ‘좋은 일터 만들기’, ‘삶의 질 향상’ 등을 주

제로 지속 으로 스마트워크를 추진하고 있다.

4.2.2 스마트워크 수용: 시·공간의 극복

B사는 스마트워크센터 근무에서 워크 다이어트까지 

다양한 스마트워크를 용해 왔다. 스마트워크 인 라 

구축을 하여 권역별 지역본부  태국, 필리핀 등 해외

사업본부에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운  에 있다. 출

장, 교육, 견 직원이 시·공간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 클라우드 컴퓨  기반의 

데스크톱 가상화를 추진하여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PC 

업무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한, 시차출근, 탄력근무제, 재택근무 등의 제도를 마

련하여 유연근무제(Flex Time)를 운 하고 있었다. 시차

출근은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이 자주 활

용하는 데, 를 들어, 월요일 아침에 늦게 출근하고, 

요일에는 5시에 퇴근하는 제도이다.

셧다운(Shutdown) 제도를 운 하여 직원들의 정시퇴

근을 유도하여, 노조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었다. 평일에

도 가능하면 오후 9시까지만 근무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다. 직원들이 일을 빨리 마무리 짓고, 여가시간을 즐기

도록 유도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장려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VDI가 600  정도 사용되고 있었다. 4,000여명의 직원 

에서 야근과 출장이 많은 부서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

었다. 회사 외부에서도 사내의 정보시스템에 속하여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모바일 오피스를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구 하

는 데 정부의 규제가 걸림돌이 되었다. 공공기  같은 경

우 국가기 에서 많은 제약을 두기 때문에 스마트워크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서 주 하는 ‘보안 합성심사’를 통과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결재 등 행정

업무를 가능하게 하기 해 통과해야 하는 국정원의 보

안 합성심사 기 이 상당히 까다롭고, 이에 한 개선

책을 마련한 후 심사를 통과하는 데 1년 6개월이라는 시

간이 소요되었다. 조직 내부에서 해결하여 할 역량과 제

도 제약과 함께 외부에서 제시하는 제도 제약도 풀어야 

하는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다.

최근에는 워크 다이어트(Work Diet)에 을 맞추고 

있다. 워크 다이어트는 일을 이고, 의 ( 典)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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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직원들도 업무량을 여보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경 진도 이에 귀를 기울이면서 워크 

다이어트는 추진되었다. 업무 진행에 필요 없는 서식 꾸

미기 작업 등을 축소하고 있다. 재 B사의 화두는 소통

과 업무 축소 다. 회의 후에는 항상 다음 날까지 보고해

야 하는 데 회의자료도 많고, 문서편집도 많아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워크 다이어트가 실했다. 스마트워크 도입 

기에는 인 라를 갖추고,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요한 

화두 다. 하지만 결과 으로 인 라와 제도를 갖춰도 

업무량은 어들지 않았다. 재는 회의자료를 여보고, 

회의시 명패를 없애고, 문서 편집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말고 표  양식을 사용하라는 등 의 을 간소화하는 데 

을 두고 있다.

2014년 9월부터 B사는 ‘워크 스마트(Work Smart)’를 

선포하 다. 애  경 진이 정보 리처에 회의자료를 

여보는 시스템의 개발과 문서를 복으로 취합하지 않는 

방안에 해 고민해보라는 요구사항을 했다. 그 당시 

경 진이 워크 스마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경 리실에서 워크 다이어트 략을 수립하여 이러한 

방식이 사 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선포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스마트워크를 통해 사내의 업무량을 여보

고, 이후 불필요한 일을 없애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

한 후에 선택한 것이 바로 워크 스마트이다. 이는 사내뿐 

아니라 력업체도 함께 업무를 이고 스마트하게 일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출발한 것이다.

4.2.3 스마트워크 운영 성과

스마트워크의 성과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인터뷰에 응

해  K는 산 리처의 차장이기 때문에 생산성 등 조직

에서 성취한 경제  성과를 명확히 제시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조직 문화가 변화된 모습으로 야근 시간이 많이 

었다는 을 들었다. 최근 만족지수와 야근시간을 측

정한 결과, 만족도는 높아지고 야근시간을 어든 것으

로 나타났다. 야근시간은 시스템의 로그인과 로그아웃 

시간으로 측정하 다. 산부서의 리자이기 때문에 기

술 인 측면에서 스마트워크 성과를 제시하 으며, 직

인 경 성과는 추후 경 부서의 담당자에게 확인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워크를 기에 도입하여 극 으로 활용하고 

있는 B사의 경우 업무 수행에 있어서 유연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일의 총량 자체는 어들지 않았다. 

