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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원격 재택근무의 정착이 예상되는 가운데 효율
적인 근무를 위한 방법이 제시됐다.
뷰티스트림즈

진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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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BEAUTYSTREAMS 모델을 통한 시사점’ 웨비나를 통해 자사의 업무 방식을 공유하는 한편
근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직원과 기업이 취해야 하는 태도에 대해 짚었다.

진 대표는 우선 “코로나19 이후 유사시에도 지속가능한 원격 재택근무 시스템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며 “코로나19가 진정된 뒤에도 원격 재택근무는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의 일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하며 자사 업무 시스템을 소개했다.
뷰티스트림즈는 전 세계 각국에서 200명의 전문가들이 일정 인터넷을 통해 상호 교류하는
‘리무트 하이브 시너지(Remote Hive Synergy)’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꿀벌들이 모이는 벌
집(Hive)이라는 말처럼 모든 팀원이 기업의 중요한 일부로서 독자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원격
근무 방식이다.
진 대표는 이러한 업무 경험을 토대로 원격 재택근무의 장점을 설명했다.
우선 직원 입장에서는 출퇴근 스트레스 감소, 사내정치 등 소모적인 일 감소, 워라밸 유지 를
꼽았다.
사회와 기업 입장에서는 대도시 인구 감소로 인구밀도 완화, 온실가스 감축으로 환경문제 해
결, 사무실 비용 절감, 필요한 인재를 국가나 장소와 무관하게 채용 가능한 효율성 등을 꼽았
다.
또 일과 주거가 공존하는 새로운 업무 모델이 등장하고 온라인 강의가 확산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으로는 원격 재택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직원과 기업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직원 입장에서는 쉬는 곳과 일하는 곳의 구분이 어려워져 생산성이 떨어지고 소속감이 상실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집 안에 ‘나만의 사무실’을 구축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이가 있을 경
우 일정 시간 동안 가족에게 맡기는 등 가족 구성원과의 조율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일의 시작과 끝을 스스로에게 인식시키는 ‘스위치 온·오프’
통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회사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취해 소속감을 상기시킬 필요성도 제시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팀원들의 근무여부 확인 어려움, 업무의 품질유지 필요, 상호 협조 문화 구
축의 어려움 등이 지적됐다.
진 대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과 기업이 서로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선제돼야 한다
고 말했다.
기업은 업무의 목표와 원하는 결과를 명확하게 공유하고 직원에게 일정 관리를 전적으로 맡

기면서 과정보다는 결과를 먼저 봐야 한다.
또 매사에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한편 각자가 업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음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력이나 지위와 관계없이 모두의 의견을 듣고 존중할 수 있는 개방적인 토론과 능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로 인재의 이탈을 막고 혁신적인 조직 문화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진 대표는 “원격 재택근무는 직원과 기업의 마인드셋(mindset)이 선제되지 않으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며 “직원은 자신이 기업의 중요한 구성원임을 늘 자각하고 기업은 직원을
믿으며, 양측이 수평적이고 인간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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