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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attempted to theorize the multi-faceted impacts of smart work on economic activities. In this 

vein, we adopted socio-economic perspective which includes individual, firm, and social support aspects, and explored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m. First, smart work patterns are categorized as telework, mobile 

office, teleconferencing, and social collaboration. And relevant variables are extracted with reference to industrial cases 

and relevant literatures which investigated economic impacts of digital convergence. Next, with the data collected from 

experts, following delphi method, validation of variables and explorations of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life 

were conducted by adopting stepwise regression method. The distinguishing traits of this research are two-folds. The 

one is the investigation of social support and quality of life aspects of smart work, which has been relatively limited 

in the digital convergence research field. The other is the comparative analysis of smart work advantages by 

distinguishing individual and firm aspects separately. The result offers useful insights for socio-economic perspective 

researches on digital convergence applicati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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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격히 확산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 , 4G 

무선통신망, 스마트폰, 스마트 단말, IPTV, 스마트

TV 등은 개인 소비 활동의 변화와 함께 기업의 비

즈니스 로세스 변화를 진하고 있다. 기업 로

세스 변화의 두드러진 특성  하나는 원격회의  

업, 재택․원격근무 등 개방형 조직체계로 근무

방식의 다양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근무 방식의 

변화는 개인이 소속 조직과 떨어진 장소에서도 가

치 창출을 할 수 있는 근무 장소의 유연성 증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근무 장소의 유연성 증가는 기업 간 업 로

세스의 변화에서 악된다. 사무실에서 고객과 이

메일이나 화로 소통하는 것 비 고객과 같은 

치에서 근무를 하며 본사와 유무선으로 의사소통 

연계 계를 유지하는 모바일 오피스 등의 확산과 

맥락을 같이 한다. 모바일 오피스 채택의 근본은 기

업의 공 사슬 로세스를 구성하는 구매, 생산, 배

송, 매, 고객 서비스 등의 비즈니스 로세스 수

행 시, 기업 간 업 수 과 성과 향상이 직원이 

동료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 할 때보다 력 기

업이나 고객(사)과 같이 근무 할 때 효과가 높은 

경우를 제한다.

집에서 업무를 보는 재택근무, 휴  기기를 활용

하여 외부에서 일하는 모바일 오피스, 그리고 집이

나 업무 장과 가까운 곳에 치한 스마트 워크

이스(Smart Workplace, SWP)의 세 가지 새

로운 업무 형태를 포 하는 개념을 총칭하여 스마트 

워크라 할 수 있다. 스마트 워크 이스란 완벽

한 사무 환경을 갖춘 형태로 설치된 일종의 공용 사

무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업무용 기기나 장비가 완

벽히 갖추어진 것은 물론 원격 회의 시스템을 갖

추어 간단한 회의에도 충분히 응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며 스마트워크 센터라

고도 한다[8].

이러한 스마트워크 도입은 자가 차량 는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시간 낭비와 교통체증 방지 

 이를 통해 배출되는 탄소를 억제함으로써 사회

간  비용 감 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스마트워크를 통해 2015년까지 체 공무원의 30%, 

체 노동인구의 30%까지 스마트워크 근무율을 높

여 나가기로 하 는데, 이를 해 우선 도시 외

곽에 공공기  등 유휴 시설을 활용, 상회의 등 

첨단 원격 업무시스템을 갖춘 ‘스마트워크 센터’를 

2011년 공공형 2개소에서 2015년까지 공공형 50개

소, 민간형 450개소까지 확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스마트워크의 활발한 도입은 정부 뿐 아니

라 기업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기업의 경우에는 생

산성 향상을 하여 원격 근무와 모바일 오피스 등

과 함께 텔 컨퍼런싱과 소셜 업의 도입 한 

주목할 만하다. 기업에서의 스마트워크 도입은 특

히 개인의 생산 활동 패턴을 근본 으로 변화시켜 

개인 생산성과 함께 삶의 질에 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도 변화의 향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워크의 활발한 확산과 경

제활동에 미치는 다양한 향과 조 으로 학문

 연구는 매우 제한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연구의 갭을 좁히고자 스마트워크의 개인 효용

과 기업 효용 뿐 아니라 사회  지원과 삶의 질 등

을 포함하는 사회경제  [32, 44]을 채택하여 

스마트워크가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워크의 유형을 구체 으

로 재택근무, 모바일 오피스, 텔 컨퍼런싱, 소셜 

업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research question)을 탐색하고자 한다. 

•스마트워크가 개인 효용에 향을 주는 요인

은 무엇인가? 

•스마트워크가 향을 주는 기업 효용 요소는 

무엇인가? 

•스마트워크는 사회  지원 수 과 삶의 질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연구 과제를 종합한 연구 임웍은 [그

림 1]과 같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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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구성하 다. 제 2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정의

한 스마트워크의 네 가지 유형에 하여 각각의 

정의와 동향을 제시하 다. 이를 바탕으로 제 3장

에서는 스마트워크가 개인 효용, 기업 효용, 사회

 지원,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속성을 도출하 으며, 실증 분석을 통한 시

사 을 제 4장에서 제시하 다. 

[그림 1] 연구 임웍

2. 스마트워크 동향

2.1 재택근무

가정기반의 원격근무를 뜻하는 재택근무는 집에 

회사와 통신회선으로 연결된 정보․통신기기를 설

치하여 놓고 집에서 회사의 업무를 보거나, 정보

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회사의 업무를 보는 일을 의미하며 텔 커

뮤 (telecommuting) 는 텔 워킹(teleworking)

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미국의 경우 총무처(GSA)와 인사 리처(OPM) 

주도로 스마트워크 확  목표, 수행자격 조건, 장

비, 보완, 스마트워크센터 등에 한 가이드라인 마

련 등의 작업을 진행하 다. 이들 기 은 원격근무

(telework)의 개념에 해 “직원이 공식 으로 부

여 받은 직무를 직원의 거주지로부터 지리 으로 

편리한 다른 작업 장소에서 정기 으로 수행” 하

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개념이 본격화 된

지 10년이 넘었다[18]. 최근 들어 워싱턴 인근에 

스마트워크센터 15개를 운  이며 총무처는 

2010년 말까지 원격근무가 가능한 직원의 50%를 

원격근무로 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미연방에서는 

보안문제와 기존의 업무행태에 익숙해져 원격업무

에 해 다소 소극 인 태도 등 장애 요인 비 

스마트워크로 인한 순효과가 더 크다는 인식이 지

배 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에는 

연방정부 체직원의 5%에게 스마트워크 도입을 

추진하고  직원의 70%에 원격근무 자격을 부여

하 으며(2008년 기 ), 행정부는 2011년 말까지 

15만 명의 공무원을 텔 워크 시킨다는 목표를 수

립하 다. 민간부문에는 2008년 기  3,400만 명의 

스마트워크 상자를 2016년까지 6,300만 명으로 

확 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 다[2].

국의 BT(British Telecom)사는 디지털 네트

워크 시 에 ‘BT Workstyle’이라는 제도를 도입하

여 유동 인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생산성 향

상과 비용 감을 달성하려 했다. 기존의 ‘9 to 5’ 근

무로는 고객들의 제품과 서비스에 한 다양하고 

변하는 요구에 부응하기 힘들다는 단에서 시작

된 이 제도는, 오피스 공간 이용률을 최 화 하고, 

직무와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인재 채용 등의 여

러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의 BT사는 자체 으로 용한 탄력 이고 

유동 인 근무 실 을 한 제도로 문화  변화, 

탄력  공간 생성, 거주 공간 합리화, 강력하고 계

량 이며 유연한 기술 랫폼 등 4가지 리 포커

스를 강조하 다. 

