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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나눌이야기

• 스마트워크 왜 해야하는가? 

(언택트, 느슨한 연대, 복지국가)

• 스마트워크란무엇인가?

(소셜미디어 이해, 집단 지성, 클라우드, 플랫폼,   기기간,  조직내)

• 스마트워크 어떻게 할 것인가? 

(느슨한 조직의 협업, 현장 중심 사례)



왜? 스마트워크인가?

환경변화 중심으로



왜? 느슨한연대인가?



느슨한조직의협업을말하다.



코로나 19 확산

언택트

온택트

비대면

세이프티

플랜B

뉴노멀

랜선

느슨한 연대



언컨택트

언컨택트는 서로 단절 되어 고립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

연결되기 위해서 선택된 트랜드라는 점

불안과 위험의 시대, 우린 더 편리하고 안전한 컨택트를 위해

언컨택트를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것

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

우리가 가진 연결과 접촉의 방식이 바뀌는 것일 뿐, 우린 앞

으로도 계속 사람끼리 연결되고 함께 살고 일하는 서로가 필

요한 사회적 동물이다.

출처 : Uncontact, 김용섭, 2020

https://youtu.be/2Sih1ztNHZ8
https://youtu.be/2Sih1ztNHZ8


언컨택트

출처 : Uncontact, 김용섭, 2020



비대면서빙로봇

출처 : SBS 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j5SZLAdi_Cc
https://www.youtube.com/watch?v=j5SZLAdi_Cc


주도적성장과리더십

• 비대면·비접촉의 언택트 시대에 '초연결'이라

는 인간의 필요를 더한 ＇온택트(on-tact)' 

• 4차 산업혁명의 일상화를 끌어내는 '디지털 트

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 조직에 연연하지 않고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미래형 인재 '인디펜던트 워커

(independent worker)'

• 일과 사업을 가장 안전한 형태로 바꿈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더해줄 '세이프티(safety)'

출처 : 김미경의 리부트



DNA의충분한이해필요

Data

NetworkAI



국제인권심포지엄

•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인간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기술 자체의 특징에 따른 구조적 인

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으며, 거대한 규모의 데이터수집에 따라

정보주체인 개인의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서창록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

• 신기술을 습득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소득격차 심화를 우려하면서 교육

과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산업 등장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역시 필요 (안나 디아만토폴루

전 유럽연합(EU)집행위원)

출처 : ｢인권정책의 신(新)패러다임–사람 중심 지능정보사회,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정보접근권관련이슈

• 웹 접근성

행정안전부의‘2010년 웹 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 중앙행정기관 94.6점, 입법⋅사법⋅행정기관 94.7점, 광역지방자치단체 97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기관은 78.7점,의료기관은 77.9점, 복지시설은 80.4점으로 조사

• 2019년 웹접근성 실태조사에서도 산업분야별로 살펴보면, ‘금융·보험업’ 분야의 웹 접근

성 수준이 평균 60.7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고,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분야가 35.6점으로

가장 낮은 것

• 장애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관들에 있어서 웹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보고서, 2015 / 2019 웹 접근성 실태조사



정보접근권관련이슈

• 아날로그 방송 송출중단과 디지털 방송의 전환

• 장애인이나 노인의 매체선택권이나 정보접근권은 방송의 보편적 서비

스에 있어서 핵심적 문제

• 디지털방송으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이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디지

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보고서, 2015



정보접근권관련이슈

• 공인인증서 판결

근본적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환경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여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변화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보고서, 2015

https://www.news1.kr/articles/?3979376
https://www.news1.kr/articles/?3979376


정보접근권

https://www.youtube.com/watch?v=1BzqctRGgaU
https://www.youtube.com/watch?v=1BzqctRGgaU


정보접근권

표출처-한국소비자원

https://news.v.daum.net/v/20210312104414403?fbclid=IwAR0kWPK2eisyrBl8CfmSxvL0VgWl15xMJcn7YJ3ldJQYJ3-EcY4noIhezec
https://news.v.daum.net/v/20210312104414403?fbclid=IwAR0kWPK2eisyrBl8CfmSxvL0VgWl15xMJcn7YJ3ldJQYJ3-EcY4noIhezec


정보접근권

• 이 글은 1만4천회 넘게 리트윗(공유)됐고,

관련 기사와 공유한 게시판·블로그 글마다

댓글이 수백·수천개씩 붙음

• 비슷한 경험·사연과 반성의 목소리가 이어짐. 

