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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올라타 사고 현장으로 가 승객들을 안정시키고 다

른 대체 이동 수단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지금은 그녀의 휴식 시간이다. 게다가 다른 사고 현장

에 들른 동료가 해당 지점까지 몇 분이면 이동한다고 

그룹 채팅방에 공유하였기 때문에 그녀는 휴식을 방해 

받을 필요가 없다. 사고 상황이 모두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다시 커피를 마시고, 휴

식 시간을 가지면서 전체적인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자율주행 버스는 아직은 미래의 일처럼 보이나, 앞에

서 설명한 예시는 현재의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

는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상징적인 요소들을 제공한다.2

사고 대응반, 원격 운전자 및 경로 관리자, 수리공 등

의 필수 직무를 포함한 이 대중교통 관리팀은 디지털 

기술로 하나가 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어떤 업무가 수행되어야 하며, 어디에 필요

한 업무이며, 누가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가를 결정하

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디지털 미디

어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한다. 팀의 내재된 특성

은 디지털 기술과 이를 둘러싼 규칙 및 업무 방식을 통

해 결정된다. 

이렇게 구성된 팀이 생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

해서는 알맞은 기술과 교육을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것

으로 충분함을 추측할 수 있다. 기술 도입과 활용, 특

히 직원들이 알맞은 기술을 활용하고 이에 대한 활용

법을 숙지하게 하는 것은 업무 환경을 극대화하는 전

략의 핵심 요소이다.3 최근에는 인공지능, 셀프 서비

스, 이러닝 등을 통한 임직원 지원 업무 및 업무 흐름

의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경험이 보여주는 이는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업무의 디지털화는 업무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팀의 생산성을 저해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증가

하고 더욱 다양해지기도 한다. 업무 방식은 업무 자체보

다 결과에 초점을 두고 변화하고 있으며 기존의 업무 환

경에서 필요하였던 것보다 더 많은 지식과 역량을 필요

로 하고 있다.4 이에 알맞게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조직의 전략 또한 진화해야 한다. 

기업은 업무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팀 내의 구성원, 팀

과 팀, 그리고 조직 내의 팀과 구성원 간의 관계에 대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단순한 수단과 기술 이상의 것을 

형성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준비된 디지털 조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생태계, 장소 생태계, 휴먼 생태계, 이 3

개의 주요 생태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기업들이 지원

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The Deloitte Centre for the Edge has used this scenario, or variations of it, in previous essays that this essay builds on. 
 See Peter Evans-Greenwood, Sue Solly, and Robbie Robertson, Reconstructing the workplace: The digital-ready 
 organization, Deloitte Insights, July 12, 2021; Peter Evans-Greenwood, Alan Marshall, and Matthew Ambrose, 
 Reconstructing jobs: Creating good jobs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Deloitte Insights, July 18, 2018.

2 This dynamic team-of-teams nature of modern work is discussed at length in Jessica Watson et al., Building the peloton: 
 High-performance team-building in the future of work, Deloitte Insights, July 1, 2020.

3 NTT’s 2021 Global workplace report data shows that technology adoption and utilization—ensuring employees have  
	 the	right	technology	as	well	as	the	know-how	to	use	it	to	collaborate	effectively—are	the	top	areas	of	focus	in	enabling	 
 workplace strategies. See Alex Bennett et al., 2021 Global workplace report: Connecting your hybrid workforce, NTT, 
 accessed January 4, 2022.

4 Ibid.

디지털 기술로 하나되는 팀

분주한 카페의 소음 속에서 파란 빛의 정장을 차려입은 여성이 홀로 조용히 커피를 마

시고 있고, 그녀의 테이블 위에는 태블릿 PC가 놓여져 있다. 지금은 그녀의 휴식 시간

이다. 그렇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자율주행 버스 노선의 실시간 운

행 현황이 나타나는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그녀는 개별 버스의 위

치, 현재 및 향후 예상되는 경로 변경, 팀 동료들이 진행하고 있는 업무 등을 보고 있는 

동시에 무선 이어폰을 통해 그녀의 팀 동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1

그녀의 휴식을 멈추게 한 것은 부모님의 병간호를 위해 업무와 삶의 균형을 유지하

고자 재택에서 원격으로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가 교통 사고의 혼란 속에서 버스를 원