2008년 기  국 지역의 BT 직원 약 92,000명 

 87%가 스마트워크에 참여 이며, 그  약 

14,000명 정도가 재택근무 이며 MobileXpress 서

비스를 도입해 스마트워크를 실 하 다. Mobile 

Xpress 서비스는 집이나 외부의 어떤 환경에서도 

고정된 혹은 이동 가능한 단말을 이용해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획득이나 어 리 이션을 이용하여 

사무실 수 의 연결성을 보장하며, 합리 인 가격

으로 빠르고 보안성 있는 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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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로 BT에서 제공하는 표  원격/재택근무 

솔루션이다. BT는 이를 사용하여 공간비용 감소, 

생산성 향상, 직원 만족도 증가, 사회  비용 감소, 

출장 비용 감 등의 효과를 거두었다[7]. 

2.2 모바일 오피스 

모바일 오피스(Mobile Office)란 이 의 회사 내 

무선 통신망과 노트북을 이용하는 수 에서 벗어나 

이동 통신망과 휴  단말기를 이용한 서비스 환경

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휴 용 컴퓨터, 휴 폰, 

PDA 등과 같은 IT 기기를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

의 구애 없이 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

는 근무환경  네트워크에 속하여 작업을 할 수 

있는 근무시스템을 의미한다[14]. 모바일 오피스의 

구성요소로는 FMC(Fixed Mobile Convergence)

를 기반으로 하는 통신 서비스와 모바일 오피스를 

지원하는 UC(Unified Communication) 기술로 나

 수 있으며, 세부 으로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단

말기, 업무 련 어 리 이션 등의 솔루션, WiFi 등

의 이동통신망  모바일 랫폼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IBM은 1995년 7월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

된 모바일 오피스 사례이다. 한국 IBM은 고객지원

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사무실 운 비용을 

감하기 해서 모바일 오피스를 실시하 다. 모바

일 오피스의 실시로 고객서비스와 생산성, 직원 

사기의 향상, 회사의 이미지 개선, 고정비용의 

감 등의 부분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21].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지하

철 유지 리 시스템 UTIMS(Urban Transit Infra-

structure Maintenance System)을 구축하 다. 서

울도시 철도공사의 운 체계는 스마트폰 등 IT 기

기를 활용해 업무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모바일 

오피스를 구축하기 에 도시철도공사는 열차 운

행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장에서 수동으로 검

하고 그 결과를 사무실에 직  들어와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업무에 한 연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

다는 단 이 지 되어 왔지만, 모바일 오피스의 도

입으로 인해 실시간 검, 바코드를 통한 고장 

수, 매뉴얼 공유, 내부 커뮤니 이션 강화 등의 효과

가 나타났다. 한 설비 고장이 40% 었으며, 통

신비도 함께 감되었다[19]. 한 배한철 외[6]에 

따르면 도시철도공사가 시스템 구축을 해 5년간 

지출한 비용인 102억 원의 40배가 넘는 4,000억 원

의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망하고 있다. 

서울시도 2013년까지 3단계에 걸친 모바일 오피

스 구축 계획을 밝혔다. 1단계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IT 기기로 게시 , 조직도, 직원검색, 뉴

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단계에서는 모바일 

자정부 지원센터와 연계를 고려하여 메일, 결재 

등 내부 행정 서비스로 확 해서 구축할 정이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스마트 TV를 포함한 모든 스

마트 기기를 지원하고 자치구를 포함한 장 업무

까지 서비스를 확 하는 등의 업무 방식을 개선할 

계획에 있다. 이러한 모바일 오피스를 구축하여 

즉시성과 장성을 통한 효율성 향상과 역동 인 

소통 행정, 일하는 방식의 문화  변화 등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상하고 있다. 

2.3 텔 컨퍼런싱 

텔 컨퍼런싱(teleconferencing)은 기존의 상회

의에 오디오-시각  신호처리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 등으로 이루어진 가상 실 시스템 기술을 더

하여 발 된 형태이며, 실감 화상통신이라고도 한

다[11]. 텔 컨퍼런싱은 고화질 비디오․오디오 기

술로 회의 참석자들이 함께 방에 있는 것과 유사

한 경험을 제공한다. 기의 상회의 련 기술

 한계와 회의 시 직  면하는 것을 선호하는 

문화  특성, 그리고 국토면 이 넓은 외국에 비

해 1일 생활권인 국내 여건으로 인해 상회의 시

장은 활성화되지 못하 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그린오피스 정책기조와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비용 감  업무 생산성 향상을 목 으로 상회

의의 필요성은 차 증 되고 있으며, HD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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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장비뿐 아니라 카메라 기술 수 의 향상과 

련 장비 가격의 하락으로 상회의 시장은 차 

활성화될 것으로 상되며, 이 수, 최윤정[13]에 

의하면 국내 상회의 시장규모는 2009년 1,100억 

원에서 2013년 2,400억 원으로 연평균 20% 성장으

로 망되고 있다. 

박재연 외[4]는 상회의 기술을 응용한 상

업서비스를 4가지로 구분하 는데, 첫 번째로 개

인 간 는 그룹 간 회의를 진행하는 회의형 응용

이며, 두 번째로는 실시간 면 상 강의와 실시

간 제품 설명회 등에 응용되는 교육형 응용이며, 

세 번째로는 사내 실시간 방송이나 단방향 교육 

 세미나 등을 계하는 방송형 응용이며, 마지

막으로는 실시간 원격 토론이나 원격의료, 상 

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화형 응용 서비스이

다. 이처럼 텔 컨퍼런싱 기술은 이러한 응용 분

야에 용되어 기업의 업과 스마트워크를 가속

화할 수 있으며, 기업의 내부의 상회의 뿐 아니

라 원격진료, 원격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

게 활용될 것으로 망할 수 있다. 

텔 컨퍼런싱의 도입 효과는 기업의 상회의의 

도입으로 출장비 감 효과와 원격화상 교육을 통

한 학습향상의 효과에 한 여러 문헌들을 미루어 

유추할 수 있는데, 이 수, 최윤정[13]은 KT가 국

내 회의를 상회의로 20% 체 시, 44억 원의 출

장비 감, 40억 원의 업무생산성 향상, 25만 톤의 

탄소배출 감축을 통해 총 137억 원의 비용 감이 

가능할 것으로 측하 으며, 최인철[22]은 고 

학생들을 상으로 3개월 간 어 원격 화상 수업

을 실시한 후, 학생들과 교사들의 설문조사 결과, 

원격 화상수업을 실시한 그룹이 미실시 그룹과 비

교하여 학습동기와 학생과 교사 모두 반 인 만

족도가 향상되었으며, 학습효과가 더욱 높아진 것

이 찰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 

2.4 소셜 업 

소셜 업은 사용자가 생산해 낸 콘텐츠나 자신

의 소셜 미디어 웹 사이트에 연결한 외부 콘텐츠를 

다시 공유하거나 추천, 배포하고 나아가 업을 통

해  다른 의미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12]. 소셜 업의 특징

은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집단지성은 ‘다수가 참여해 서로 력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 집단 수 에서 종합 으로 

발 되는 새로운 지  능력’이라 정의되며[20] 

업지성이라고도 한다. 

이는 웹2.0의 특징을 반 하고 있는데, 키피디

아는 집단지성을 활용한 소셜 업의 표 인 사

례이다. 여러 명의 서로 다른 지성  존재들이 함

께 힘을 합쳐 백과사 을 만들어가는 곳으로 단순

히 지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상

호 작용을 통한 내용의 확 와 확인 그리고 연결

이 유기 으로 발생하고 있다. 키백과의 사용자

들은 서로 독립 이며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기존의 사회처럼 계질서가 명확하지 않다. 어느 

정도 평 과 상호 평가에 의해 운 되지만 내용의 

근, 편집에 해 거의 제한이 없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비교  엄격하게 내용을 검사하고 상호 비

을 통해 정리해 나가기도 한다. 이들의 목 은 

자신의 만족과 동시에 이러한 집단지성  결과물

을 공동 창출하는 데 있으며 특별한 이익과 이해

를 해 일하지 않는 이 특징이다. 결과 으로 

단시간에 기존의 백과사 을 체하고 있으며 속

도와 내용 면에서 비약 인 발 을 이루고 있다. 