• 그만큼 공감 폭이 컸다는 얘기다.

• 어르신들만의 문제 아니다

• ‘포용’과 ‘배려’ 자세 갖자

• “얼마나 속상했을까” 또 다른 반성

출처(http://www.hani.co.kr/arti/science/technology/987667.html?fbclid=IwAR0ttPyDiciFb03eToCgvY78OYYiaz4EhnuL6JxzGJoCuQXDKs90GdIH6cM



정보접근권

• 색약자를 위해 글자와 배경의 명도 차

가 4.5 대 1 이상

• 시각장애인들이 이어폰을 꽂아 음성을

듣고 볼륨이나 음성 재생 속도를 조절

• 카드를 투입구에 넣다가 떨어뜨리지

않도록 받침대를 둬야 한다는 구체적

인 지침

출처 : 경향신문 2021.09.23



정보접근권

• 글로벌 표준이란 어떤 표준?

•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어떤

접근성을 개선 했는지?

출처 : 맥도날드, 글로벌 표준 키오스크 업그레이드 진행 news1 2021-10-12

https://www.news1.kr/articles/?4458233&fbclid=IwAR11AAyh7gARygqdsoplZ0V3OuG_C_tDg62XdYylFwSOLpjwN90dmjAOO9o
https://www.news1.kr/articles/?4458233&fbclid=IwAR11AAyh7gARygqdsoplZ0V3OuG_C_tDg62XdYylFwSOLpjwN90dmjAOO9o


정보접근권

• 신한은행·CJ CGV 등과 쉽게 쓰는 무

인단말기 개발

• 디지털 약자 배려 ‘천천히 해도 괜찮아

요’ 캠페인도

• ‘디지털 안내사’ 100인 위촉, 현장 찾아

도움

• 서울시, 13개 기관·기업과 ‘디지털역

량강화협의체’ 출범



정보접근권

출처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11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올해 6월

전국 15개 지역 공공·민간업체 1002대

기기를 조사한 결과, 발달장애인을 포

함한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기

기는 인천의 병원 한 곳에만 설치

• 2026년까지 ‘단계적 적용’

• 응답하라 키오스크 유리장벽이 말할

때까지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11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11


스마트워크란무엇인가?
기기간, 조직내, 느슨한 협업

소셜미디어ㆍ집단지성ㆍ플랫폼ㆍ클라우드

스마트워크



느슨한연대를이루는협업

기기간

협업

느슨한

조직

협업

조직

내

협업



기기간협업



관
내
네
트
워
크

N드라이브
탐색기

듀얼 모니터 데스크 탑
아이패드

아이폰

노트북 나스



느슨한조직의협업





조직내협업



사회복지협업

웹오피스

문서관리 문서공유

메일일정연락처



웹에서얻은레퍼런스를알맞게정리하기



웹에서얻은레퍼런스를알맞게정리하기

• 파일로 저장하기

• 브라우저의 북마크/읽기 목록 활용하기

• 자료수집용 블로그/SNS 계정 만들기

• 관련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이용하기

Pinterest

Evernote 스크랩

Pocket

OneNote

http://slowalk.tistory.com/2392

https://evernote.com/intl/ko/webclipper/?downloaded
https://evernote.com/intl/ko/webclipper/?downloaded
http://slowalk.tistory.com/2392
http://slowalk.tistory.com/2392


종이문서활용하기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zidlekfl&logNo=220984221121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zidlekfl&logNo=220984221121


파일관리, 참쉽죠?

http://slowalk.tistory.com/2369



PDF문서변환

https://5mininfo.xyz/91
https://5mininfo.xyz/91


QR코드로출석부만들기

QR코드로 출석부 만들기



플랫폼



플랫폼모델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Cloud Service



Cloud Sevice

인터넷상의 서버를

통하여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콘텐츠 사용 등 IT 관련

서비스를

한번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

https://www.google.com/calendar/render?hl=ko&tab=wc&gsessionid=OK
https://www.google.com/calendar/render?hl=ko&tab=wc&gsessionid=OK
http://beta.calendar.naver.com/main.nhn
http://beta.calendar.naver.com/main.nhn


