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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는 새로운 개념?
텔레워크: PC 통신이나 팩스 등을 활용하여 자
택이나 휴양지 등 사무실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업 행하 것

재택근무 사무실근무
반대개념업무를 수행하는 것

텔레워크

u-워크 진화

스마트워크: 종래의 사무실 개념을 탈피하여, 언
제 어디서나(Anytime, Anywhere) 편리하게 효
율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지
향적인 업무환경u 워크

(2005)

모바일

스마트워크
(2010)

진화

바일
오피스
(2010)

u-Work: 유비쿼터스 환경하에서 근로자가 시간과 장소
의 제약에서 벗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으
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유로운 근로 형태를 말한
다 (2005)

모바일오피스: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사내 네트워크에
접속함으로서 회사에 들어올 필요없이 외부에서 업무처
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스마트워크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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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 환경

http://www.vidyo.com/



미래의 스마트워크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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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스마트워크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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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 요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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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 요소기술

• 언제 어디서나(Anytime, Anywhere)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업무를언제 어디서나( y , y )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

U ifi d C i ti일을 하기 위한 통합 업무 환경 Unified Communication

SNS & 협업

N t k t

일을 하기 위한 통합 업무 환경

타인과 공동 업무 수행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Q S? Network support

보안&관리

M bil t

기업 기밀 유지 가능?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QoS?

이동중 근무 가능? Mobile support

스마트워크 마켓

단말, BPM, UI/UX 기술

이동중 근무 가능?

새로운 이윤 창출

스마트한 작업 환경

스마트워크 마켓

Telepresence &
실감 /몰입 기술

새로운 이윤 창출

실제와 같은 업무 환경?
실감 /몰입 기술



스마트워크 요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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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 요소기술

• Unified Communication ▫ 화일공유
▫ E-mail
▫ Phone (VoIP)
▫ 문서협업

화일공유
▫ 회의

- Web conference
음성회의▫ 문서협업

▫ IM
- 음성회의

▫ 전자결재
▫ Voice Mail

Enterprise 2.0@ SantaClara, 2010



스마트워크 요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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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 요소기술

• SNS & 협업협업
▫ Facebook
▫ Web2.0 

https://community.jivesoftware.com/message/498201



스마트워크 요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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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 요소기술

• Network supportpp
▫ QoS
▫ Contents distribution
▫ Cloud computing▫ Cloud computing

• 보안&관리
▫ 도메인분리
▫ 분실단말
▫ accounting/chargingg g g
▫ 컨텐츠 보안

• Mobile support• Mobile support
▫ mobile office
▫ 서비스 이동성



스마트워크 요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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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 요소기술

• Telepresencep
▫ HD급 영상회의 서비스

3Com
PolycomPolycom

▫ 현재 70% 이상이 외산 제품에 잠식



스마트워크 요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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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 요소기술

• 실감 & 몰입 기술실감 몰입 기술
▫ 단말 기술

3-D, 홀로그램, SmartPod

▫ UI/UXUI/UX
MS vision 2019

▫ 입체 영상
▫ Eye contact

http://www.officepod.co.uk/

▫ Eye-contact



스마트워크 요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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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 요소기술

• 워크 플로우 기반 스마트워크 BPM 엔진워 플로우 기반 마 워 엔진
• 유무형 자원의 거래가 가능한 ‘스마트워크 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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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가상오피스 현황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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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가상오피스 현황과 정책

‘2008년도 미국 내 재택근무자 수는 3,400만명으로 추정. 2016년에는
만명(미국 직장인의 )이 재택 무를 할 것 전망

• 미국 내 재택근무 증가 이유?

6,300만명(미국 직장인의 43%)이 재택근무를 할 것으로 전망’

미국 내 재택근무 증가 이유?
▫ 고속 무선인터넷 급증
▫ 통근비용 증가
▫ 일과 생활의 균형 추구▫ 일과 생활의 균형 추구

• 미국 총무처 (GSA)는 D.C.일대에 15개의 원격
근무센터를 구축/ 원격근무조정관을 임명하여근무센터를 구축/ 원격근무조정관을 임명하여
운영 및 관리 (‘2009)
▫ GSA는 민간기업에도 원격근무센터를

$40 $62(P D )의 사용료를 받고 개방$40~$62(Per Day)의 사용료를 받고 개방



일본의 가상오피스 현황과 정책

16SmartWork@HSN 2011

일본의 가상오피스 현황과 정책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하여 ‘노동인구 감소’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이를 해결하 대안 원격 무제 추진