즉, 결과 으로 스마트워크를 한다고 해서 일이 어들

지는 않았다. 스마트워크는 사원 개개인이 회사에서 일

할 공간이나 시간을 유연하게 쓸 수 있다는 유연성 측면

에서 근할 필요가 있다. 를 들어, B사의 경우 스마트

워크 도입 이후 사원들이 오후 7시가 되면 치 보지 않

고 퇴근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된 것이다. 면담자의 답

은 이러한 상황을 히 설명하고 있다.

“결코 스마트워크를 수행하면서 업무량이 어들지 

않았습니다. 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시간과 공간을 유

연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장 이고, 여기에 만족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B사는 스마트워크와 련하여 변화를 주도하는 지원

세력의 존재하 다. 정보통신기술 조직인 정보 리처가 

주도하 으나, 실제 진행상황에서 경 지원본부장의 역

할이 컸다. 재도 경 지원본부의 기획실에서 업무 변

화를 꾀하고 있다. 정보 리처의 자체 역량만으로 이러

한 사 인 변화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 재 스마트

워크의 정량  성과 평가를 해 노력도 병행되고 있는 

상태 다.

4.3 C사의 스마트워크: PC를 VDI로 교체

4.3.1 회사 개요

C사는 조선, 해양, 랜트, 건설장비 등을 주요 사업으

로 하는 공업 기업이다. 직원수는 2만 7천명에 이르며, 

상주하는 력업체 직원을 포함하면 약 5만 명에 육박하

는 기업이다. 직원  사무직 인력은 1만 2천명이며, 

2012년부터 도입한 VDI를 활용한 스마트워크는 주로 이

들이 사용하고 있었다.

4.3.2 스마트워크 수용: 시·공간의 극복

C사는 스마트워크를 해 VDI를 도입하 다. 매년 2

천 에서 3천 의 PC 교체 수요가 발생하며, 내구연한을 

기 으로 5∼7년 주기로 교체하고 있었다. 도입비용을 

고려하여 VDI를 선택하 다. 도입 당시에는 경쟁사의 

VDI를 도입하고자 고려하 으나, C사의 장기 인 

에서  력사의 략 인 에서 VMware사의 VDI

를 도입하 다고 한다. 지 않은 PC 교체 수량으로 인

해 PC 교체 비용 수 에서 VDI를 도입할 수 있도록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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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략  의사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작은 규모의 조직에서는 발휘하기 

힘든 구매 상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재까지 8,000

의 PC를 가상화하 으며 향후 PC 교체가 필요할 때마다 

지속 으로 VDI를 도입할 정이며, 향후 2년내 회사의 

PC 량을 VDI로 교체할 정이라고 한다.

B사는 VDI를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

고 보안도 강화할 수 있었다. B사의 경우 국내만해도 서

울, 군산, 음성에 공장이 있고, 해외 지사가 30개가 넘는 

로벌 기업이며,  사무직 직원만 1만 2천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장단기 국내 출장  해외 출장 인원이 하루에 

500명 정도에 달한다. VDI를 도입하기 이 에는 자체 개

발한 소 트웨어를 통해 속했다. 속하려면 지정된 

시스템 외엔 속을 할 수 없어서 USB 장 장치에 자료

를 담거나 노트북을 반출하여 출장을 가기도 하 다. 하

지만 USB나 노트북을 분실하는 문제 이 있었다. 하지

만 VDI를 도입한 후 재는 이를 통해 외부에서 속이 

가능하며, 자료의 분실을 최소화하고 업무 생산성이 향

상되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 노트북 등 단말기는 출장자

에게 임 하고 있으며, 하루 이틀 출장을 다녀오는 경우

도 있으나 길게는 몇 주에서 몇 년간 외부에서 일을 수행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VDI는 외부에서 내부 산

망에 속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4.3.3 스마트워크 운영 성과

스마트워크를 도입한 후 C사가 얻은 경제 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지·보수 부분의 산이 많이 감되

었다. 유지·보수 비용, 력 비용, 설치  수거 비용, 장

애 련 비용 등이 감되었다. PC 장애와 련하여 헬

데이크에 걸려오는 화 건수도 어들었고, 실제로 

장애 발생 건수가 어들었다. C사는 바닷가에 치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불량이 많이 발생하 으나, PC

를 가상화 환경으로 가져가면서 장애의 발생 건수를 

폭 감소시킬 수 있었다. 한 장애 발생시 PC를 열거나 

닫을 때 보안 차가 필요했다. 하지만 VDI를 도입한 

재는 의미 없는 차가 되었다.

둘째, 기료도 10분의 1 정도 어 그린 컴퓨 (green 

computing)을 실 할 수 있었다. VDI 도입 단계에서 고

려하진 않았지만 이를 도입한 이후 자연스럽게 기료가 

감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VDI를 도입한 이후 한 센터

를 기 으로 연간 12억 정도의 기료를 감하는 효과

가 발생하 다.