소셜 업은 구  오피스(Google Office) 등 

업 지원 도구를 활용한 일반인들의 업에서부터 

기업 내․외부 간의 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

태로 자리 잡고 있다.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있는 

업 지원도구인 구  오피스는 구 의 웹 기반 

서비스로 워드, 스 드시트, 리젠테이션 등 문

서작성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표

인 기업용 업 클라우드(Collaboration Cloud) 지원 

도구인 세일즈포스(Salesforce)사의 “채터(Chatter)”

는 기업 내의 화, 문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상호 

교환하는 랫폼을 제공한다. 채터는 업무용 PC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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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을 통해

서 이동 에도 생산성을 유지하고 업무에 즉시 참

여할 수 있으며, 진행 인 작업에 해 직원들 간

에 업을 하거나, 최신 문서를 검색  공유가 가

능하다. 한 나에게 요한 모든 것을 한 곳에 모

니터링 하고 비즈니스 화에 참여할 수 있는 피

드 기능 제공한다. 그 외에도 업무에 맞게 신속히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자료의 열람 권한을 제어

하고 요한 기 을 유지할 수 있어서 기업에 

합한 업도구를 제공한다. 

3. 스마트워크 향 

3.1 개인 효용

스마트워크의 근본  동인은 디지털 컨버 스 

기술 발달에 의한 업무 방식의 선진화이다. 이는 

근면성과 노동력 심의 산업화 시 의 근무 방식

에서 근무 장소의 유연과 탄력 시간 근무를 바탕

으로 하는 지식형 근로 형태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스마트워크의 표  유형인 재택근무의 경우 일

차  향은 근무 장소의 유연성에 의한 출퇴근 

시간의 감과 이에 따른 피로도의 완화이다. 이

는 수도권의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  비용이 연

간 14조 5,000억 원에 달하며, 출퇴근으로 인해 낭

비되는 편도 시간이 서울의 경우 49분, 경기도는 76

분으로 나타나는 서울의 지리  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우선 인 개인 효용일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원격 근무와 모바일 오피스 등 

스마트워크의 도입은 근무지의 도시 집 화를 완

화하여 도심 근교 거주가 가능하게 됨으로서 얻게 

되는 이 으로 거주비용 감이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다. 거주 지역의 유연성 확 는 한 텔

컨퍼런싱이나 소셜 업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이

러한 개인의 근무 치의 유연성과 이동 감 요

소는 한 제한된 근로 시간에 다양한 업무를 수

행 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 수행(versatility) 수

을 높일 수 있으며 특히 소호 등 개인  소규모 

기업의 경우 멀티태스킹 가능성은 상 으로 더 

유리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승남, 안건 [3]은 재택근무가 여러 가지 변화

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다. 첫 번째는 공간  변

화(spatial changes)로 재택근무는 통행 목 지에 

한 공간 인 변화를 야기한다고 말하고 있다. 

재택근무를 시행하게 되면 통행권역의 심이 직

장에서 가정으로 바 어 근무자  근무자의 가족

들의 통행 목 지가 주거지 심으로 형성될 것이

라 말 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시간  변화(tempo-

ral changes)를 말하고 있다. 재택근무는 통행시간

에 향을 미치는데[39] 출근과정을 제거하며, 근

무일이 아닌 날에도 근무를 가능  하여 일에 

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세 번째는 통행에 한 

재배치로 인한 이동을 최소화하여, 출퇴근 시간의 

증가되는 통행 집 률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와, 에 지 소비감소 등의 이차 인 효과가 기 된

다고 말하고 있다. 한 심리  효과로써 가족들

과의 야외 활동  여가 활동을 증가시킴으로 인

해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유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워크의 개

인 효용을 시간  피로 감소, 주거비용 감, 다양

한 업무 동시 수행 가능성 확  등 세 가지로 정

의하고 <표 1>과 같이 변수를 조작화하여 실증 

분석을 한 문가 설문에 활용하 다. 

<표 1> 스마트워크 개인 효용 변수와 설문 문항

변수 세부 속성 조작화(operationalize) 설문 내용 

개인

효용

Time and 

Fatigue

출퇴근으로 인한 이동 시간과 

피로도가 감소된다.

Living 

Cost 

도심에서 벗어난 곳에서 거주함 

으로써 주거비용이 약된다.

Versatility

다수의 태스크(멀티태스킹)를 수행 

하면서도 높은 업무 집 도를 

유지할 수 있다.

3.2 기업 효용

스마트워크는 단순히 다양한 근무형태의 도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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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IT의 도움을 받아 업무 

로세스를 신하고 효율 으로 업해 더 높은 생

산성을 낼 수 있도록 ‘ 하게’ 일 하는 근무 방

식의 변화를 말한다. 기술을 통해 비용을 낮추면

서 비즈니스 생산성을 개선할 있는 스마트워크의 

도입은 직 인 비용 감 효과뿐만 아니라 직원

들의 생산성 향상  직원 간 상호 신뢰도 증가와 

추가 비즈니스 효과까지 제공이 가능하다. 

재택근무는 출근에서부터 퇴근에 이르는 과정을 

생략시켜주며, 사무실에 출근해서 겪게 되는 여러 

주변 작업들과 사무실 직원들과의 얘기로 인한 시

간낭비를 여 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한 시간 인 유연성을 제공해주어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출퇴근 할 때

의 비용을 여주기도 한다[33]. 한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기보다 작업을 완수함에 큰 을 

둘 수 있게 하며, 감독자로부터의 자율성을 보장받

아 더 효율 인 근무를 할 수 있다[36]. 스마트워크

의 표  사례는 국의 BT(British Telecom)사로 

MobileXpress 서비스를 도입해 스마트워크를 구

하 는데 BT는 이를 사용하여 20～60%의 생산성 

향상을 이루었는데 생산성 향상 요인은 업무 로

세스 비용 감과 업무 속도 향상이다. 

이동만, 박 선[15]은 기업들이 직원들 간의 정보

공유, 업무 업  소통을 한 수단으로 소셜 미

디어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에 을 두고, 

기업들이 소셜 미디어를 운 하고 정보공유를 활

성화시키기 한 략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할 정

보공유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개인  사

회  요인 측면에서 조사하 다. 개인  요인에서 

타인을 돕는 것을 즐기는 이타  즐거움과 정보공

유를 통해 존경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 이미지는 

정보공유 의도에 정(+)의 향을 주며, 사회  요

인으로는 타인과 가까운 사회  계를 유지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  네트워크와 타인과

의 신뢰할 만한 계에 한 믿음의 정도를 나타

내는 사회  신뢰, 정보를 요청하면 빠른 시일 내

에 응답할 것이라 믿는 정도를 나타내는 상호  혜

택이 정보공유 의도에 정(+)의 향을 다는 결

과를 도출하 다.

텔 컨퍼런싱의 도입 효과는 기업의 상회의의 

도입으로 출장비 비 비용 효과와 원격화상 교육

을 통한 학습향상의 효과에 한 여러 문헌들을 미

루어 악할 수 있는데, 이 수, 최윤정[13]은 KT가 

국내 회의를 상회의로 20% 체 시, 44억 원의 

출장비 감, 40억 원의 업무생산성 향상, 25만 톤

의 탄소배출 감축을 통해 총 137억 원의 비용 

감이 가능할 것으로 측하 으며, 최인철[22]은 

고 학생들을 상으로 3개월 간 어 원격 화

상 수업을 실시한 후, 학생들과 교사들의 설문조

사 결과, 원격 화상수업을 실시한 그룹이 미실시 

그룹과 비교하여 학습동기와 학생과 교사 모두 

반 인 만족도가 향상되었으며, 학습효과가 더욱 

높아진 것이 찰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 

소셜 업 련 오  이노베이션의 표  사례

인 이노센티 는 2001년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

스에 세워진 연구개발(R&D) 포털 문 기업이다. 

