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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은 필수
2020년 3월에 많은 기업이 갑자기 원격 근무로 
전환했습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기업은 필요에 
따라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사무실 문을 닫고 
신속하게 완전 디지털 직장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를 비상 상황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즉 
일시적인 작업 환경 변화이며 수개월 내에 “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사실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직장의 
모습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직장 형태의 전환을 가속한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 지능 업체인 IDC는 올해 열린 Slack 
Frontiers 가상 컨퍼런스에서 모든 기업에서 
지난 6개월 동안 평소라면 5년이 걸릴 디지털 전환 
계획을 실행했다는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여기에는 
직장 동료와 온라인으로 협업하기 위한 도구도 
포함됩니다.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으니 잘 닫아보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리서치 기업 Gartner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놀랍게도 기업 경영자의 82%
가 감염 사태가 끝나 정상 출근이 가능해져도 
직원이 재택근무를 원한다면 일부 허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Slack에서 자체적으로 전 세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서도 지식 노동자의 
72%가 경영진과 마찬가지로 출근과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모델을 원했습니다.

이는 좋은 현상입니다.

2020년은 다사다난한 한 해였지만 Slack의 첫 
분기 원격 근무자 경험 지표를 보면 거의 모든 
원격 근무 관련 지표가 긍정적이었습니다.

원격 근무자는 일과 삶의 균형이 더 좋아졌고, 
작업 방식이 더 만족스러워졌고, 작업 스트레스가 
감소했고,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보다 생산성이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한 가지 부정적인 면이 있다면 
직원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아 소속감이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https://slack.com/frontiers
https://slack.com/frontiers
https://www.gartner.com/en/newsroom/press-releases/2020-07-14-gartner-survey-reveals-82-percent-of-company-leaders-plan-to-allow-employees-to-work-remotely-some-of-the-time
https://slack.com/blog/collaboration/workplace-transformation-in-the-wake-of-covid-19
https://slack.com/blog/collaboration/workplace-transformation-in-the-wake-of-covid-19
https://slack.com/blog/collaboration/workplace-transformation-in-the-wake-of-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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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은 필수

-5 30

원격 근무자 경험 지표
원격 근무자 경험 지표는 생산성, 소속감, 일과 삶의 균형과 같은 직장 생활의 주요 요소에 
대한 인식을 측정합니다.

0 5 10 15 20 25

소속감 -5

생산성     10.7

일에 대한 스트레스 또는 강박     17.3

작업 방식 만족도     20.1

일과 삶의 균형     25.7

지표 총계     13.8

출처: Slack에서 리서치 기업 GlobalWebIndex에 수주한 원격 근무 설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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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감은 그냥 있으면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소속감은 직원이 장기간에 걸쳐 다른 회사로 
떠나지 않고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격 근무의 새로운 세상에서 직원의 소속감은 
기술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인사 문제입니다.

이제 예전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IT 
업계를 주도하는 기업으로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고, 기업의 문화와 니즈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솔루션을 통해 이러한 동향에 대처하는 것은 
고객의 몫입니다.

사무실 밖에서의 협업으로 이동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는 열쇠는 한곳에 모여 
근무하는 관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직원은 
도심 한가운데 있는 고층 건물에서 근무하든 집에 
있는 여분의 침실에서 근무하든 생산성과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IDC에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중요한 일곱 가지 기술을 
찾아냈습니다. 

1. 팀 협업 솔루션
2. 장치 관리 및 보안
3. 비디오 컨퍼런스 애플리케이션
4. 기존 사무실 생산성 제품군
5. 전자 서명 소프트웨어
6. 기업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는 VPN
7. 콘텐츠 공유 및 협업
출처: “COVID-19 Impact on IT Spending Survey: 
COVID-19 Impact on Expected Security Spend Varies 
by Market Vertical and Size of Business,” IDC, 2020년 6월

이러한 기술은 사무실 내 협업에서 디지털 협업 
으로의 전환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회의실, 
사내 네트워크, 장치 액세스 및 커뮤니케이션은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클라우드로 이전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단순히 사무실 문화를 
디지털화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원격 근무로의 
전환 덕분에 우리 모두는 협업 방식을 바꿀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는 
협업에서 어디에서든 가능한 협업으로 바꿀 보기 
드문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미국에서 매년 근무 태만으로 생산성이 떨어져 입는 
손해를 환산하면 4,830억~6,050억 달러입니다.

이직으로 인한 구인 비용은 평균적으로 직원 연봉의 50%
입니다.