그 밖에 업무에 집 할 수 있는 효과도 나타났다. 기존

의 노후 PC 교체는 개인이 직  수령하러 오면, 업체에

서 사무실로 가서 설치해 주는 방식이었다. VDI를 도입

한 이후, 클라이언트 단말기만 수령하면 되기 때문에, 

차와 설치가 간소화 되었다. 한 PC 본체 공간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사무환경이 개선되었다. VDI를 활용하

면서 치, 시간, 장치에 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PC 

근이 가능하여 업무생산성이 향상되었다. 외부사용자는 

VPN이 아닌 OTP(One Time Password) 사용하고 있었

다. VDI 도입 이후 데이터를 앙 서버에 장하고 있어 

자료 유출이 원천 으로 불가능하며, 외부 근시 내부 

보안 정책이 용되어 보안이 매우 향상되는 성과를 가

져왔다.

기 PC를 VDI로 교체하는 비용은 크게 지 않았다. 

하지만 도입 이후 유지·보수나 기료 비용이 자연스럽

게 감소하게 되면서 효과를 보게 되었다. 즉 VDI의 도입

시 고려하지 못했던 유지·보수 비용  기료 감 효과

를 얻을 수 있었다는 이다. 기에 교체 비용을 이기 

해서 하나의 서버에 가상 머신(virtual machine)을 80

내지 90개까지 올릴 수 있었지만, PC 수  는 이 보다 

우수한 성능을 요구했기 때문에 60개의 가상 머신을 얹

게 되었다. 많은 정보통신기술 장비를 이용하다 보니 한 

센터 기 으로 사용하는 기료에 민감하 고, VDI 도입 

후 연간 12억 원 정도로 기료가 상당히 어드는 효과

를 보았다.

변화 리를 한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다. 한 PC당 

80G의 장공간에 한 불만은 설득을 통해 해결하 다. 

한 데이터 앙 리에 한 불만은 리자 행 를 녹

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해결하 다. 그 밖에 게시 , 

교육 등을 병행하 다. 생산직에게 1인 1PC 지 되지 않

았지만, 단말기 하나만으로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달리

하면 자신의 PC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불만은 그리 

크지 않았다.

최고경 층의 지원이 VDI 확산에 결정  역할을 하

다. 회장이 VDI 1호 사용자 다. 회장이 출장  디지털 

패드를 사용하 기 때문에, 내부 시스템에 속할 수 있

도록 시스템을 개선하 다. 회장과 동행한 임원들이 자

연스럽게 회장의 VDI 사용과 이를 통해 회사 업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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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상황을 하게 되면서, 이후 임원들이 먼  VDI

로 교체를 요구 하게 되었다.

산 리자 입장에서 볼 때 크게 변화한 것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고, 따라서 큰 변화 리 요인은 존재하지 않

는다고 악하고 있었다. C사의 조직 문화가 변화에 도

움이 되었다고 단된다. 왜냐하면 창의나 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존 해 주는 회사분 기와 조직원 

상호간의 계를 요시하는 창업정신 때문이었다. 따라

서 유연근무 등에 해선 고민하지 않고 있었다. 조직 문

화의 향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조직 문화  여건

은 갖춰지지 않았다고 한다. 기술 인 인 라는 갖추고 

있지만 제도의 미비로 인해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5. 결론

스마트워크를 도입하여 성공 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

례를 각 조직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사의 경우 

업사원을 상으로 VDI를 도입하여 스마트워크를 시행

함으로써 시·공간에 계없이 사내 정보시스템에 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다. 이를 통해, 사용자 만족을 제