Cloud Service

• 공간적 제약이 없음

• 자료 검색 용이

• 간단한 자료 공유

• 분실 우려 적음 (아예 없진 않음)



기존의자료저장공간

•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

• 빠른 Searching 어려움

• 자료의 공유가 불편

• 분실 우려가 있음



스마트워크



Smart Work 개념



Smart Work
미래를준비하는새로운업무방식

세바시 655회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업무방식, 스마트워크 | 최두옥 베타랩 대표, 스마트워크 디렉터

https://youtu.be/7SNGN_stO-o
https://youtu.be/7SNGN_stO-o
https://fb.watch/5-KSxnYQHV/
https://fb.watch/5-KSxnYQHV/
https://www.youtube.com/watch?v=7SNGN_stO-o
https://www.youtube.com/watch?v=7SNGN_stO-o


Smart Work
미래를준비하는새로운업무방식

세바시 655회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업무방식, 스마트워크 | 최두옥 베타랩 대표, 스마트워크 디렉터



52시간근무제시대, 일하는공간의변화

https://www.facebook.com/gossww/videos/vb.242253553133038/2407328502671967/?type=2&theater
https://www.facebook.com/gossww/videos/vb.242253553133038/2407328502671967/?type=2&theater
https://www.facebook.com/gossww/videos/2197018207282679/
https://www.facebook.com/gossww/videos/2197018207282679/


똑똑한직원들일잘러만드는스마트워크

출처 : https://youtu.be/LczxBo0eVgU 똑똑한 직원들 일잘러 만드는 스마트워크ㅣEBS 비즈니스 리뷰 최두옥편

https://youtu.be/LczxBo0eVgU
https://youtu.be/LczxBo0eVgU
https://youtu.be/LczxBo0eVgU


일하는방식의변화

서울시 수해 맵 커뮤니티



스마트워크가동중심실천과만났을때

서울에서는 '동중심 실천활동'을 하

는데 스마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

에 나가서도 업무를 볼 수 있는 환

경을 만들어가고 있음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적용사례

2020년 테크숩코리아에서
Microsoft 365(이하 M365)

2013년부터 업무용 전용
채팅(네이버 라인 웍스)

2019년 일문방(일하는 문화와 방식의 변화)
2021년 ’오마스탐험대(오! 나의 스마트워크)’ 
모집하여 본격적 비교와 탐험 진행

2021년 Google Workspace로
플랫폼 통합

학습조직 필요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적용사례

• 2013년부터 업무용 전용 채팅(네이버라인웍스)과 이메일 계

정 도입, 스마트워크 전 직원교육 등 꾸준한 노력을 현재까

지 이어왔다.

• 2018년 Google Workspace에 비영리 기관 지원으로 무료 가

입하면서 기관내 업무전용 작업환경의 필요성과 데이터 관리

의 중요성을 전 직원 모두가 인식하게 되며 플랫폼의 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스마트 워크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기 시

작

• 당시에도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두 기업이 제공하는 스마트

워크 환경과 도구에 대한 적용의 사례를 공부 하고자 하안종

합사회복지관(구글) 과 고양시덕양노인종합복지관(마이크로소

프트)을 기관방문하여 각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비교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적용사례 –오마스탐험대

• 2020년 테크숩코리아에서 Microsoft 365(이하 M365)의 비영리기관 라이선스를 부여받

게 되면서 MS 스마트워크 프로그램인 M365가 제공하는 개인당 1TB의 저장공간

• 팀즈는 화상회의 뿐아니라 팀 협업에 최적화 된 앱의 소개, 보안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강점

• 기존 업무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MS의 엑셀, 파워포인트 라이선스 제공으로 원활한

협업 가능한 기능 장점

• 구글 VS. 마이크로소프트 와의 비교를 위해 2021년 ’오마스탐험대(오! 나의 스마트워크)’ 

모집하여 본격적 비교와 탐험 진행



스마트워크의도입의거대한촉진제코로나19

• 라인웍스의 유료화 정객으로 2018년 당시 선택 기로에서 구글 선택함. 일반적 수준에서 진행됨

• 큰 역동의 바람은 2020년 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세계 확산이 촉진제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