“협업 기술을 채택하는 것만 
보아도 5년에 걸쳐 일어날 일이  
6개월 만에 일어났습니다.”
출처: “Human, Inclusive, Flexible: Insights on Remote 
Collaboration,” Slack Frontiers 2020

협업은 필수

https://www.idc.com/getdoc.jsp?containerId=US46541020
https://www.idc.com/getdoc.jsp?containerId=US46541020
https://www.idc.com/getdoc.jsp?containerId=US46541020
https://www.idc.com/getdoc.jsp?containerId=US46541020
https://www.gallup.com/workplace/238085/state-american-workplace-report-2017.aspx
https://www.gnapartners.com/resources/articles/how-much-does-employee-turnover-really-cost-your-business
https://slack.com/frontiers
https://slack.com/front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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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화의 시기에 기회를 잡으려면 직원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소프트웨어는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여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 시간과 관심을 쪼개야 한다면 집중력과 
생산성이 떨어질 것은 뻔합니다.

이를 피하려면 원격 근무자가 필요한 모든 
업무용 소프트웨어와 기술에 원활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환상적인 단일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모든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가상 공간에 통합
원격 근무자를 지원하려면 IT의 기술적인 요구 
사항과 직원의 인간적인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고, 확장 
가능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작업자의 
인간적인 면과 직원의 지지, 효율성 그리고 참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Slack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Slack을 직원과 경영진이 함께 일하는 디지털 
공간이자 가상 사무실로 생각하십시오. 
핵심 애플리케이션과 생산성 소프트웨어가 
커뮤니케이션 워크플로와 합쳐져 방해 없이 
작업할 수 있습니다. 여러 팀이 디지털 버전의 
회의실에서 협업합니다. 직원은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 서로 친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엔터프라이즈급 보안으로 둘러싸여 99.9%의 
안정적인 가동률을 보장합니다.

게다가 Slack은 업무용 건물과는 달리 원격 
근무자, 공유 근무자 또는 하이브리드 근무자가 
늘어 필요하다면 확장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관리 
도구, 무제한 채널 그리고 방대한 소프트웨어 통합 
덕분에 규모나 복잡도와 상관없이 기업 전체에서 
Slack을 완벽하게 사용자 정의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Slack은 단일 플랫폼에서 디지털 협업의 일곱 
가지 중요한 요소를 모두 제공해 원격 협업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성공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하도록 돕습니다. Slack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방법으로 이를 달성합니다.

1. 직원 참여도 Slack은 자유로운 정보 흐름, 
실시간 답장 그리고 직관적인 커뮤니케이션 
워크플로를 통해 조직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도록 하고 구성원을 서로 연결합니다.

2. 상호 운용성 Slack은 기업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도구에 마찰 없이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에서 투자한 다른 
소프트웨어의 ROI를 늘려줍니다.

3. 보안성 Slack은 작업자가 내부에서 일하든 
외부에서 일하든 엔터프라이즈급 보안을 통해 
기업의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작업자가 언제 어떤 장치를 
사용하든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리소스에 안전하게 
액세스하려면 기술 평준화가 
필요합니다.” 
 
출처: “COVID-19 Impact on IT Spending Survey: 
COVID-19 Impact on Expected Security Spend Varies 
by Market Vertical and Size of Business,” IDC, 2020년 
6월

협업은 필수

https://www.idc.com/getdoc.jsp?containerId=US46541020
https://www.idc.com/getdoc.jsp?containerId=US46541020
https://www.idc.com/getdoc.jsp?containerId=US465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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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공을 위해 직원의 목표 
동조화와 참여를 증폭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한 
이유는 다로 디지털이라는 것입니다. 받은 
편지함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없으며 사용하는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가 
저번 주말을 어떻게 보냈는지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형의 혜택에 아닙니다. 
사람이 집중력을 유지하고 최대의 성과를 내려면 
커뮤니티와 목적의식이 필요합니다.

분석과 조언을 제공하는 기업인 Gallup에 따르면 
직원 참여도가 높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수익성이 23% 높았으며 직원 복지가 66% 
증가한다고 합니다.

반면 작업자가 태만하면 생산성이 떨어져 매년 
4,830억 달러에서 6,050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직원이 기업에 소속감을 느끼도록 하려면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작업자의 87%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이 투명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Slack에서 
실시한 State of Work 설문 조사를 통해 조직의 
비전과 직원의 참여도 및 성과 사이의 시사점과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설문 조사 결과 기업의 전략과 목표를 
이해하고 이에 동의하는 직원은 전략적인 
비즈니스 결정을 내리며 전반적으로 더 주도적이고 
혁신적으로 일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따라서 투명성이란 일반적인 사내 메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가시성과 정보, 직장 동료 그리고 
경영진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원 참여도가 높은 기업은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수익성이 
23% 높습니다.”
출처: “Employee Engagement and Performance: Latest 
Insights from the World’s Largest Study”, Gallup