다국  제약회사인 일라이릴리(Eli Lilly)가 세계 

정상  과학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해 R&D 비용과 

제품 개발 기간을 여보겠다는 목 으로 세웠다. 

이노센티 의 주력 사업은 크라우드소싱(crowd- 

sourcing)으로도 불리는 ‘문제의 집단 해결’ 서비

스다. 크라우드소싱은 (crowd)과 외부 자원 

활용(outsourcing)의 합성어이다. 

정부나 기업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사

이트에 올리고 상 을 내걸면  세계 지식인, 

과학자, 엔지니어들이 문제 해결에 도 한다. 이 같

은 과정을 거쳐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를 해결한 사

람은 상 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이나 정부기

은 낮은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노센

티 사의 크라우드소싱 련 표 인 는 알래

스카 기름 유출 사고 해결이다. 1989년 엑슨 모빌 

소속 유조선 발데즈 호가 알래스카에 좌 했다. 

당시 유출된 기름이 얼음과 혼합되어 젤리처럼 굳

어지면서 오염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문

제는 17년 넘게 지속 는데 국제기름유출연구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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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노센티 에 상  2만 달러를 걸고 문

제 해결 방안을 구했다.  세계 과학자들로부터 수 

천 건의 해결 아이디어가 올라왔고 문제를 올린 지 

3개월 만에 시멘트회사 엔지니어인 존 데이비스의 

아이디어로 문제가 해결 다. 

이와 같이 소셜 업은 오  이노베이션을 이용

하여 투입자원과 시간을 약하고, 신 기술을 타 

기업에 이 해 추가 인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 

박재헌 외[5]는 기업이 소셜 업을 통해 얻게 되

는 이득이 비용 감과 스킬․제품․아이디어에 

한 근, 스피드  유연성 향상, 품질 향상, 새로

운 시장․고객에 한 근 순서로 응답되었으나, 

향후에는 새로운 시장․고객에 한 근의 이익

이 커질 것이라고 망하 다. 

이와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스마

트워크의 기업 효용을 업무 속도 향상, 로세스 

비용 감  업 수  향상 등 세 가지 속성으

로 정의하고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작  

정의를 바탕으로 문가 설문에 활용하 다. 

<표 2> 스마트워크 기업 효용 변수와 설문 문항 

변수 세부 속성 조작화(operationalize) 설문 내용 

기업
효용

Speed
비즈니스 로세스 리드타임이 
단축된다.

Process Cost 로세스 수행비용이 감된다.

Collaboration
기업 내․기업 간의 력 수 이 
향상된다.

3.3 사회  지원(Social Support) 

사회  지원은 자신이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있

으며, 상호책임을 갖는 조직망 속의 일원이라는 것

을 믿게 하는 정보이다[29]. House[35]는 사회  

지원을 정서  심, 유효한 본래  환경에 한 정

보  평가를 포함하는 인 인 계라 정의하

다. 사회  지원은 인 계 는 조직과의 계에

서 얻어지는 개인의 주 인 인지를 의미하며, 여

러 문헌들은 사회  지원을 다차원  측면으로 구

분하 다. Cohen and Wills[30]는 사회  지원을 

결혼․우정 등 사회  계망으로 설명되는 구조

 사회  지원과 도구 , 정서 , 정보 인 것으

로 구성되는 기능  사회  지원으로 구분하 다. 

도구  지원은 실질 인 원조를, 정서 인 지원은 

심과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친 감이나 

착감, 배려 등을, 정보 인 지원은 충고나 안내 

등의 필요한 정보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한 

House[35]과 Schwarzer and Knoll[41]은 사회  

지원을 자존감․애정․신뢰 등을 느끼는 감정  

지원, 인정․피드백 등을 제공받는 평가  지원, 

충고․제안 등의 정보  지원, 돈․시간․노동 등

을 제공받는 도구  지원으로 분류하 다.

이와 같이 인 계에서 인지되는 사회  지원

은 개인의 건강 는 웰빙에 향을 주고 깊은 상

계가 있음이 많은 문헌들을 통해 밝 졌다. 사

회  지원이 스트 스를 이거나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 등을 여 개인을 건강하게 만들고[28, 34], 

정서  지원은 기 상황에 있는 개인에게 다른 

사람이 도와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 두려움과 불

안감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Albrecht and 

Adelman[23]은 인 커뮤니 이션의 에서 사

회  지원이 스트 스 상황에서 개인의 불확실성

을 감소시키는 것을 연구한 결과, 스트 스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 등 계  불확실성

이 낮은 사람들을 우선 으로 찾게 되는 경향이 

있으며, 정보  지원, 정서  지원, 도구  지원은 

상 방이 지각하는 불확실성을 해소시켜 주면 도

움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나왔다. 즉, 사회  지원 

정도를 높여주면 인  귀속감과 함께 심리  안

정감이 증가한다.

 사회에서 개인의 인 계  많은 수가 

정보통신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사회  지원은 주로 메시지 교환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커뮤니티나 사이트를 통한 메시지 

교환은 다양한 메시지 유형으로 정보  지원과 정

서  지원을 얻는 과정에서 향을 다[27, 40].

국내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사회  지원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안 희, 박종철[10]은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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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스마트워크 련 사회  지원 설문 문항

변수 세부 속성 조작화(operationalize) 설문 내용 

사회  
지원

Emotional Support 조직원의 심․보살핌․공감성(empathy) 등 감성  혜택 수 이 향상된다.

Instrumental Support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동요령․필요자원의 지원 수 이 향상된다.

Information Support 문제해결을 한 가이드․조언․필요정보, 피드백 지원 수 이 향상된다.

Affectionate Support 기업 내․외 조직원의 보살핌이나 애정 등 인간  연민 수 이 향상된다.

Social Interaction 나에게 의미 있는 조직이나 사람들과의 인  교류 지원이 확 된다.

종사원을 상으로 사회  지원이 자기 효능감과 

무력감에 미치는 향의 연구를 통하여 사회  지

원의 요인을 정서  지지, 평가  지지, 물질  지

지, 정보  지지를 측정항목으로 하여 분석하 다. 

연구 결과로 사회  지원의 모든 항목(정서  지

지, 평가  지지, 물질  지지, 정보  지지)가 높

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왔으며, 

사회  지원 항목  정서  지지와 평가  지지

는 무력감과 유의 인 인과 계를 갖는 것으로 나

왔다. 권 지, 나은 [1]은 학생을 상으로 온

라인으로 건강 련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정

보원의 공신력과 이성 ․감성  메시지가 이용자

의 사회  지원, 태도, 건강행동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여, 사회  지원을 정서  지지와 정보  지

지를 측정 항목으로 조사하 다. 연구결과 정보원

이 이성 인 메시지일 때 사회  지원의 모든 항

목(정서  지지, 정보  지지)와 호의  태도가 높

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도출했으며, 사회  지원의 

모든 항목(정서  지지, 정보  지지)은 태도와 건

강행동의도에 각각 유의한 효과를 보 다. 그러나, 

사회  지원과 태도를 동시에 건강행동의도를 

측할 경우 태도가 건강행동의도에 미치는 향은 

크지만, 사회  지원은 유의하지 않은 수 으로 

떨어졌다. 즉, 태도를 통제하면 사회  지원이 건

강행동의도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되어, 

사회  지원의 효과는 태도의 매개효과를 거쳐 일

어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

에서는 Sherbourne and Stewart[42]의 변수를 인

용하고 <표 3>과 같이 조작화 하여 실증 분석에 

사용하 다. 

3.4 삶의 질(Quality of Life)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개인의 선택 기

에 따라 삶의 만족도를 반 으로 평가하는 것으

로 정의된다[43]. Argyle[26]은 행복의 의미를 기쁨

이나 정 인 감정 는 삶의 반 인 만족 상

태라고 정의 하 다. 그러므로 삶의 질은 반

인 삶의 만족도로 정의할 수 있다.