• 일본 정부의 텔레워크(Telework) 인구 배증을 위한 Action Plan
년까지 년 대비 원격 자 비율을 배 취업인 확대

이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원격근무제도’ 추진

▫ '10년까지 '05년 대비 원격근무자 비율을 2배(취업인구 중 20%)로 확대
▫ 정보통신시스템 기반 정비 - 씬 클라이언트 시스템 & VPN

암호화장치
Thin-client 서버

인터넷
총무성 LAN

안전한 회선

가정
그룹웨어 서버웨어 서버

•SSL/VPN 기반 안전회선 제공
•Thin-client 기능
•이용자/단말 인증/보안



네덜란드의 가상오피스 현황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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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의 가상오피스 현황과 정책

광역도시권 교통문제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스마트워크센터를 설립

• 주요시설
▫ 근무자를 위한 라운지 서비스, 가상 프레즌스 등 협업지원 도구, Child 

Day Care 서비스, 비즈니스 클럽 및 은행, IT지원, 법률자문, 취업 에이전
트 활동 등을 지원

• 영상회의 (AV, 웹컨퍼런싱)
• 실시간 App. 공유
• 커뮤니케이션
모니터링 프로그램

SWC 서비스 플랫폼

• 모니터링 프로그램
• 접근 및 출입통제
• 웹포털 등

SWC 시설

• 영상회의실 / 미팅룸
• 은행/어린이집
• IT 지원 등

시설



국내 가상오피스 현황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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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오피스 현황과 정책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체제 구축



국내 가상오피스 현황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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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오피스 현황과 정책

• 서울소방방재본부서울 방방재본부
▫ 구급차 안에 원격진료시스템을 구축하여 화면을 통해 멀리 떨어져 있는 전문의사에게

환자 진단과 응급처치 요령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 도입 추진

• 한국IBM• 한국IBM
▫ 직원의 복지 향상,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 자기 계발 기회제공 등을 추구하고 우수한 인력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택근무 제도 실시

삼성SDS• 삼성SDS
▫ 출산․육아 친화경영이란 화두로 우수한 여성인력 확보 및 유출 방지 목적

• 현대 모비스현대 모비스
▫ 서울본사, 지방, 해외법인을 연결하는 화상회의 시스템 도입

• SK㈜
▫ 본사, 울산공장, 대전기술원, 베이징 4자 다중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
▫ 화상회의 도중 프리젠테이션 자료 및 중요 데이터자료 공유 가능



국내 가상오피스 현황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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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오피스 현황과 정책

• 특허청특허청
▫ 산업재산권 전 분야에 대하여 인터넷 전자출원 지원
▫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재택근무지원, 실시간 통지서 발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토탈 전자민원서비스 시스템제공하는 토탈 전자민원서비스 시스템

그룹웨어

Firewall

전자결재

사무처리

재택근무
심사관

인터넷

그룹웨어

정부VPN

암호화채널 검색시스템
인터넷

정부고속망

특허청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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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 기대효과

SmartWork@HSN 2011 22

스마트워크 기대효과

• 국가사회 경제 현안 문제 해결 가능국가사회 경제 현안 문제 해결 가능
▫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책,  정부 혁신, 저탄소 녹색성장 등
▫ 조기은퇴자 및 고령자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제공

개인의 전문성 극대화• 개인의 전문성 극대화
▫ 다양한 형태의 1인 기업 설립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적절한 인력 수급‘

• 근로자의 생산성과 복지 증진
▫ 가정과 업무의 자율적인 분배 가능

(정부 목표: 2015년까지 스마트워크 근로자 비중 30% 달성)(정부 목표: 2015년까지 스마트워크 근로자 비중 30% 달성)

▫ 장애자인의 사회 경제 활동 비율을 높여 생활수준 고조

• 다양한 형태의 협업을 통한 업무 완성도 고조

• 화상회의 등 다양한 원격 협업을 통한 CO2 절감



스마트워크 국내 기술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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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 국내 기술화 시급

• 급성장하는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 기술의 국산화 시급급성장하는 마 워 환경 구축 기술의 국산화 시급
▫ 텔레프레전스(telepresence)는 폭발적인 성장을 거두고 있으며, 텔레프레전스 장

비와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서비스 등 전체 시장은 2007년 1억 2천6백만 달
러 수준에서 2013년에 이르면 거의 2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ABI 러 수준에서 년에 이 면 거의 억 달러에 달할 것 전망 (
research社)

▫ Cisco와 Polycom사 텔레프레전스 시장 70% 이상 점유(IDC, 2010)

• 기보유 기술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스마트워크 규격 마련
필요

단순 SI가 아닌 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조화가 필요함▫ 단순 SI가 아닌, 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조화가 필요함
▫ 프레임워크, 시나리오, 연동, 보안, 인증 등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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