https://www.gallup.com/workplace/321032/q12-meta-analysis-executive-brief-2020.aspx
https://www.gallup.com/workplace/238085/state-american-workplace-report-2017.aspx
https://slack.com/blog/transformation/trust-tools-and-teamwork-what-workers-want
https://slack.com/state-of-work
https://a.slack-edge.com/80588/marketing/downloads/state-of-work/Slack_State_of_Work_2019.pdf
https://www.gallup.com/workplace/321032/q12-meta-analysis-executive-brief-2020.aspx
https://www.gallup.com/workplace/321032/q12-meta-analysis-executive-brief-2020.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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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공을 위해 직원의 목표 동조화와 참여를 증폭

전통적인 사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메일, 전화, 
회의)은 투명성과는 거리가 매우 멉니다. 기업 
소유주의 55%가 자신의 기업이 “매우 투명하다”
고 하지만 직원의 18%만이 그 주장에 동의합니다.

분산 업무가 새로운 표준이 된 시대에 기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업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기업 전체에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개방하는 Slack
요즘에는 일대일 커뮤니케이션만으로는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일대일 커뮤니케이션은 
사일로를 만들고 작업자를 서로 고립시키며 
협업하기에는 근본적으로 불충분합니다. Slack은 
전통적인 접근 방법을 다양한 팀에 속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프로젝트는 물론 자신의 
업무 관련 문제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 형식으로 대체합니다.

Slack은 채널 기반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를 
달성합니다. 채널은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주제 
또는 팀을 위해 만들어진 별도의 공간입니다. 
이러한 채널에서 대화가 이루어질 때 관련 있는 
팀원은 대화에 참여하고 모두가 대화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기업 소유주의 55%가 자신의 
기업이‘매우 투명하다’고 하지만 
직원의 18%만이 그 주장에 
동의합니다.”
출처: “The Future of Work Study,” Slack, 2018년

https://slack.com/blog/transformation/trust-tools-and-teamwork-what-workers-want
https://slack.com/blog/transformation/trust-tools-and-teamwork-what-workers-want
https://slack.com/intl/en-cz/blog/transformation/trust-tools-and-teamwork-what-workers-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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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기반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여러 중요한 
방법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합니다.

채널 기반 메시지는 프로젝트, 주제 및 팀의 
지식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음

상태 업데이트가 더 이상 받은 편지함에 고립되지 
않아 관리자나 팀원이 필요한 정보를 찾느라 
편지함을 뒤지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모든 
프로젝트 커뮤니케이션이 한곳에 집중되어 검색이 
수월합니다.

글로벌 호텔 검색 플랫폼인 trivago에서는 
Slack으로 전환하기 전에 내부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정보가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일대일 대화에 
묻혀 있는 경우가 많아 찾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어려웠습니다. 직원도 정보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고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trivago 조직 솔루션 부서의 전략적 프로젝트 
책임자 Tomas Schwaighofer Perez는 “[Slack
을 도입하기 전에는] 회사에는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7~8개 정도 있었습니다. 각 팀은 원하는 
도구를 사용했죠.”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제 trivago의 모든 팀이 Slack에서 작업합니다. 
Slack은 팀이 일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혁신하는 
방법을 변화시켜 뒤셀도르프, 팔마, 라이프치히, 
암스테르담에 있는 trivago의 4개 영업소 간 
거리를 줄여 주었습니다.

더 빠른 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채널 기반 
메시지

채널에서는 대화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직원은 원하는 답이나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명의 
이해관계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대신 채널을 
통해 주제와 관련된 모든 이에게 질문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주저 없이 대화에 
뛰어들어 질문자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티켓 판매 업체인 Fandango에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제기되면 엔지니어링팀에서 해당 문제를 
위한 일회성 채널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합니다. 
문제와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들은 이 채널에서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 협업합니다.

“팀과 함께 Slack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전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타임라인을 볼 수 있는 
기능은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한밤중에 발생한 
문제에 대응할 때는 더 그렇죠.” Fandango 
엔지니어링 부사장 Paul Zimny가 말합니다.