격으로 조정해야 하는 일 때문이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녀는 스쿠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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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된 업무로 인해 생산성의 조건이 
새롭게 탄생하였다

디지털 업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거나 기술을 통해

서 수행할 수 있으며, 팀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

를 다루고(또는 실존하는 사물을 다루는 경우도 증가하

고 있다),5 협력하는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많은 이들은 디지털 업무를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거리두기 및 자가격리로 인해 사무실을 떠나 디지

털 상으로만 업무를 수행해야 했던 업무 방식으로 받아

들이기도 한다. 디지털이 없었더라면 물리적 공간이 필

요했을 수백만의 사람들이 집에서도 근무를 할 수 있었

다. 디지털 업무로의 변화는 거의 항상 사람들이 일하

는 장소의 변화와 연관 지어져 왔다. 이러한 초점은 팬

데믹 이후의 업무 환경에 대해 고용주가 생각하는 방향

성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직원들은 집에서 근무해야 

하는가, 사무실에서 근무해야 하는가, 아니면 집과 사

무실을 오가며 근무해야 하는가? 이를 바라보는 직원들

의 시선은 다르게 나뉘어진다. 선택권이 주어지는 경우, 

약 30%의 직원들이 원격근무를 선호한다고 밝혔으며, 

30%가 사무실 근무, 30%가 두 장소를 혼합한 업무 방

식을 선호한다고 밝혔다.6

그러나 어느 곳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에 

대한 고민은 디지털 업무가 창출해 낼 수 있는 보다 많

은 기회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업무를 통해 

사무 공간을 해체하고, 업무를 보다 생산적이고, 성취

감을 줄 수 있게 하며, 공정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7 업

무 장소의 제한을 없애는 것이 디지털 업무의 장점이지

만, 디지털 업무의 모든 가능성을 실현하려면 단순한 업

무 장소의 선택 그 이상의 업무 장소 생태계를 필요로 

한다. 한편 디지털 기술 집중도로 인해 효율적인 디지털 

생태계 구성은 필수가 되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기업

들이 기존의 형태를 벗어난 다양한 팀과 업무를 구성함

으로써 디지털 기술은 업무와 관련된 휴먼 생태계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3개의 주요 생태계가 발전하기 위해서 조직 내 부서

는 서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 가에 대한 합의를 갖추어

야 한다. 조직은 이러한 합의가 효율적일 수 있도록 지

원이나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

나 특정 시점을 지나면 조직 차원이 아닌 부서 자체적으

로 상호 믿음을 형성하여 실행 가능한 해결 방안에 도달

하여야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체적인 해결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

는 비즈니스 환경의 변동성, 불확실성, 모호함, 혼동성

의 증가이며 이로 인해 기업들이 절차나 과제 보다는 문

제나 결과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이다.8 종종 

일반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보통은 

실무진이 경영진보다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어떻게 해

결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5 Real-world objects such as forklifts, for example; see Chris Baraniuk, “The forklift truck drivers who never leave their  
 desks,” BBC News, October 20, 2020.

6 Voice of the employee feedback from NTT’s 2021 Global workplace report points to a clear gap between employee 
 work style preferences and what organizations are driving. Close to 79.1% of organizations say their employees would  
 prefer to work from company premises than from home, when safe to do so. But it’s not as simple as that. The 
 feedback data indicates a general “30-30-30” split in work-location preferences—when given the choice, approximately 
 30% of employees would prefer to work remotely, 30% from company premises, and 30% want to alternate 
	 between	the	two	(figure	17,	p.	32).	Salary	excepted,	employee	choices	are	most	heavily	dictated	by	work/life	balance 
	 and	flexibility,	commute	times,	and	the	company’s	brand	values.	And,	despite	employees	wanting	more	flexibility,	the 
 majority of organizations are planning to return, or have returned, to their prepandemic operating models: Nearly two 
	 in	three	organizations	say	they	have	returned	(31.8%)	or	will	return	(33.0%)	to	their	workplaces	as	they	were	before	the 
	 pandemic	(figure	18,	p.	33)