•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근무자의 50%가 재택근무제를 시행, 다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화

상회의를 시행해야만 했던

• M365의 팀즈를 활용한 온라인 화상회의를 도입하고 재택근무 시 구글 원격데스크톱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

• 스마트워크의 대표 정의인 시간, 장소, 업무방식 중 장소와 방식 선택권이 직원들에게 생기기 시작



설문조사 : 재택근무의스마트워크도구활용

당시 월평균 1~12회 재택근무 사용으로 맡고 있는 업무 특성에 따라 개인간의 큰편차를 보였으나 36%의 직

원이 평균 주2~3회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지 못한 사유로는 업무특성이 많았고 문서작업 등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편리

(가정 내 장비 부족 등)는 의견이 많음



설문조사 : 재택근무의스마트워크도구활용

재택근무에서 활용한 스마트워크의 경험을 토대로 근로자들은 코로나19와 별개로 더욱 확장되기를 바라며, 
출퇴근 시간에서 해방됨에 따라 삶의 질이 향상되어 업무 집중도가 높았다고 응답
제도를 지속하여 재택근무의 형태의 자유로운 장소 선택이 가능한 근무의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하였고
직원의 자율성과 업무효율 고취를 위한 근로자의 의견 청취 등을 지속 요구
더 추가되었으면 하는 스마트워크 기능으로는 현재 복지관 네트워크망을 활용하여 이용 가능한 나스의 형태가
온라인으로 접근가능해 질 것과 서면결재가 필요한 문서(지출내역서, 결과보고서, 계획서,회의록,연장근무신청&확
인서 등)의 전자화를 요청



오마스탐험대_ 구글웍스플레이스적용점

• 중간평가서 양식 변경(한글에서 구글문서)

동시 편집 기능으로 편리하게 작성 (취합과정 생략 할 수

있어 높은 만족도)

외부에서도 실시간으로 평가서 수정하여 스마트워크의 장

점 활용 (구글문서 기능 학습 시간)

디자인 아쉬움, 단축키 부재 (익숙함 예쁨을 포기하고 수

용하는 과정)

• 180여종의 행정 양식을 한글에서 구글 문서로 변경 작업

시행

• Hwpx G메일 수발신 안됨 – 보안상의 이유로 차단

관공서 메일 발송 시 어려움이 발생하나 수정 보안 중



스마트워크방향성

• 스마트워크는 신뢰를 바탕으로한 책임있는 자율성

•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함. 팀 혹은 조직 내 눈치 주지 않는 문화, 사무실 최소 잔류 인원 준수, 직무에 따른 유연한 근무 환경

등이 해결되어야 조직원 전체가 스마트워크 할 수 있음

설문에서 나타난 직원의 의견 처럼 일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으로 조직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스마트워크의 도

입은 이제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서 팬데믹 이후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과업

• 단순히 도구의 기능이 무엇이 좋고 나쁨을 경험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닌 같은 구성원들이 더 높은 성과를 내고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있는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스마트워크의 본질

• 우리가 이루고자하는 성과는 무엇인가? 우리 기관의 미션과 비젼을 이루어내어 장애 당사자의 삶의 더 나음 만들어가는게 아닐까

생각한다. 이를 위해 더 스마트하게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환경에서 일하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인재들의 자율성과 효

율성이 높은 업무환경 즉 스마트워크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야 함.

• 스마트워크의 목적은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구성원의 협업과 몰입이 극대화되며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가 정착되어 팀의 실질적인 성

과에 집중할수있게 돕는 것



결과관리도구 VS 변화관리도구

워드는 결과를 확인하는 용도이고 엑셀은 변화를 추적하는 용도
노션은 메모, 워드형 도구로 그 안에 다양한 기능, 특히 데이터베스트도 연결하고 캘린더도 연결할 수 있음
오만 가지 변동형 서비스와 다 결합할 수 있음,  종이 출력이 필요 없는 워드프로세서가 탄생

출처 : 페이스북 비영스마트워커모임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xmoxhp1C_d1DLuQb6gsXS16BpAnudi_U/edit#gid=361857915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xmoxhp1C_d1DLuQb6gsXS16BpAnudi_U/edit#gid=361857915