“[Slack을 도입하기 전에는] 
회사에는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7~8개 정도 있었습니다. 각 팀은 
원하는 도구를 사용했죠.”
Tomas Schwaighofer Perez
trivago 조직 솔루션 부서의 전략적 프로젝트 책임자

https://slack.com/customer-stories/trivago
https://slack.com/customer-stories/fandango


채널 기반 메시지는 직원이 기업의 큰 그림에 
엑세스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직원은 회사의 운영과 전략에 대한 가시성을 
원합니다. Slack은 팀 간 작업자 가시성을 
허용하는 동시에 경영진에서 직원과 소통하기 
쉽게 해 이러한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가정용품 소매기업인 Wayfair에서는 Slack
을 활용해 팀이 서로 같은 목표를 가지도록 
하고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직원들이 가시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Wayfair는 회사 업데이트, 
직원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리소스, 집에서 
일할 때 도움이 되는 기술적인 팁을 제공하는 
뉴스레터를 공유하기 위한 글로벌 공지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Wayfair는 또한 Slack 채널에서 
진행하는 경영진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AMA) 
세션의  빈도를 높여 경영진이 대다수의 직원과 
대화하도록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채널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역할과 
팀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고객을 만족시키고 
회사를 키우는 중요한 문제와 관련하여 조직 
전체를 통합시켜 줍니다.

연결된 원격 문화를 구축하는 커뮤니티 채널

하지만 기업과 직원이 목표를 공유하려면 업무 
위주의 커뮤니케이션 이상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매시간 동료와 커뮤니케이션하는 지식 노동자가 
회사와 가장 동질감을 느끼고 업무에 몰두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Slack 사용자들은 참여도가 높고 활동적입니다. 
평균적인 Slack 사용자는 근무일당 120분 정도 
Slack을 사용하여 작업을 처리하고 직장 동료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직장 동료와의 유대감이 발휘하는 힘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Gallup에서는 직장 동료와의 끈끈한 
유대감과 수익 증가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직원의 60%가 “
업무할 때 최고의 친구”가 있는 기업은 이익이  
12% 증가합니다.

Slack은 유기적인 대화 흐름을 가능하도록 해 
사람들이 서로 떨어져 있어도 쉽게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채널 기반 메시지는 
이메일보다 더 편안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합니다. 이모티콘 
반응이나 GIF와 같은 기능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자신이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말하고 직장 동료와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도록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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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Slack을 사용해 
업무를 완수하는 것을 선호함 
근무일당 Slack에 
 
10시간 이상
연결

근무일당 최대 120분 
동안 
Slack 을 사용

주간 작업 수
50억 건 이상

•  메시지 읽기 및 쓰기

•  파일 업로드하기 및 코멘트 달기

•  검색 수행

•  앱과 상호 작용

https://slack.com/intl/en-in/blog/collaboration/wayfair-pivot-remote-work-slack
https://slack.com/blog/collaboration/getting-executive-communications-right
https://slack.com/state-of-work
https://www.gallup.com/workplace/236213/why-need-best-friends-work.aspx
https://www.gallup.com/workplace/236213/why-need-best-friends-work.aspx


사람이 쉽게 고립될 수 있는 원격 환경에서 이런 
세부 사항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Slack 사용자의 
88%가 Slack을 사용하면 직장 동료가 정보를 
교환할 때 소외되지 않는다고 하며 87%가 Slack
이 자신의 업무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Slack은 업무 대화와 협업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 외에도 직장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같은 
관심사를 통해 유대 관계를 구축하는 커뮤니티를 
만들도록 도와줍니다.

Wayfair에서 원격 근무로 돌아갔을 때 Slack 
채널에서 작업하면 팀이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예는 재택근무 시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도록 다양한 보건 및 
피트니스 팁을 알려주는 #wellness-at-wayfair 
채널입니다. 아이를 가진 직원들 역시 채널을 
만들어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일할 때의 장점과 
단점을 올렸습니다.

원격 근무자가 고립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이런 
종류의 커뮤니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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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응답자의 88%가 Slack을 사용하면 직장 동료가 
정보를 교환할 때 소외되지 않는다고 함

설문 응답자의 87%가 Slack이 자신의 업무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함

출처: “The Future of Work Study”, Slack

Slack은 커뮤니티의 장벽을 허물어  
팀원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투명성은 
직원이 어느 곳에 있든 한팀으로 
뭉쳐 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https://slack.com/blog/transformation/trust-tools-and-teamwork-what-workers-want
https://slack.com/blog/transformation/trust-tools-and-teamwork-what-workers-want
https://slack.com/intl/en-in/blog/collaboration/wayfair-pivot-remote-work-slack
https://slack.com/blog/transformation/trust-tools-and-teamwork-what-workers-want


12

조직 전반에서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 통합
비즈니스를 운영하려면 앱 수십 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디오 컨퍼런스,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 생산성 제품군,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 
등 사용자는 조직 전체에서 끊임없이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업무를 처리합니다.

