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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작업이 유행하면서 직원이 어느 위치에서나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채용 관리자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2/3에 가까운 회사가 원격 작업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격으로 근무하는 미국인의 수는 2025년까지 팬데믹 이전 수준 대비 8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1

클라우드 기반 도구 및 기술을 사용하면 원격 팀의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도입한 
회사의 직원은 여러 지역에서 사실상 디바이스의 제약 없이 데이터와 리소스에 신뢰 가능한 방식으로 
액세스하여 평소 업무 공간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 도구는 협업, 고객 
서비스 및 보안에 도움이 됩니다. 

귀사의 직원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완료하고 협업을 통해 최고의 성과를 내는 데 필요한 기술 및 
도구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아래에서 귀사가 현재 제공하는 지원 옆에 있는 상자에 확인 표시하세요. 
확인 표시하지 않은 상자는 원격 직원을 위해 효율성, 협업 및 보안 수준이 더 뛰어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나타냅니다.

커뮤니케이션 지원 

Society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의 최근 설문 조사에 따르면 직원의 참여 및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원격 협업 도구가 전 세계 기준 최고의 기술 투자임이 확인되었습니다.2 귀사에는 다음을 
지원할 수 있는 도구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팀워크. 팀이 사무실 내 위치나 디바이스에서 또는 사무실 외부에서 회사 안팎의 사람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화면을 공유하고, 채팅하고, 통화할 수 있는 전화 및 화상 회의. 

� 협업 및 프로젝트 관리. 팀이 서로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협업할 수 있는 문서 공유 및 

워크플로 관리. 

�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 또는 위치에 관계없이 민감한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안전하게 전송하고 

저장할 수 있어 회사 및 고객 정보를 보호해 주는 도구. 

� 시각적 업무 공간. 개인 정보 보호 표준을 준수하면서 그룹으로 순서도 및 와이어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공유 다이어그램 작성 및 데이터 시각화 도구. 

보안이 우수한 원격 인력을 구축해야 하는 필요성



03© 2022, Amazon Web Services, Inc. 또는 자회사. All rights reserved.

필수 기술 

기업은 각 직원이 위치에 관계없이 사무실 환경과 동일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직원 생산성을 
유지하거나 증대할 수 있습니다. 귀사에는 다음을 지원할 수 있는 도구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가상 데스크톱. 직원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컴퓨팅 환경, 애플리케이션 및 데이터에 

액세스. 

� 보안 액세스. 다중 인증, 전송 중 데이터 및 저장 데이터 암호화, 역할 기반 액세스 제어, 

데스크톱에 액세스할 수 있는 주체 제한을 통해 데스크톱 보호 강화. 

� 디바이스에 구애받지 않는 생산성. 여러 디바이스와 위치에서 생산적으로 작업하기 위해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및 하드웨어에 액세스.

고객 서비스 도구
현재의 비즈니스 판도에서는 고객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며, 고객 충성도를 위해서는 훌륭한 
서비스가 필수적입니다. 귀사에는 다음을 지원할 수 있는 도구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옴니채널 서비스. 여러 마케팅 및 영업 채널의 정보를 종합해 주는 개인화된 솔루션. 

� 사전 예방적 서비스. 고객 프로필, 실시간 추천 답변, 문제 해결 후속 조치 업무를 실현하여 고객 

지원 팀이 사전 예방적이고 생산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강화해 주는 기술.

� 개인화. 챗봇, 대화형 음성 응답, 고객 질문에 대한 추천 답변, 고객 감정 업데이트 등의 고객 지원 

기능을 추가해 주는 인공 지능(AI) 및 기계 학습(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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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고 복원 가능한 인프라
직원 생산성의 근본적인 요인은 바로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실시간에 가까운 IT 가용성입니다. 가동 
중지 시간이 발생하면 팀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사에는 다음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중복성. 서비스 중단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한 보조 네트워크 연결 계획.

� 데이터 백업. 지리적으로 별개의 위치 2곳 이상에 중복 저장된 정보.

� 비즈니스 연속성. 중단 또는 네트워크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인프라를 빠르게 

복원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계획, 팀 및 리소스.

자동화되고 강화된 보안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및 하드웨어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여 문제가 시작되기 전에 
이를 감지하고, 통지하고, 완화하면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귀사에는 다음을 지원할 수 있는 도구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거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의심스러운 활동이 발생하지 않는지 시스템을 거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위협을 감지하고 빠르게 완화하는 도구. 

� 액세스 제어.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 및 리소스에 액세스 가능한 주체와 액세스 가능한 정보 

및 리소스의 종류에 적용되는 제한. 

� 규정 준수 및 보증. 직원이 근무하는 모든 지역과 업계에서 데이터 및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 암호화. 위치와 디바이스 간에 저장 데이터 및 이동 중 데이터 강력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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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평가에서 언급된 도구 중 하나라도 귀사에 없는 항목이 있다면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클라우드 기반 기술을 도입한 기업은 각 직원이 위치에 관계없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작업하는 데 필요한 장비, 리소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직원 생산성 
도구가 없는 회사는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평가에서 습득한 내용을 토대로 각 팀원이 효율성을 발휘하고, 
협업하고, 고객을 지원하고, 더 생산적으로 작업하여 회사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사전에 
도입하세요.

AWS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1      Upwork, “Future Workforce Report 2021: How Remote Work is Changing Businesses Forever”,  
www.upwork.com/research/future-workforce-report

2      SHRM, “The Future of Work Arrives Early”, www.shrm.org/hr-today/trends-and-forecasting/research-
and-surveys/Pages/The-Future-of-Work-Arrives-Early.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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