7 Evans-Greenwood, Solly, and Robertson, Reconstructing the workplace.

8 See	Figure	1	in	Susan	Cantrell,	“Beyond	the	job,”	People	+	Strategy	Journal	44,	no.	3	(2021):	pp.	32–39.

게다가, 실무진은 자신과 팀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개

인적인 욕구는 생산성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팀원이 거주하는 

곳을 알고 있고 언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대면 미팅 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소모적인 출퇴근길이나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을 찾기 

위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즉, 기업들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각 부서에 전적으

로 선택권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생산성과 업무 방식을 논할 수 있도록 권

한을 높여주는 것이다. 중앙 통제와 부서의 자율성 간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은 반드

시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균형은 각 조직, 혹은 각 부서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04준비된 디지털 조직을 위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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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의 초반에서 등장한 사건 관리 직원이 휴식시간

에 타블렛과 이어폰을 끄고 개인 이메일을 확인하였

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고가 발생한 지점 가까이에 동

료가 없었다고 가정해 본다. 이러한 경우, 다양한 버스 

경로를 조정하는 경로 관리자와 같이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사람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사건 관리자에게 연

략해야 하는가? 경로 관리자는 사건 관리자의 개인 번

호로 연락해야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사건 관리자는 

문자나 전화 연락을 받아야만 하는가? 대중교통 관리 

부서가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가? 혹은 그렇

지 않다면 이 상황은 지침을 깰 만큼 위급한 상황인가? 

(물론 이는 애초에 사건 관리자에게 휴식 시간을 짧게 

끝내고 업무를 할 것을 묻는 것과는 별개의 사항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뒤의 휴먼 생태계에서 별도로 다

루어질 예정이다.)

디지털 상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업무를 뒷받

침하는 기술과 방식들을 탐색하는 데 있어 이러한 문

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만일 논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면,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그

리고 이를 활용하는 방식들로 구성되어 이를 활용하는 

모두가 업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관성 있는 디

지털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다.9

모두가 어떤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지, 각종 필요와 

업무에 따라 해당 기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리고 어떤 상황이 “규칙”을 깰 수 있는 것인지를 이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장치와 외부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가 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효율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조직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2021년 NTT가 임원진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4.6%만이12 

디지털을 활용하여 업무를 진행할 때 업무 효율이 향상된다고 응답했다.13

한편 회사가 보유한 기술에 대해서는 56.1%가 동일한 응답을 했다. 즉, 직원 5명 중 2명만이 디지털 상에서 업무

를 수행할 때 효과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협업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14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직은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각 부서에서 종합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팀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상호작용이 모두 실현될 수 있도록 고심하여 팀을 구성한다. 디

지털 부문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협동심이 부족한 직원들로 구성된 팀의 경우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거나 공동의 협의를 위해 타협할 의지가 없거나 타협하지 않고 싶어할 수 있다. 반면

에, 디지털 부문의 역량은 부족하지만 협동심이 높은 직원들로 구성된 팀은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더욱 중요

한 것은 이러한 협동심 높은 팀이 지식과 모두에게 효과적인 디지털 업무 공간을 공유하고자 하는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 디지털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요소들을 도입하도록 장려한다. 간단한 예로, 조직은 동료와 연락하

기 위해 이메일, 문자 또는 전화를 사용해야 하는 적절한 상황을 직원들에게 교육해야 한다. (각 기

술을 언제 사용해야 하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 어떤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교육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전체적으로는 근로자들이 협상 기법 및 협상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과 함께 디지털 

업무 공간을 다른 팀과 협상하는 것의 중요성을 터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각 팀의 디지털 역량

이 향상될 수 있다. 