얼핏 보면 이는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사용자가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앱을 왔다 갔다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생각해보면 문제입니다. 저희는 
지식 노동자의 64%가 단순히 일상 업무에 필요한 
앱을 전환하기 위해 매일 30분 이상을 허비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직원 한 
사람당 130시간 이상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직원이 2,000명이라면 기업에서 단순히 데이터를 
옮기고 앱을 전환하는 데 연간 260,000시간을 
허비합니다. 가치를 창출하거나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파편화되어 있으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의 팀과 데이터가 서로 
연결되지 않은 도구에 분산되어 있으면 중요한 
프로세스에서 병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잠재 고객이 제안 요청서(RFP)
를 달라고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래처 담당자가 Outlook으로 RFP를 받습니다. 
이제 거래처 담당자는 그 제안을 고객에게 넘기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과 정보를 모아야 합니다.

담당자는 먼저 사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목록에 
해당 이메일을 전달하며 질문하거나 RFP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담당자는 이 포괄적인 이메일 
목록에 해당 거래를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이에 의지합니다. 
담당자는 또한 그들이 이메일을 확인하고 시간 
내에 답장을 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식 노동자의 64%가 단순히 
일상 업무에 필요한 앱을 
전환하기 위해 매일 30분 이상을 
허비합니다.”
출처: “The State of Work”,  Slack

https://slack.com/state-of-work
https://slack.com/state-of-work
https://slack.com/state-of-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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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담당자는 고객에게 제안을 보내기 위해 
필요한 핵심 파일과 데이터에 액세스하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의 이메일 전달 
목록에 포함된 사람들도 그런 파일이나 데이터에 
액세스하지 못해 상관에게 이를 요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정보를 한곳에서 모으고 보낼 수 
없습니다.” Slack의 제품 관리부장 James 
Colgan이 말합니다. “정보는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개인 OneDrive 폴더 또는 SharePoint 사이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는 Salesforce 같은 
SaaS 애플리케이션에 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와 
지식을 모으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오류가 
실수하기 쉽습니다.” 

팀에서 주고받은 이메일을 읽으며 정보를 찾고 
여기저기에서 승인을 받느라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처 담당자가 조금 더 주도적이라면 승인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자 회의를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거래처 담당자가 모든 
팀원을 알 수 없으므로 중요한 이해관계자에게 
메일을 보내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첫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거래처 
담당자에게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빠졌다고 
지적해서) 회의를 또 하거나 RFP에서 중요한 
의견이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거래 제안이 훨씬 느리게 진행되며 필요한 만큼 
정확해지지도 않습니다.

생산적으로 일하려면 모든 직원이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정보 상호 
운용입니다. 시스템이 서로 대화하고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최종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을 간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거래 실행 지연거래 체결 지연

잠재 고객 제안서를 위한 
협업이 이메일 때문에 지연됨

중요한 데이터와 지식이 
여러 도구에 분산되어 있음

 생산적인 회의를 진행할 
책임이 예약자에게 있음

의사결정 지연



소프트웨어 ROI를 최대화하려면 정보 상호 운영이 
꼭 필요합니다. 기술 스택이 통합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앱을 전환하는데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Slack을 업무에 사용하는 모든 주요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는 단일 플랫폼이 되도록 
설계한 이유입니다. Slack의 공동 설립자 겸 CEO
인 Stewart Butterfield는 자주 “소프트웨어 
예산 98%의 효율을 높여주는 나머지 2%의 
예산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기능이 풍부하고 사용하기 쉬운 앱 디렉토리 
와 워크플로 빌더로 이를 달성합니다.

모든 도구를 한곳으로 
연결해주는 Slack
Slack은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과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협업 플랫폼에 통합해 정보 사일로를 
없앱니다. 앱 디렉토리 기능은 전 세계 기업에서 
사용하는 2,300개가 넘는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통합합니다.

이러한 통합을 통해 고객은 Slack에서 중요한 
소프트웨어를 실행해 데이터를 찾고, 워크플로를 
시작하고, 이메일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14

조직 전반에서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 통합

“정보가 한곳에만 존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보는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개인 OneDrive 
폴더 또는 SharePoint 사이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는 Salesforce 같은 SaaS 
애플리케이션에 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와 지식을 모으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오류가 실수하기 
쉽습니다.”
James Colgan
제품 관리 부장, Slack

https://ironcreativeworkspace.slack.com/apps
https://slack.com/features/workflow-automation
https://ironcreativeworkspace.slack.com/a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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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통합

Slack 통합은 앱을 전환하느라 허비하는 시간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투명한 협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영업 인력은 앞의 예에서처럼 조직에 퍼져 있는 
사일로를 뒤지느라 시간을 보내는 대신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실시간으로 협업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는 것으로 Salesforce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업데이트하거나, Outlook 
이메일을 기반으로 대화 스레드를 시작하거나, 
Slack에서 직접 Jira나 Asana 작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Slack을 사용하는 영업팀이 Slack을 사용하지 
않는 영업팀에 비해 거래 주기가 13% 짧은 
이유가 쉽게 이해됩니다. 
 