재택근무의일상화
코로나19가바꿀사무실의미래

출처 :BBC 비주얼저널리즘 팀

https://www.bbc.com/korean/resources/idt-48d3c9a7-4063-4289-9726-611b5ea9d7b5
https://www.bbc.com/korean/resources/idt-48d3c9a7-4063-4289-9726-611b5ea9d7b5
https://www.bbc.com/korean/resources/idt-48d3c9a7-4063-4289-9726-611b5ea9d7b5


Google Apps



구글워크스페이스사용법



구글을 가장

잘 쓰는

직장인 되기

출처 : 구글을 가장 잘 쓰는 직장인 되기(2013)



Office 365



NAVER LINE WORKS

https://line.worksmobile.com/kr/
https://line.worksmobile.com/kr/


OPEN COLLABORATION

문을 활짝 열고

‘누구나’와

협력하라

새로운 가치를 몰고 온

사람들의 힘, 세상에 없던

경영을 디자인하라.



네이버웍스사용법

네이버웍스 사용법

https://naver.worksmobile.com/
https://naver.worksmobile.com/


구글미트를활용한스마트워크

구글 미트 사용법



팀즈를활용한스마트워크

팀즈 미트 사용법



줌을활용한스마트워크



느슨한연대



느슨한연대가가져올변화

출처 : 느슨한 연대 새로운 관계를 말하다, 김용섭, 2020

https://www.youtube.com/watch?v=ML46Vo_XpaQ
https://www.youtube.com/watch?v=ML46Vo_XpaQ


느슨한연대와끈끈한연대

끈끈한 연대

가족

인맥

직장

학연

느슨한 연대

가족 해체

인맥 거부

겸직, 직급 파괴

학연, 지연 거부



코로나 19 확산

언컨택트

온컨택트

비대면

세이프티

플랜B

뉴노멀

랜선

느슨한 연대



언컨택트

언컨택트는 서로 단절 되어 고립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

연결되기 위해서 선택된 트랜드라는 점

불안과 위험의 시대, 우린 더 편리하고 안전한 컨택트를 위해

언컨택트를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것

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

우리가 가진 연결과 접촉의 방식이 바뀌는 것일 뿐, 우린 앞

으로도 계속 사람끼리 연결되고 함께 살고 일하는 서로가 필

요한 사회적 동물이다.

출처 : Uncontact, 김용섭, 2020

https://youtu.be/2Sih1ztNHZ8
https://youtu.be/2Sih1ztNHZ8


언컨택트

출처 : Uncontact, 김용섭, 2020



비대면서빙로봇

출처 : SBS 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j5SZLAdi_Cc
https://www.youtube.com/watch?v=j5SZLAdi_Cc


복지국가란무엇일까요?

•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나라

•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한 나라

• 젊었을 때 돈 걱정 없이 살다가 늙으면 연금 나오는나라

• 우리가 긍극적으로 지향하는 나라

• 복지국가는 두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짐

출처 :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 철수와영희, 2018



복지국가를이루는두개의기둥

기본생활보장

• 학생들의 밥

• 아이 돌봄

• 노인과 실업자의 기초생활

• 물질적 제도적 기둥

• 전체구성원의 삶을 보장

사회연대

• 공존

• 연대

• 협력

• 협업

• 사회적가치

복지국가

출처 :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 철수와영희, 2018



풀뿌리복지로만드는따뜻한공동체

담론에서 의제로 변화

• 보편복지냐 선별복지에서 실제 구체적 의제가 논점

복지 정치의 지역화

• 정치쟁점이 중앙에서 지역으로

지역공동체 형성

• 협동조합운동 풀뿌리 마을 만들기 움직임

출처 :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 철수와영희, 2018



느슨한연대의모습



N명의시국선언

https://youtu.be/xywu4gQMgns
https://youtu.be/xywu4gQMgns




국민동의청원



느슨한연대어떻게만들어갈것인가?



복지국가로 가는 느슨한 연대 제안



세밧사활동영상

../세밧사7주년.mp4
../세밧사7주년.mp4


사회복지사 1인시위



촛불문화제관련콘텐츠



사회복지목적세도입캠페인



줬다뺏는기초연금정책개선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연대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연대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