딜로이트가 수행한 팬데믹 기간 동안의 업무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이해가 있음으로써 디지털 업

무의 효율성이 증가한다. 팀의 디지털 생태계가 보다 

일관될수록, 각 구성원이 집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더 

성공적으로 작동한다.10

디지털 생태계는 조직적, 지리학적, 정치적, 문화적 

요소들을 포괄하는 형태로의 변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각 부서는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에서 제공하는 

트랜잭션 플랫폼, 포털, 애플리케이션 및 협업 플랫폼

과 같은 여러 "기업 디지털 세계"를 일관된 하나로 통

합해야 한다. 그러나 사이버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디

지털 환경이 점점 더 분열되고 있고, 기관들이 공공 인

터넷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많

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통합된 체계

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조직 내에서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팀은 서로 

다른 시스템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업무를 진행하기 때

문에 각기 담당 분야를 결정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

면 유의미한 통찰력과 조직의 지식들이 공급업체 및 

파트너 플랫폼에 묻히거나, 이메일 대화로만 남아 버

릴 수 있다.

또한 팀 구성원에게 있어 개인 디지털 세계의 일부, 

즉 개인 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술이나 업무에 활용되는 

기술을 시스템에 활용하는 것이 보다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응집력 있는 디지털 생태계 

조성이 더욱 복잡해질 것이며, 조직의 보안 정책이 개인 

9 Workers can be considered as navigating three types of digital workspaces: their personal workspace, which they view 
 the broader digital world through, the corporate workspace of company portals and applications, and multiple 
 individual team workspaces for the cross-functional and cross-organization teams that they are part of. See Peter  
 Evans-Greenwood, Rosemary Stockdale, and Tim Patston, The digital-ready workplace: Supercharging digital teams in 
 the future of work, Deloitte Insights, May 27, 2021.

10 Ibid.

11 The negotiations required to form a shared digital workspace can be either implicit or explicit. For instance, a Route 
 Coordinator may draft an incident report online and send a link to the document to team members for additions. 
 This makes it easy for contributors to click on the link and edit the document directly, rather than taking the extra 
 step of downloading the document onto a local device and emailing back their changes to be merged (often a 
	 problematic	process).	Because	it’s	so	easy,	sharing	and	editing	documents	online	becomes	the	default	without	its	ever 
	 having	been	discussed.	At	other	 times,	 the	negotiation	must	be	 intentional.	 If	a	 team	spans	several	different 
 organizations—the Incident Responder in the city transportation authority, the Route Coordinator at a tech solutions 
 provider, and so on—explicit conversations are often needed to decide how to work across disparate platforms.

12 NTT’s 2021 Global workforce report, p. 34.

13	 This	figure	is	higher	for	leaders	(64.1%)	and	organizations	that	have	defined	and	agreed	upon	their	future	workplace 
	 strategy	(61.6%).	 It’s	significantly	 lower	for	nonleaders	(27.3%)	and	organizations	that	have	not	defined	and	agreed 
 upon their future workplace strategy.

14 NTT’s 2021 Global workforce report,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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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디지털 조직을 위한 논의

• 사람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인지해야 한다. 모든 직원들이 동일한 기술과 제품을 사용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여러 플랫폼과 시스템이 등장하

고 있는 현재의 디지털 생태계에 알맞지 않다. 보다 나은 

접근 방식은 플랫폼을 보다 광범위한 디지털 생태계의 일

부로 간주하고, 각 팀이 필요에 따라 사용하거나 사용을 중

단하는 것이 가능한 “부품형”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작업자는 협력 조직이 호스팅하는 

디지털 작업 공간으로 조직의 내부 기능 일부 또는 전부를 

내보내거나 협력 조직의 작업물을 작업자의 공간으로 가

져올 수 있어야 한다. 

• 많은 팀원이 조직을 위해 일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직원들이 외부의 팀으로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디지털 업무를 위해 팀 내에 외부 협력자가 존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내부 직원이 다른 조직에서 호스팅하

는 공유 작업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팀이 여

러 조직에 걸쳐져 존재하는 경우,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작

업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명확한 대화가 필요하다. 