하지만 혜택을 보는 것은 영업팀만이 아닙니다. 
많은 산업군과 직업군에 속한 팀에서 Slack
의 정보 상호 운용 능력이 주는 혜택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식품 배달 업체 Deliveroo에서는 Slack으로 
Trello, Google Calendar 및 Google Docs
를 통합해 손쉽게 글로벌 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연결된 생태계를 제공합니다.

Deliveroo의 CIO Will Sprunt는 “Slack과 
Google Docs를 조합하면 시너지가 크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문서에 
코멘트를 다는 즉시 해당 코멘트가 Slack에 
나타나므로 모두가 협업해 해당 코멘트가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양방향으로 즉시 일어나는 것을 보면 Slack과 
Google Docs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단한 협업 방법이라 할 수 있죠.”

Deliveroo는 또한 Slack 통합과 비즈니스 지능 
플랫폼인 Looker에 의지해 주목해야 할 데이터 
포인트를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고객이 
첫 주문을 했거나, 거래처 담당자의 주간 매출이 
상당히 늘었다면 거래처 담당자가 속한 팀은 
Slack에서 자동으로 핑을 받게 됩니다.

팀은 이를 통해 데이터 포인트에 압도되지 않고 
정말 중요한 사항에만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Deliveroo에서는 이를 통해 노력을 집중해야 할 
곳에 집중해 효율성이 크게 올라갔다고 합니다.21%

잠재 고객 대응 시간 가속화 비율

16%
판매 제안 제출 시간 단축

13%
전체적인 사이클 단축  
출처: The business value of Slack

https://slack.com/resources/why-use-slack/new-idc-analysis-the-value-of-slack-for-the-enterprise
https://slack.com/resources/why-use-slack/new-idc-analysis-the-value-of-slack-for-the-enterprise
https://slack.com/customer-stories/deliveroo
https://a.slack-edge.com/eaf4e/marketing/downloads/resources/IDC_The_Business_Value_of_Slack.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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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플랫폼 HubSpot은 Slack 통합과 
채널을 사용해 Jira에서의 작업 프로세스를 
간소화합니다. HubSpot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제품 관리자는 Jira를 통해 고객 
지원팀과 상호작용하지만 받은 편지함이 금세 Jira 
알림으로 넘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자신의 Slack 채널에서 
Jira 티켓에 대해 멘션 되면 알림을 받습니다. 
HubSpot의 비즈니스 기술 부사장 Ryan Ward
는 “중요한 점은 프로젝트 관리자와 엔지니어가 
이런저런 문제점을 뒤져 가장 긴급한 고객 문제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고객 서비스팀 역시 Slack에서 작동하는 Twitter 
통합을 사용하여 Twitter 지원 채널에 처리 버튼과 
함께 글을 올리는 @HubSpotSupport 핸들을 
모니터링합니다. 이는 팀이 고객 대응을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인 Autodesk는 Slack을 사용해 
실시간 긴급 대응을 실현합니다. Autodesk의 
엔지니어링 팀은 Slack에서 Jira 및 PagerDuty 
통합을 이용하여 프로세스 속도를 최대한 높이고 
있습니다.

PagerDuty 통합에서 경고가 전송되면, 장애 사건 
번호를 사용해 Slack 채널이 생성됩니다. 장애를 
인지한 엔지니어는 채널에 뛰어들어 장애가 
해결될 때까지 다양한 솔루션을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그룹에 다시 전달합니다.

“이 실시간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Autodesk의 공개 소스 부장 Guy 
Martin의 말입니다. “또한 그러한 장애의 결과를 
보관할 수 있으므로 엔지니어가 향후에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팀이 어떤 일을 하든 또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든 Slack 통합이 모두가 더 빨리, 더 잘 
그리고 스마트하게 작업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예산 98%의 효율을 
높여주는 나머지 2%의 예산이 
되고 싶습니다.”
Stewart Butterfield
Slack 공동 설립자 겸 CEO

Slack과 함께 사용하는 주요 통합 앱:

Google Calendar Google Drive

Trello Looker

Salesforce GitHub

https://slack.com/customer-stories/hubspot
https://slack.com/customer-stories/auto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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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ck으로 워크플로 자동화