Diener[31]은 개인의 재 상태가 얼마나 만족스

러운가에 한 단이 각각 자신의 개인 인 기

과의 비교에 기반 된다고 하 으며, 삶의 질에 

해 생활 만족 는 삶의 질의 결정요인(determi-

nant)들은 2개의 구성개념(construct)으로 설명 하

다. 삶의 질에 한 주 인 은 인지하는 삶

의 질은 개인의 개성 는 기질(낙 인, 비 인, 

고립감, 자부심 등)에 향을 받는다 라는 가설이

다. 반면에 삶의 질에 한 객 인 은 삶의 

품질이 개인의 환경 는 상황 인 요인(가족, 직

장, 여가, 이웃, 지역사회, 생활 수 에 한 만족 

등)에 향을 받는다란 가설이다. 삶의 질의 객

인 결정요소에 의하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질은 그들의 요한 삶의 도메인(domain)- 를 들

어 사회  지원, 여가활동, 반 인 생활 수 들-

을 평가하는 직 인 기능이 되는 경향이 있다

[24, 25, 31]. 체로 생활 수 에 한 만족 는 

불만족은 주 인 웰빙으로 해석될 개연성이 있

으므로, 개인의 생활수 에 한 더 큰 만족도, 

는 더 큰 불만족도로 측정한다. 여기서의 생활 수

은 보통 형 인 가족보다는 물질 으로 더 잘

사는 것을 의미한다[25, 31,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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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heat[38]는 높은 생활 수 을 갖거나 유지

하기 해서 기술과 신은 항상 주요한 역할이 되

어왔다고 하 다. 20세기 반에 도입되기 시작한 

다양한 가 제품들, 자 사무용품들을 비롯하여 

1990년 에 리 확산된 인터넷이 생활 수 을 높

이는 기술과 신을 측정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통

신 미디어는 사회의 필수요소가 되어서 우리 생활

의 일, 여가, 생활방식, 사회  계, 국가 는 문화

 그룹, 정체성 등을 변화시켰다. Leung and Lee 

[37]는 인터넷 활동과 새로운 미디어의 사용과 사

회  지원과 여가 활동들이 삶의 질에 향을 주

는 것에 한 연구를 하 다.

국내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삶의 질에 한 연구

가 이루어 졌는데, 이민아 외[16]은 동거형태가 한

국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 자

녀와의 계 만족도가 동거형태의 효과를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연구하 다. 동거형태와 삶의 질을 

매개로 하는 기제로 사회  지원(social support)

를 사용하 는데, 노인의 정신건강이나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사회  지원 변수를 정서 (emotio-

nal), 표 (expressive), 도구 (instrumental) 지

지로 나 었으며, 이를 측정하기 해서 노인이 인

식하는 사회  지원을 자녀와의 계 만족도로 보

았으며, 삶의 질 만족도는 사회  지원을 매개로 

동거형태의 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도출하 다.

이 균, 김동규[17]은 지역주민이 재 살고 있

는 지역의 생활 반에 해 어떻게 인지하는지 

“삶의 질”을 측정하 다. 본 연구는 삶의 질을 분석

하기 한 연구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 는데, 

개인의 특성과 거주지역의 특성에 따라 삶의 질 구

성요인과 총제 인 삶의 질에 한 만족도 평가수

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으며, 개인의 특성을 

성별, 연령 등 인구․사회학  배경변수로 설정하

다. 그리고 삶의 질 구성요인이 각각 총제 인 삶

의 질 만족도에 향을 주는 지를 조사하 다. 신

규, 신홍철[9]은 템 스테이 이용객을 상으로 

템  스테이 이용 과 이용 후의 삶의 질의 차이를 

조사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개인이 가

지고 있는 건강 그리고 계와 삶에 한 만족도

로 정의하 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Diener 

[31]의 연구를 바탕으로 생활 여건, 만족 수 , 생

활 형태 등 3가지 속성으로 구분하고 <표 4>와 

같이 조작화하여 실증 분석에 사용하 다. 

변수 세부 속성 조작화(operationalize) 설문 내용 

삶의 
질

생활 여건
경제(생업) 활동과 개인 활동의 
반  생활 여건이 향상된다. 

생활 만족 
수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만족 수 이 향상된다.

생활 형태
내가 생각하는 이상  삶의 
행태에 근  정도가 향상된다.

<표 4> 스마트워크 련 삶의 질 설문 문항

4. 실증 분석과 시사  

4.1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융합 련 최근 격히 부

상하고 스마트 어 리 이션의 향을 정책 련 

네 가지 변수인 삶의 질, 사회  지원, 개인 효용, 

기업 효용 등에 하여 악하고자 하 다. 본 연

구의 목 이 기존 이론에 근거한 가설 검증을 하

는 단계가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는 탐색  연구를 

하여 문가 델 이 기법에 근거한 서베이 방법

을 채택하 다. 

설문지에는 총 8개의 스마트 어 리 이션에 

한 간단한 설명을 제시하 으며 각 어 리 이션

별 Likert 5  척도에 의하여 설문 항목에 한 평

가를 문가 에서 진행하도록 하 다. 문가 

평가는 스마트워크의 제반 유형 각각에 하여 분

리하여 진행 하 으며 개인 효용, 기업 효용, 사회

 지원, 삶의 질 등 세부 항목에 하여 기존 비 

향상 수 (3 이 기존과 동일) 정도를 측정하 다. 

1차 작성한 설문은 련분야의 석․박사 과정 

학원 학생  정보통신분야 종사를 상으로 사

조사(Pre-test)를 진행하 고 사  조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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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스마트워크의 기업 효용 향상 문가 평가 결과

기존 근무 스타일 비
(5  척도)

재택근무 모바일 오피스 텔 컨퍼런싱 소셜 업 종합 

1.  아니다 ↔ 5. 매우 그 다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기업
효용

Speed 3.13 1.01 3.81 0.78 3.91 0.59 3.69 0.86 3.64 0.81 

Process Cost 3.62 1.13 3.69 0.82 3.94 0.67 3.91 0.82 3.79 0.86 

Collaboration 2.44 0.84 3.72 0.81 3.53 0.84 3.72 0.99 3.35 0.87 

기업 효용(종합) 3.06 0.99 3.74 0.80 3.79 0.70 3.77 0.89 3.59 0.85 

바탕으로 문맥을 검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 다. 

본 조사는 총 40인의 ICT 분야에 경력 7년 이상 

문가를 상으로 실시하 으며 이  불성실한 응

답과 극도의 편 한 응답이 악된 설문 8부를 제

외하고 32부의 설문서 데이터를 실증 분석에 활용

하 다. 응답자의 ICT 업무 경력은 7년～15년 정

도의 균등한 분포를 보 으며 응답자 나이는 35세 

～43세의 거의 균등한 분포를 나타냈다. 

4.2 기업 효용 

통계 분석 결과 스마트워크의 네 가지 유형과 

기업 효용 향상의 세 가지 속성인 업무 처리 속도 

향상, 로세스 비용 감, 업 효과 향상 등을 

종합한 추정 수치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3.59로 나타났다. 3.00이 기존 근무 형태와 동일한 

수 임을 고려할 때 스마트워크는 기존 근무 형태 

비 30% 정도의 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인식한 결과를 나타낸다. 

기업 생산성 향상의 3가지 요소  로세스 비

용 감 효과의 평가 수치가 3.79로(기존 비 40% 

정도 개선 인식 효과), 스피드 향상(3.64), 업 수

 증가(3.35) 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스마

트워크 변화를 통한 이동 감소가 출장비 감 등

이 가능한 효과가 반 으로 높은 상을 설명하

며 한 소셜 업 유형에서 3.91로 특히 높은 효

과(46% 향상)가 나타난 것은 신제품 개발이나 문

제 해결 등에 오  이노베이션 등을 통한 가상 

업을 통한 로세스 비용 감 효과의 인식을 잘 

설명한다 하겠다. 