• 기술 지원을 위해 개입한다. 팀 차원에서 일관된 디지털 환

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시도하다가 손을 뗀다면, 

이제는 조직 차원에서 이 기술 활용을 위해 투자가 필요한 

때이다. 디지털 플랫폼은 조직적, 기술적, 규제적인 제한으

로 인해 선호되는 접근 방식을 활용할 수 없을 때 팀에게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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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를 논하면 대다수는 사람들이 모여 일하는 건물과 

같은 물리적인 장소를 떠올리곤 한다. 버스 운전기사의 

사무실은 그들이 운전하는 버스 안이라고 말할 수도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업무가 물리적인 것이 아닌 디지털 

환경에서 진행된다면 이것이 그대로 적용될까? 앞의 예

시에서 등장한 원격 운전기사들은 버스가 실제로 물리

적 공간에서 운행되고 있는 동안 집 안의 한 공간을 차

지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버스를 

운전하는 일은 버스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또는 기사가 

앉아있는 책상 앞인지, 혹은 버스와 기사가 만나는 디지

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지연된 버스 운행으로 인해 화가 난 승객을 달래는 것

과 같은 일부 업무들은 대면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최선

일 것이며, 업무자는 업무 공간에 존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업무가 물리적인 공간에 존재하지 않고 업무자

와 물리적 공간을 연결하는 디지털 세상에 존재한다면, 

업무가 업무자에게로 가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업무를 하는 공간은 업무자가 가장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업무 공간을 실

질적인 장소가 아니라 업무자가 가장 높은 생산성을 낼 

수 있는 곳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업무 공간은 제

약 조건이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것이다. 

기업은 자택, 사무실, 혹은 두 공간을 결합한 장소 등 다

양한 옵션들을 고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양한 옵션들을 직원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다양

한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업무인 

경우, 회사 사무실의 개별 공간, 자택, 공용 오피스 내의 

개인 공간 등에서 업무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부 

디지털 상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배울 수 있는 뜻밖의 기회를 앗아간다는 단점

이 있기도 하다. 디지털 상에서 이러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진화하고는 있지만, 실제 대면 상호작용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많은 C레벨의 경영진이 물리적 장소보다 업무에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장소 생태계에 접근하고 있다. 2021년 NTT 

조사에 따르면, C레벨 경영진 49.1%가 업무 공간은 더 이상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며, 직원들이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라고 응답하였다.15

조직 내 부서들이 효율적인 장소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해 경영진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 조직의 업무 성격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되, 가이드라인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된다. 유연성과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은 충돌과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보다 효율적인 접근 방식은 문화

와 업무 방식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영진은 특정 미팅이 반드시 대면

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릴 수 있지만 시간과 장소는 각 부서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다. 

• 다양한 업무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임직원이 다양한 위치에서 업무 장소를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기

업은 도시 곳곳에 거점 오피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른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서로

의 업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도 하다. 기업은 자택 또한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된 의자나 책상을 제공할 수도 있다. 

• 직원들이 가장 효율적인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 장비 등을 정비해야 한다. 컨설턴트가 고객사 

근무 시 휴대 가능한 개인 랩탑을 제공하는 것이 이러한 것의 예시이다. 원격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집

에서 정류장 뿐 아니라 위성 오피스까지 편히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 또한 좋은 예이다. 

일부 상황에서는 기업의 보안 정책 등으로 인해 랩탑을 휴대하거나 VPN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기업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재택 근무 시에도 직원

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업무는 앞의 예시에서 나온 것과 같이 카페 같은 공간이 

보다 적합할 수도 있다. 개인적인 선호도 또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업무는 인간의 경험의 일부이기 때문에, 

업무 경험 또한 인간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감을 갖

게 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일부 직원들은 개인적으로 

분리된 자택이나 사무실 공간을 선호하는 반면 일부는 

분주한 카페나 개방된 업무 공간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

다.

업무 이외에 개인이 맡은 역할 또한 가장 생산적인 장

소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앞에 나온 예시 속 카

페의 경우 해당 직원이 개인적 용무를 위해 가려는 장소

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을 수 있다. 원격 운전자가 업

무를 수행하는 집 안의 별도 공간은 그가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경로 관리자가 

업무를 하는 버스 정류장은 그의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에서 가까운 길 모퉁이에 위치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원격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일이 반드시 원격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업무가 물

리적, 디지털 공간 모두에서 수행 가능하다면 언제 어디

에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선택하는 것은 각각의 장단

점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사무 공간에서 직원들

이 서로 소통하고 업무를 지시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정된 물리적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 또

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물론 화상 채팅 등을 통해

서도 관계를 다질 수 있지만 보다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서는 대면 접촉이 보다 효율적임에 대다수가 동의할 것

이다. 