하지만 Slack의 정보 상호 운용 기능은 제삼자 
통합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Slack의 워크플로 빌더 
를 사용하면 누구든 사용자 정의 Slack 봇을 
만들어 여러 앱에서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 빌더는 코드가 아니라 시각적으로 
운영하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하면 바쁜 IT 부서에서 
자동화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워크플로를 설정하면 티켓을 업데이트하거나, 
양식을 통해 데이터나 피드백을 수집하거나, 
비즈니스 지능 도구 또는 CRM에서 중요한 정보를 
찾는 등 여러 앱과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전환해야 
했던 작업을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워크플로는 Slack에서 봇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전자 상거래 플랫폼 Shopify는 “Spy”라는 
봇을 만들어 팀이 티켓 처리, 상점 거래량과 매출 
데이터, 장애 등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직원은 
간단한 Slack 명령인 “/spy + [행동]”을 사용해 
Slack 워크스페이스 내에서 필요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Slack 도구를 구축한 주된 이유는 모든 
장애를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일관된 워크플로를 
만들고 이 워크플로가 원활하게 운용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도구 덕분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hopify의 수석 제품 엔지니어 
John Arthorne가 말합니다.

https://slack.com/blog/productivity/connect-workflow-builder-to-everyday-tools
https://slack.com/customer-stories/shop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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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ck에서도 봇을 사용해 편하게 작업합니다.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봇은 사용자 정의한 Midas 
Touch 앱이며 이 앱은 영업팀이 매달  
5,000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전에는 저희 영업 담당자가 Slack이 고객의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앱과 대시보드, 스프레드시트를 뒤져 
고객에게 제공할 프레젠테이션에 필요한 고급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영업 담당자는 데이터로 
가득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기 위해 몇 시간을 
소비했지만 Midas Touch는 Salesforce, Looker 
그리고 Google Slides와 함께 같은 작업을 몇 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봇 워크플로]는 말 글대로 매달 수천 시간의 
수작업을 줄여 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직원 
참여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Slack의 
비즈니스 기술 및 IT 부서장 Stephen Franchetti
의 말입니다.

이는 Slack으로 생성할 수 있는 정보 상호 운용의 
작인 예일 뿐입니다. Slack은 단순한 협업 도구가 
아닙니다. 자유롭게 사용자 정의할 수 있는 
비즈니스 본부입니다.

“[봇 워크플로]는 말 글대로 매달 
수천 시간의 수작업을 줄여 
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직원 
참여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Stephen Franchetti
비즈니스 기술 및 IT 부서장, Slack

https://slack.com/blog/productivity/slack-app-saves-sales-team-5000-hours-a-month
https://slack.com/blog/productivity/slack-app-saves-sales-team-5000-hours-a-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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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프라이즈급 보안으로 원격 
근무자 보호
원격 작업으로 급작스럽게 변하는 바람에 많은 
IT 부서에서 보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에는 장치와 네트워크 액세스를 철저히 
통제했던 기업은 이제 분산되어 있고 대부분 
자신의 장치를 사용하는 직원에게 같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기 위해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계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IT 리더의 84%
가 원격 작업자가 생기면서 데이터 손실을 막기가 
더 어려워졌으며 직원의 48%가 재택근무 시 
데이터 보안에 덜 신경 쓴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IT 부서에서 VPN이 제공하는 개선된 
보안을 선호하지만 가끔 원격 작업자의 생산성에 
악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NetMotion은 모바일 
직원 경험 보고서를 통해 모바일 작업자의 41%
가 연결 문제가 가장 골치아프다고 했으며 많은 
이런 문제가 VPN 탓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IT 리더가 사용자 경험과 데이터 보안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로 트러스트 
모델은 클라우드를 우선하는 아키텍처와 사용자 
인증에 기대 보안과 연결성을 모두 제공하는 
유망한 대안입니다.

제로 트러스트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에 모든 것을 넣기보다는 개인 리소스에 
작은 경계를 설정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각 
액세스 포인트에서 보안을 강화할 수 있으며 내부 
서버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따라서 이 모델이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과 독점 
데이터에서 잘 작동한다면 이를 커뮤니케이션에도 
적용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데이터 유출의  
90%가 이메일에서 시작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여전히 이메일을 사용해 
커뮤니케이션합니다. 데이터가 유출될 때마다 
기업은 평균적으로 3백 8십 6만 달러의 비용을 
치릅니다.

기업에서 보안이 가장 약한 부분이 기업 전체의 
보안 수준입니다. 협업 도구가 그런 약한 고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https://www.tessian.com/research/the-state-of-data-loss-prevention-2020/
https://www.tessian.com/research/the-state-of-data-loss-prevention-2020/
https://cdn.netmotionsoftware.com/wp-content/uploads/The-Mobile-Employee-Experience-Report-Summary.pdf
https://cdn.netmotionsoftware.com/wp-content/uploads/The-Mobile-Employee-Experience-Report-Summary.pdf
https://www.pingidentity.com/en/initiatives/zero-trust.html
https://www.tessian.com/blog/the-drawbacks-of-traditional-dlp-on-email/
https://www.tessian.com/blog/the-drawbacks-of-traditional-dlp-on-email/
https://www.ibm.com/security/data-b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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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마찰 없는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는 Slack

진정한 협업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엔터프라이즈급 보안은 Slack의 DNA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Slack 워크플레이스가 실제적인 
HQ와 마찬가지의 보안을 유지하도록 풍부한 
기능과 암호화, 관리 도구를 제공합니다.