업무 처리 속도 향상 인식 효과는 텔 컨퍼런싱

이 3.91로 높은 수치(46% 향상)이 나타났으며 다음

은 모바일 오피스의 3.81로 41%의 향상 수 이 나

타났다. 이는 텔 컨퍼런싱이 참여자의 지역  한

계를 극복하고 회의가 필요한 시 에 시공간 제약

성을 극복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의 이 을 잘 나

타내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모바일 오피스 도

입 역시 직원이 고객이나 력사와의 물리  

이 증가하여 면 커뮤니 이션 비율이 높아지고 

이는 문제 해결과 업무 조에 필요한 시간 감소

로 연결되어 생산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설명한다 

하겠다. 

한편 업 수  향상 효과가 높게 나타난 스마

트워크 유형은 모바일 오피스와 소셜 업으로 향

상 수 이 3.72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36%의 개

선 효과가 추정되었다. 두 가지 유형이 재택근무와 

텔 컨퍼런싱 비 상 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소셜 업의 성격 자체가 오  이노베이션을 추구

하여 문제 해결 등에 정통한 문가들의 참여가 

용이한 특성과 모바일 오피스의 고객  력사의 

면  비  확 가 더 나은 력 수 을 달성

할 수 있다는 이 을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재택근무의 업 수  향상 추정 수치

는 2.44로 기존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같은  

근무자 등과의 이 가상  형태로 변화되어 

물리  이 상 으로 감소한 것에 의한 상

으로 악되어 이에 한 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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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스마트워크의 개인 효용 향상 문가 평가 결과

기존 근무 스타일 비
(5  척도)

재택근무 모바일 오피스 텔 컨퍼런싱 소셜 업 종합 

1.  아니다 ↔ 5. 매우 그 다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개인
효용

Time and Fatigue 4.62 0.87 3.50 1.16 3.81 0.90 3.87 0.91 3.95 0.96 

Living Cost 4.59 0.67 3.37 1.12 3.47 0.98 3.59 0.95 3.76 0.93 

Versatility 3.19 1.00 3.63 1.04 3.22 0.83 3.31 0.97 3.34 0.96 

개인 효용(종합) 4.13 0.84 3.50 1.11 3.50 0.90 3.59 0.94 3.68 0.95 

4.3 개인 효용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스마트워크를 통한 

개인 효용 향상 정도는 3.68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기존 근무 형태 비 34%의 향상 인식 효과가 추정

되었다. 이는 기업 효용 향상의 30% 비 약간 높

은 수 이며 이동 시간  피로 감소(3.95, 48% 향

상 효과), 주거비용 감(3.76, 38% 향상 효과), 다

양한 업무 수행(3.34, 17% 향상 효과) 순으로 차별

화 되게 나타났다. 

스마트워크 유형별로는 재택근무에 의한 개인 효

용 향상 추정치가 4.13으로 57%의 높은 향상 인식 

효과가 나타났으며 효용의 세부 속성  이동 시

간  피로 감소 효과(4.62, 81% 향상)와 주거비용 

감 효과(4.59, 80% 향상)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

양한 업무 수행 가능 효과는 3.19로 10% 정도의 미

미한 향상 인식 효과가 악되었다. 이와 같은 계

량  추정 결과는 재택근무의 장 을 명확히 뒷받

침하고 있다. 

한편 재택근무를 통한 다양한 업무 수행 가능성

에 해서는 다소 부정 으로 나났다. 이는 재택근

무가 개인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시사 을 제시하고 있

다. 업무 동시 수행 가능성 효과가 상 으로 높게 

나타난 스마트워크 유형은 모바일 오피스이다. 모

바일 오피스의 업무 동시 수행 가능성 효과 추정

치는 3.63으로 32% 정도의 향상 수 이 나타났는

데 이는 모바일 오피스의 다른 효용 즉 이동 시간 

 피로 감소 효과(3.50, 25% 향상)와 주거 비용 

감 효과(3.37, 19% 향상) 비 상 으로 높은 

수치로 여러 고객 혹은 력사의  수 의 향

상을 통한 더 많은 고객 확보 혹은 지원이 가능함

을 설명하고 있다. 

4.4 사회  지원 

사회  지원 수  향상에 한 추정 결과 종합 

수치의 평균은 2.99로 3.00이 기존과 동일 수 이

므로 향상 효과가 반 으로 미흡 한 것으로 나

타났다(<표 7> 참조>). 이와 같은 결과는 인터넷 

등 디지털 융합이 더 많은 사람과의 과 커뮤

니 이션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  지원 수 을 향

상하는 효과가 있는 것에 비하여 매우 차별화 

된 결과로 스마트워크 고유의 특성을 나타내는 결

과이며 한편 개선의 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지원의 제약성이 스마트

워크의 모든 유형에 걸쳐서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체 평균의 하향을 주도한 것은 네 가지 

유형  재택근무로(평균 2.27) 37%의 사회  지

원 축소 상을 나타낸 반면 소셜 업은 3.50으로 

25%의 향상 효과를 보 다. 모바일 오피스와 텔

컨퍼런싱은 각각 3.13(7% 향상), 3.05(3% 향상)로 

기존과 동일한 수 이 나타났다. 

사회  지원의 5가지 세부 속성별 향상 효과 수

치는 2.69 에서 3.16의 분포를 나타냈다. 가장 낮은 

2.69 수치는 애정  지원 수 으로 기존 근무 형태 

비 16%의 감소를 나타냈는데 이는 스마트워크

가 근무 활동에 있어서 물리   시간과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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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스마트워크의 사회  지원 향 문가 평가 결과

기존 근무 스타일 비
(5  척도)

재택근무 모바일 오피스 텔 컨퍼런싱 소셜 업 종합 

1.  아니다 ↔ 5. 매우 그 다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사회

지원

Emotional Support 2.38 1.07 2.97 1.18 2.94 1.01 3.47 0.98 2.94 1.06 

Instrumental Support 2.31 1.06 3.38 1.10 3.16 0.92 3.44 0.88 3.07 0.99 

Information Support 2.31 1.15 3.41 0.91 3.25 1.08 3.66 0.90 3.16 1.01 

Affectionate Support 2.13 1.04 2.69 1.00 2.75 0.88 3.19 1.00 2.69 0.98 

Social Interaction 2.22 0.98 3.22 1.16 3.16 0.95 3.75 1.02 3.09 1.03 

사회  지원(종합) 2.27 1.06 3.13 1.07 3.05 0.97 3.50 0.96 2.99 1.01 

가 상 으로 낮아진데 기인한 것으로 악된다. 

유사하게 낮은 수치는 감성  지원 수 으로 평균 

2.94로 3% 정도 낮은 수 으로 애정  지원과 같

은 맥락에서 기존 근무 형태보다 어도 향상되지

는 않게 상되었다. 상 으로 가장 높은 3.16(8% 

향상) 수치가 나타난 세부 속성은 정보 지원이며 도

구  지원(3.07, 3.5% 향상), 사회  교류지원(3.09, 

4.5% 향상)과 유사하게 재 비 근소한 향상 효

과가 추정되었다. 이들 세 가지 기존 비 근소하

게 향상된 효과가 추정된 사회  지원 속성은 물

리  의 하로 근무 과정에서 인지하는 애정

, 감성  지원은 다소 감소되나 스마트 모바일 

단말과 상회의 기술, 그리고 스마트 TV 등 도구

 정보 지원과 인터넷 연계를 통한 인  교류의 

편의성이 이들 단 을 제한 으로 상쇄 할 수 있

다는 시사 을 내포한다 하겠다. 