15 NTT’s 2021 Global workforce report,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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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디지털 조직을 위한 논의

직원들은 항상 동료들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

으며, 디지털 기술은 2개의 중요한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첫번째로, 디지털 자동화를 통해 반복적인 단순 

업무를 기술에 일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간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

게 되었다. 이로 인해 업무가 보다 흥미로워졌지만, 모

든 문제와 기회가 동일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형화된 방식을 따르는 것 보다 협동하여 유연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두번째로, 소통 기술

은 인간으로 하여금 보다 다양하며 소속, 지역, 문화를 

오가는 소통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었다. 이를 통해 다양

한 역량과 관점을 망라할 수 있게 되었지만 모두가 조화

롭게 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되기도 하였다. 

기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나는 업무를 보다 작

은 규모로 나누어서 유연성을 제고한 것이다. 이렇게 소

규모로 나뉘어진 업무는 업무의 성격과 직원 개인의 역

량, 관심사, 유휴인력 여부를 고려하여 알고리즘을 통해 

각 근로자에 배정된다. 팀은 잘 형성된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각각은 필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업무가 종료되면 팀은 다시 흩어진다. 적어도 이론상으

로 이러한 방식은 복잡함이라는 대가를 치뤄야 하지만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직원의 역량과 관심사

어렵기 때문에, 업무와 직무에 대한 팀의 이해 정도에 따라 업무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결정을 내리는 방식과 결정권자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가 결과에 만족하거나 이러한 방식이 반드시 효율적일 것임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방식이 

최적의 해결 방안이 아닌 경우 일부는 여전히 잘 하지 못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직원들은 아마 처음에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업무를 다

시 조정하는 것을 원할 수 있다. 그러나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상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기업은 휴먼 생태계와 관련된 논의가 생산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특수성과 일반성의 균형을 이루는 역할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배구조와 보고 요건 체계 하에서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본 고의 처음에 등장한 예시에서 버스 노선 관리 팀의 월별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노선 관리자에게 할당될 수 있다. 한편 버스 원격 운전과 같은 일부 작

업의 경우 업무 담당자가 특정 자격을 갖추어야만 할 수 있다. 하지만 팀의 구성원 누구나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들이 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배분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업무(혹은 관

련된 지식과 기술)를 다른 동료들과 쉽게 나누어 수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 팀이 이러한 매개 변수 내에서 역할과 책임을 협상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대치를 설정해야 한다. 특정

인이 할 수 있는 업무와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함으로써 해당 업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

분할 수 있다. 각 담당자는 자신이 책엄져야 할 부분과 팀 전체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명

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직원들은 자신이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에 직면하였을 때, 다

른 팀원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이는 집단 지성의 한 예로, 직원들은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직원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 명시적 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 및 기타 기회를 만든다. 팀은 자신이 담당하는 작업의 일부 측면을 협

상할 수 있고 협상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일관된 디지털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 좋은 예이

다. 무리하게 업무에 뛰어들기보다는 팀 구성 시(또는 새로운 구성원이 합류할 때, 또는 팀 구조나 책

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가 공동 작업을 위해 사용할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에 대해 충분한 시간

을 가지고 협의해야 한다.

가 업무와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 있지만 이를 배정하는 

업무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16

두번째 접근 방식은 단순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심이 

아닌 전반적인 문제를 부여함으로써 업무의 범위를 넓

히는 것이다. 

기업들은 직원들과 각 부서에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

로 마무리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하는 자율권을 주는 동

시에 달성해야 하는 특정 목표, 해결해야 하는 문제, 새

롭게 개발해야 하는 가치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업무

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점과 기회를 도출하며 고객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

게 된다. 

다양한 업무 방식을 고려할 때, 두번째 접근 방식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무를 정형화된 과

제와 직무로 구분하는 것은 특히 오늘날 기업들이 마주

한 문제 상황들을 고려할 때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

다. 또한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단 하나의 “최적화

된”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17 즉, 이상적으로 업무를 

최소 단위로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또한 업무 과

제 간의 의존성으로 인해 세분화는 더욱 복잡할 것이다. 