고하는 개인  수 의 성과와 정보 보안을 통하여 사내 

정보 자원을 보호하는 조직  성과도 올릴 수 있었다. 하

지만 기술  인 라가 갖춰져 있을 지라도 기존 업무 

행을 고수하고,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여 히 ‘ 지출퇴

근’은 시행되고 있지 않았다. 최고경 자는 스마트워크의 

성공 인 도입을 해 VDI 운 과 련된 하드웨어 구

입과 소 트웨어 자체 개발에 산을 극 으로 지원하

다. 시간지리학 에서 볼 때 VDI라는 정보통신기술

을 도입함으로써 역량 제약을 극복하여 개인 ·조직  

성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스마트워크를 확 하는 데 있

어서 조직 문화와 규정 제약이 여 히 걸림돌로 작용하

고 있다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

B사는 사 으로 스마트워크에 필요한 기술  인

라와 제도를 마련하여 극 으로 실행하고 있었다. 스

마트워크센터근무, 모바일오피스, 유연근무제, 워크 다이

어트 등 다양한 스마트워크 방식을 활용하여 시간과 공

간의 제약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특이한 은 

공공기 이기 때문에 정부규제라는 외부 환경에 의한 제

도  제약도 받아야 하고 이를 해결하기 해 기술  문

제 해결에 한 노력에 더하여 외부의 제도  제약을 극

복하는 이 의 노력이 필요하 다는 이다. 스마트워크

를 수행한 후 개인 인 수 에서 만족수 이 높아지고, 

조직  수 에서 과근무시간이 감소하고, 자율성과 유

연성이 강화되는 조직 문화 개선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재는 실제 으로 업무량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 워크 다이어트를 추진할 뿐 아니라 력

사와 함께하는 워크 스마트를 선포하여 스마트워크를 확

산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노력의 성과를 사회  수 에

서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C사는 PC를 VDI로 교체하면서 스마트워크를 도입하

는 계기가 되었다. VDI 도입 이후 국내외 지사와 다수의 

출장자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편리하게 사내 

정보시스템에 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생산성 향상, 유지·보수 비용 감, 기료 

감 등의 성과를 얻게 되었다. 통 인 조직 문화가 

VDI를 도입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를 안정화시키

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한편으론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 

스마트워크를 확산하는 데 있어 일종의 걸림돌로도 작용

하고 있었다.

A사와 C사는 기술 역량을 극복하는 데 을 두고 

있어 제도와 기존 행을 변화시키는 노력은 부족하여 

스마트워크의 범 를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으로 확 하

지 못하고 있었다. 기존의 업무 행을 자동화하거나 편

리성을 향상시키는 데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스마트워크

의 확 를 해선 향후 조직 문화의 변화와 제도  지원

이 필요하다. 스마트워크는 기술  역량뿐 아니라 제도

 제약을 극복하여야 성과를 극 화할 수 있다는 을 

시사하고 있다.

B사는 스마트워크를 도입하여 확 해 나가고 있는 모

범 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기술  인 라를 구축하고 

내·외부 제도  제약을 극복하여 스마트워크를 성공 으

로 운 하고 있었다. 스마트워크를 활성화하기 해 조

직 문화의 변화와 지속 인 노력이 요하다는 을 확

인할 수 있는 사례 다. 한 정보부서가 아닌 경 지원

부서와 최고경 층의 지원을 얻어야 사 으로 그리고 

지속 으로 스마트워크를 수행할 수 있다는 도 내포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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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 을 제공한다. 먼  이론

 측면에서 시간지리학 이론에 바탕을 둔 수용 , 수용, 

수용 후 단계별로 스마트워크를 진단, 검, 평가할 수 있

는 임워크를 개발하 다는 이다. 기존 연구의 경

우[3], 시간지리학에서 제시하는 제약조건의 극복을 단편

으로 제시하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경우 

스마트워크의 도입 부터 도입 후 상황까지 고려하여, 

스마트워크의 진단, 검, 평가를 종단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임워크를 제시하 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실무 인 측면에서 스마트워크를 성공 으로 도입하

여 운 하는 데 필요한 성공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이다. ERP 등 기존 정보시스템의 도입과 련된 연구

[24, 25]는 최고경 층의 지원, 로젝트 후원자, 조직  

변화 리, 범 한 교육  훈련, 로젝트  능력 등을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성공요인으로 

제시하 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는 최고경

층의 지원, 로젝트 후원자, 조직  변화 리 등이 스

마트워크를 성공 으로 도입하여 운 하는 데 있어서도 

요하다는 을 확인하 다는 데 의의가 있다. 최고경

층의 지원이 단되면서 스마트워크의 운 을 단하

거나 최소화한 K사나 S사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이 스마트워크의 도입과 확산에 있어서 최고경 층의 의

지는 매우 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는 산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상으로 의견을 

청취하여 스마트워크의 성과를 악하 다. 이러한 방식

은 스마트워크의 운  성과를 정보통신기술 에서 청

취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향후 연구에서 경

리 부서의 의견도 청취하여 기술  측면과 경  측면

의 의견을 조화롭게 청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향후 연구에서는 정성 인 사례 연구에서 벗어

나 스마트워크 성과를 정량 으로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구체 으로 개인 , 조직 , 사회  수 으로 

나눠 각 수 별로 성과를 측정하기 한 항목을 개발하

고, 측정 도구에 한 검증 차를 거쳐, 스마트워크의 운

 성과를 정량 으로 측정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스마트워크의 도입 취지인 일과 삶의 균형

을 통해 얻어지는 사회  성과에 한 후속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조직 문화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스마트워크의 성과를 

비교해 보는 것도 후속 연구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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