그러나 반 으로 낮은 수치가 나타난 감성  

지원과 애정  지원 속성의 경우도 스마트워크 유

형별로는 차별화된 결과가 악되었다. 소셜 업

의 경우 감성  지원의 수치가 3.47(22% 향상)로 

높게 나타났으며 애정  지원 수  역시 3.19로 10% 

정도의 향상 수 을 나타냈다. 소셜 업의 경우 

사회  교류 지원 수  3.75(38% 향상), 정보 지원 

수  3.66(33% 향상), 도구  지원 수  3.44(22% 

향상) 등 사회  지원의 제반 속성에 걸쳐 기존 근

무 형태 비 사회  지원 수 이 높게 나타났다. 

소셜 업의 상 으로 높은 사회  지원 수 은 

재택근무(감성  지원：2.38, 도구  지원：2.31, 정

보 지원：2.31, 애정  지원：2.13, 사회  교류 지

원：2.22)와 크게 차별화 되는데 이에 한 원인은 

소셜 업은 한 자리에 모이게 어려운 많은 문

가의 문제 해결 능력과 아이디어를 진화된 디지털

융합 기술로 모을 수 있는 특성이 기존의 문제 해

결이나 신제품 개발 형태 비 사회  지원 정도가 

향상되는 반면 재택근무는 기존에 한 장소에 모여

서 일하던 근무 형태가 원격으로 분산되고 디지털

융합 기술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차별화 상은 의 기업 

효용의 차이에서도 나타났으며 이는 개인 효용과 

다음에서 검토할 삶의 질 향상 효과와 반 의 효

과를 나타낸다. 

모바일 오피스의 경우 감성  지원과 애정  지

원 수 은 각각 2.97과 2.69(16% 감소)로 기존 

비 낮게 나타났으나 정보 지원(3.41, 21% 향상), 도

구 지원(3.38, 19% 향상), 사회  교류 지원(3.22, 

11% 향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평가 수치는 

모바일 오피스가 조직원과 한 장소에서 일하며 강

화될 수 있는 감성 , 애정  지원 수 은 다소 감

소되나 정보와 도구 지원 그리고 사회  교류 지

원의 확  수 이 향상되어 고객  력사와의 

물리  이 증가하여 얻을 수 있는 이 과 함

께 지속  확산이 가능한 것으로 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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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스마트워크의 삶의 질 향상 문가 평가 결과

기존 근무 스타일 비
(5  척도)

재택근무 모바일 오피스 텔 컨퍼런싱 소셜 업 종합 

1.  아니다 ↔ 5. 매우 그 다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삶
의
질

생활여건 향상 4.22 0.75 3.72 0.96 3.53 0.76 3.66 0.65 3.78 0.78 

만족수  향상 3.81 0.78 3.50 0.92 3.38 0.71 3.63 0.71 3.58 0.78 

이상  삶 근  향상 3.75 0.88 3.47 0.84 3.38 0.75 3.50 0.72 3.53 0.80 

삶의 질(종합) 3.93 0.80 3.56 0.91 3.43 0.74 3.60 0.69 3.63 0.79 

4.5 삶의 질 

<표 8>에서 제시된 바와 스마트워크 련하여 

삶의 질 향상 정도 종합 평균치는 3.63으로 기존 

비 약 31%의 향상 정도가 추정되었으며 세부 속

성별로는 생활여건 향상(3.78, 39% 향상), 만족수

 향상(3.58, 29% 향상), 이상  삶 근 정도 향

상(3.53, 27% 향상)으로 나타나 생활 여건 향상 속

성이 스마트워크에 의한 삶의 질 향상 요인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특히 재택근무의 높은 생활 

여건 향상 기여 수치(4.22, 61% 향상)에서 부각되

었다. 

재택근무 경우 생활만족 수  향상(3.81, 41% 향

상)과 이상  삶 근  수  향상(3.75, 향상) 등에

서도 스마트워크의 다른 유형과 차별화 되게 높게 

나타나 재택근무가 삶의 질 향상에 가장 큰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모바일 오피스, 

텔 컨퍼런싱, 소셜 업 등에 의한 삶의 질 향상 

효과는 각각 3.56(28% 향상), 3.43(22% 향상), 3.60 

(30%)으로 일 된 향상 효과가 악되었다. 

4.6 기업 효용, 개인 효용, 사회  지원 비교 

스마트워크의 네 가지 유형  재택근무를 제외

한 다른 유형의 경우 기업 효용을 구성하는 세 가

지 속성에서 3.5에서 4.0사이에 수치가 유사하게 

나타난 반면 재택근무는 다른 세 가지 유형과 차

별화 되게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그림 2] 참조). 

재택근무의 경우 특히 업무 속도 향상과 업 수

 향상에서 각각 3.13과 2.44로 낮은 추정결과가 

나타났다. 재택근무는 로세스 비용 감 요소에

서만 3.62로 다른 세 가지 유형과 유사하 다. 

그러나 개인 효용 추정 결과는 [그림 2]에서 제

시된 바와 같이 기업 효용 분석 결과와 조 으

로 재택근무가 다른 세 가지 유형과 차별화되게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재택근무를 제외한 다른 

세 가지 유형의 경우 개인 효용 추정치가 3.31에서 

3.87범  내에서 유사하게 다소 향상된 결과가 나

타난 반면 재택근무는 시간  피로 감 속성  

주거비용 감에서 각각 4.62와 4.59로 차별화되게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다양한 업무의 처리 향상 

정도는 모든 스마트워크 유형에서 3.19∼3.63으로 

유사하게 나타나 모바일 오피스의 비교  높은 향

상 효과(3.63)가 돋보인 반면 거의 유사한 상이 

악되었다. 

재택근무와 다른 세 가지 스마트워크 유형의 기

업 효용과 개인 효용의 상반된 결과는 사회  지

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사회  지원 수 은 

반 으로 모든 스마트워크 유형에서 향상 효과

가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감성  지원과 애정  

지원 속성이 기존 비 낮은 향도가 악되었지

만 재택근무의 경우 [그림 2]와 같이 사회  지원

의 모든 속성 수 이 낮게 나타났다. 한 재택근

무 유형에서 개인 효용 비 기업 효용과 사회  

지원 수 이 낮게 나타난 것과 비되게 삶의 질 

수 은 재택근무에서 향상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재택근무의 높은 개인 효용 수 이 삶의 질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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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모바일오피스 텔레컨퍼런싱 소셜협업

5

4.5

4

3.5

3

2.5

2

5

4.5

4

3.5

3

2.5

2
Speed               Process Cost        Collaboration  Time&Fatigue Living Cost           Versatility  

                   (a) 기업 효용                       (b) 개인 효용 

5

4.5

4

3.5

3

2.5

2

5

4.5

4

3.5

3

2.5

2
Emotional
Support

Instrumental
Support

Information
Support

Affectionate
Support

Social
Interaction 생활여건향상

(Life Condition)
이상적삶의
근접정도향상

만족수준향상

                   (c) 사회  지원      (d) 삶의 질 

[그림 2] 스마트워크 향 비교 

상에 기여하는 향이 큰 반면 수 있는 데 기업 효

용 추정 수 이 낮은 것은 주목할 만하며 이는 기

업의 재택근무 로세스의 신과 정책  지원 방

안 탐색의 필요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한 

재택근무의 특별히 낮은 사회  지원 수 과 함께 

반 으로 스마트워크 유형의 사회  지원 수

을 높이는 기술과 로세스 개선의 필요성 역시 

시사하고 있다. 

4.7 삶의 질 향 요소 

삶의 질에 향을 미치는 경제  요소인 개인 

효용과 사회  요소인 사회  지원을 함께 고려하

여 향력이 큰 변수를 단계  회귀분석 기법으로 

악하고 <표 9>와 [그림 2]에 제시하 다. 단계

 회귀분석 결과 재택근무와 모바일 오피스 그리

고 소셜 업의 경우 R2 수치가 각각 0.520, 0.547, 

0.422로 나타나 스마트워크의 경제  요소(개인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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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스마트워크 회귀분석 

삶의 질(평균)

재택근무 모바일 오피스 텔 컨퍼런싱 소셜 업

사회
지원

Emotional Support

Instrumental Support 0.394
***

0.498
***

Information Support 0.367**

Affectionate Support 0.527
***

Social Interaction

개인
효용

Time and Fatigue 0.279* 0.565***

Living Cost 0.350
**

0.458
***

Versatility

R2 0.520 0.547 0.106 0.422

주) *** p < 0.01, ** p < 0.05, * p < 0.1.