문제와 기회를 중심으로 정의된 업무가 단순한 과제 

중심으로 정의된 업무보다 더 유동적이고 예측하기가 

16	 In	practice,	fractionalizing	work	can	create	less	flexibility,	rather	than	more.	This	 is	something	we	have	seen	in	the 
	 information	 technology	 (IT)	world,	with	 the	rush	 to	service-oriented	architectures	 (SOAs)	and	 (more	recently)	 
	 microservices.	Both	of	these	movements	attempted	to	create	a	more	flexible	IT	estate	by	breaking	the	functionality	it 
	 provided	into	a	catalogue	of	(small)	services,	enabling	the	services	to	be	reorchestrated	to	quickly	create	new	processes, 
	 new	functionality.	This	anticipated	flexibility	was	never	realized	though.	While	SOAs	and	microservices	enabled	one 
 service to be replaced with another that was functionally identical, the dependencies between services would 
 commonly prevent them from being reorchestrated. We can see a similar dynamic with fractionalized human work, 
 with the need to negotiate between manager and worker to clarify the task, and between workers to manage 
 dependencies, constraining our ability to freely fractionalize work.

17 Variance in work, worker, and workplace means there is often no single approach to prosecuting a task that is ideal in 
 every instance. The best approach will depend on the particular nature of the work, the skills and abilities of the worker, 
	 and	the	affordances	(and	constraints)	of	the	workplace	they	find	themselves	in,	and	is	likely	something	that	the	worker	 
	 will	need	to	discover	for	themselves.	This	is	similar	to	the	idea	(and	problem)	of	motor	abundance	where	there	are	 
	 typically	multiple	(redundant)	approaches	to	coordinating	an	action.	Coupled	with	variance	in	the	environment	and	our 
 own bodies, this means that there is typically no single best technique for prosecuting a task. See Mark L. Latash, “The 
	 bliss	(not	the	problem)	of	motor	abundance	(not	redundancy),”	Experimental	Brain	Research	217,	no.1	(2012):	p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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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디지털 조직을 위한 논의

건강한 팀과 건강한 업무 협의는 일의 미래를 굳건하게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의 미래는 변화는 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변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

다. 이는 실수이다. 작업의 디지털화는 물리적 거리를 붕괴시켰고 결과적으로 업무는 

혼자서 처리하던 방식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협력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일의 

미래는 팀워크이다. 그리고 업무의 생선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팀의 안녕을 중심에 두

어야 한다. 

팀은 일의 중심이다. 문제, 기회, 심지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떻게 직면해야 하는지

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팀워크에서 비롯된다. 그런 다음 업무를 구분하고 누가 이

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파악하여 가상 공간과 물리적 공간의 혼합을 가장 잘 사용하

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것 또한 팀의 역량에서 도출된다. 정형화된 절차는 오늘날 우

리가 경험하는 동적인 환경보다는 정적 환경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변화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미래의 작업에서 조직의 역할은 팀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확장 기능을 만

드는 것이다. 직원들이 외부의 협업자를 수용하는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외부인에게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

다. 직원들이 효율적인 장소 생태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과 정책을 제공

함으로써 성과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건강하고 다양한 인간 생태계를 건설하는 것은 개인에게 중요한 순간들에 대

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고,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인간 참여와 건강한 팀을 만드는 연

결된 경험으로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 필요한 기술과 필요한 리소스와 지원자를 모두 갖추도록 

팀을 구성하고 리소스를 조정한다. 조직은 모든 직무에 

담당자가 있고 팀이 모든 직무에 대해 충분한 역량을 가

질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해야 한다. 팀들이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적절한 도구, 지식 또는 자원이 없다면 현실의 제

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개인이 편안함을 느끼는 기술이나 책임에서 멀리 벗어나

도록 요청받는 직원과 팀원들을 지원해야 한다. 모든 직

원, 모든 팀에는 한계점이 있다. 개인의 역량을 넘어서는 

일을 계속하도록 자주 혹은 오랫동안 압박을 받는 경우 

개인의 업무 생산성은 저하되고 인력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다. 업무 공간에 대한 분석, 직원 복지, 넛지 기술 등

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