용)과 사회  지원이 삶의 질 수  결정에 의미 있

는 향을 주는 요소라는 것이 실증 으로 악되

었다. 그러나 텔 컨퍼런싱의 경우 R2가 0.106으로 

낮게 나타나 이러한 인과 계가 나타나지 않았는

데 이는 텔 컨퍼런싱 모델 특성이 삶에 질 향상

과 다소 거리가 있는 ([그림 2]에서 텔 컨퍼런

싱의 속성별 삶의 질 향상 기여 수치가 3.53, 3.38, 

3.38로 다른 세 가지 유형과 차별화되게 낮음)에 

기인한다 할 수 있으며 이는 단계  회귀분석에서 

개인 효용의 모든 속성 변수가 통계 으로 유의하

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한 검증된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삶의 질에 향을 주는 세

부 변수는 스마트워크의 제반 유형별 특성과 연

되어 설명되어 질 수 있다. 사회  지원의 속성  

단계  회귀분석에 포함된 변수는 스마트워크의 각 

유형 별 하나씩 채택되었다. 소셜 업 유형에서 

도구  지원이 포함된 것은 구  오피스, 세일즈포

스 사의 채터 등 업지원 랫폼에 기반 한 것이 

반 된 것으로 단된다. 텔 컨퍼런싱 경우 R2가 

0.106로 낮아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정보

지원 속성이 포함되었고 이는 상회의 등 화형 

응용 서비스 기술이 바탕이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모바일 오피스 경우 소셜 업과 동일하게 도구  

지원이 유의한 변수로 포함되었다. 이 경우에는 스

마트폰, 태블릿 PC 등 장소에 계없이 본사와 항

상 연계(connected)되어 부서와의 의사소통이 가

능한 요소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재택근무의 경우 애정  지원이 유의한 변수로 

포함되었는데 이는 다른 세 개의 스마트워크 유형 

비 차별화된 결과이다. 다른 세 개의 스마트워크 

유형에서 삶의 질 결정 요인으로 통계 으로 유의

하게 포함된 변수는 사회  지원의 5가지 속성  

가장 향상 정도가 높은 속성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스마트워크의 경우 애정  지원은 기존 비 향상

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  지원 수 이 가장 감소된

(추정 수치, 2.13) 속성이다. 이러한 결과는 역으로 

삶의 질 수 에 정  연계 계가 매우 강한 개인 

효용 속성인 시간과 피로 감(β = 0.279*)과 주거

비용 감(β = 0.350**)에 한 정  향을 애

정  지원이 부정 으로 감소시키는 향도가 가

장 큰 변수(β = 0.527*)로 작용하 음을 시사한다. 

이는 다시 말해서 애정  지원 수 이 삶의 질을 결

정하는데 가장 민감한 변수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

다. 이는 스마트워크 근무자에게 가장 우려가 되는 

결핍 요소가 애정  지원임이 실증 으로 검증 된 

결과라 하겠다. 한 이와 같은 결과는 스마트워

크 확 를 한 개선  신 솔루션이 앞 에서 

제시된 기업 효용의 향상과 함께 사회  지원 요



개인, 기업, 사회  지원 에서 스마트워크 효용 탐색    163

소(특히 감성 , 애정  지원)의 향상이 목표가 될 

때 효과 일 수 있다는 시사 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 효용 속성  삶의 질에 향을 끼치는 데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는 모바일 오피

스의 경우 시간  피로 감(β = 0.565***)로 나타

났고 소셜 업의 경우 주거비용 감(β = 0.458*)

이 선택 되었는데 개인 효용의 경우에도 사회  

지원과 마찬가지로 각 속성의 특성과 스마트워크

의 유형과 매칭이 히 연계된 것으로 악된다.

5. 결  언 

본 논문에서는 최근 격히 확산되고 있는 스마

트워크의 제반 유형을 정리하고 사회경제  

에서 개인 효용, 기업 효용, 사회  지원, 삶의 질 

등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 문가 추정치를 이

용한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하 다. 스마트워크의 

경제  향으로 개인 효용으로는 시간  피로 감

소, 주거비용 감, 다양한 업무 수행 가능 등 세 

가지 속성이 도출되었으며 기업 효용으로는 업무 

스피드 개선, 로세스 비용 감, 업 수  향상 

등 속성이 도출되었다. 스마트워크의 사회  향

으로는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감성  지원, 도구

 지원, 정보 지원, 애정  지원, 사회  교류 등

의 5가지 사회  지원 세부 속성과 생활 여건 향

상, 만족 수  향상, 이상  삶 근  향상 등 3가

지 속성을 삶의 질 향상으로 정의하 다. 

분석 결과 경제  에서 개인 효용과 기업 

효용 제 반 속성에 하여 기존 비 향상 효과가 

나타났으나 재택근무 경우 개인 효용의 높은 향상 

효과 비 기업 에서의 낮은 효용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갭에 한 향후 로세스 개선과 정책  

고려 필요성에 한 시사 이 악되었다. 그러나 

사회  지원을 구성하는 제반 속성에 해서는 기

존 비 향상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특

히 감성  지원과 애정  지원 두 가지 속성에 

해서는 기존 비 감소 상이 추정되었고 이러한 

감소 상은 특히 재택근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삶의 질 향상 효과와 개인 효

용이 높은 스마트워크의 활발한 확산을 해서는 

사회  지원 제 요소의 향상을 한 기술 신과 

로세스 개선, 정책  지원이 필요함을 한 시

사 으로 제시하고 있다. 

삶의 질을 종속 변수로 하고 개인 효용과 사회

 지원의 여러 속성이 미치는 향을 단계  회

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스마트워크의 4가지 유형

별 특성과 합한속성들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악되었다. 소셜 업과 모바일 오피스의 경우 도

구  지원이 유의한 속성으로 채택된 것은 련 

랫폼과 스마트 단말이 각각 유의한 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텔 컨퍼런싱 경우 정보지원이 

채택되었으나 회귀분석의 결정계수 결과치가 낮게 

나타나 텔 컨퍼런싱이 직 으로 삶의 질 향상

에는 향을 미치지 않는 한 결과가 확인되었

다. 특이한 것은 재택근무의 경우 애정  지원이 

통계 으로 매우 강한 유의 수 으로 채택된 이

다. 이는 단계  회귀분석에 포함된 재택근무의 개

인 효용 두 변수(시간  피로 감, 주거비용 감)

의 향수 이 강한 데 비하여 애정  지원이 

병목 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시사 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실무  시사  제시가 본 연구의 주 

공헌 요소이며 한편 본 연구의 학문  공헌 은 최

근 디지털융합 응용의 핵심 이슈인 스마트워크에 

한 사회경제  의 분석을 체계 으로 제시

하여 기존 문헌이 상 으로 미흡한 사회  지원

과 삶의 질 연구를 시도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제

시한 데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주요 변수가 단일 

항목으로 측정되었고, 실증 분석이 제한 된 문

가의 추정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 수집된 데이터

의 평균치만을 이용하여 데이터 분포를 고려한 결

과의 일반화 제약 등 한계 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 이 아직 창기에 있는 

스마트워크 분야에 한 철 한 방법론에 의한 이

론  연구가 아니라 실무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본 연구의 한계 은 향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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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완되고 개선 될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제

시된 다양한 변수와 실증 분석 결과는 향후 스마

트워크 향의 이론화 연구와 련 실무 용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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