Slack은 업계를 주도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 프로그램은 널리 인정받는 일부 보안 
및 규정 준수 표준을 충족하거나 능가합니다. 
규제가 심한 재무, 건강 보험 및 공공 부문의 주요 
조직은 Slack이 자신들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사내 
커뮤니케이션 보안을 유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보험을 제공하는 Oscar Health
는 원격 근무에 필요한 손쉬운 협업을 제공하는 
동시에 HPAA의 엄격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Slack에 의존합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빠른 페이스의 협업과 민감한 
환자 정보를 의사와 안전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었는데 Slack이 그 문제를 해결해주었습니다.” 
Oscar Health의 수석 기술 제품 관리자 Sam 
Gross가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준의 보안은 내부 대화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Slack Connect를 
사용하면 직원이 외부 Slack 채널에서 파트너, 
공급업체, 고객과 협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널에도 엄격한 규정 순수와 보안 표준이 
적용됩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빠른 
페이스의 협업과 민감한 환자 
정보를 의사와 안전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었는데 Slack이 그 
문제를 해결해주었습니다.”
Sam Gross
수석 기술 제품 관리자, Oscar Health

Slack 인증 및 증명

Slack의 고객 규정 준수 지원 현황

ISO/IEC 27017ISO IEC 27001

EU/미국 Privacy Shield 
Swiss/U.S. Privacy Shield

ISO IEC 27018 SOC 2

SOC 3

CSA FedRAMP Moderate

HIPAA FINRA 17-a4 구성 가능

GDPR 데이터 저장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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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는 외부 액세스를 모니터링하고, 모든 외부 
사용자와 감사 상호작용을 관리하는 도구는 물론 
조직 데이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사의 Slack 관리자가 ID를 확인해야 
하므로 모든 사용자는 양쪽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이제 받은 편지함에 보낸 사람을 알 수 없는 
이메일이 도착하지 않습니다. Slack Connect를 
사용하면 대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식 관리 소프트웨어 Guru는 Slack Connect
가 투자자들과의 민감한 커뮤니케이션을 잘 다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Slack의 보안 기능과 규정 
준수 표준은 Slack Connect에도 적용되므로 
투자자단과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보안 채널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Guru의 최고 기술 책임자 
Mitch Stewart가 말합니다.

그에게 Slack Connect는 이메일처럼 빠르고 
개방적인 협업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메일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는 그저 시작일뿐입니다. 원격 근무의 
시대를 맞아 데이터와 장치 통제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데이터 보안을 더 강화하고 
싶다면 Slack 엔터프라이즈 키 관리(EKM)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자신의 키를 가지고 오기”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Slack EKM을 사용하면 
자신의 암호화 키로 Slack에 있는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Slack EKM을 사용하면 
사용자, 파일, 시간, 심지어 특정 메시지에 대한 
액세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데이터 
통제권을 강화해 보안을 개선하며 워크플레이스가 
사무실 방화벽 밖에 있어도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줍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장치가 위협에 노출되거나 
사용자가 장치를 분실한다면 좋은 데이터 보안도 
소용이 없습니다. Slack은 2단계 인증과 같은 
기본적인 ID 보안과 함께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관리를 제공합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비침해적인 방법으로 승인된 사용자만 Slack 
워크플레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Slack에서 정보를 복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백서에 
등록된 모바일 브라우저로만 회사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주는 추가 제어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Slack의 보안 기능은 강력하지만 어떤 기능도 
직원과 업무 사이에 마찰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보안은 회사와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막는 
것이지 회사와 직원 사이의 경험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Slack의 보안 기능과 규정 
준수 표준은 Slack Connect
에도 적용되므로 투자자단과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보안 
채널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Mitch Stewart
최고 기술 책임자, Guru

https://slack.com/enterprise-key-management
https://slack.com/help/articles/115002579426-Enable-Enterprise-Mobility-Management-for-your-org
https://slack.com/help/articles/115002579426-Enable-Enterprise-Mobility-Management-for-you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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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미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황을 매우 축소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흥미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더 
나은 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보다 더 생산적이고 
만족감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원격 
작업은 성공할 수도, 완전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직원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협업 도구는 새로운 사무실입니다. 여러분의 
사무실은 안전합니까? 대화와 팀워크를 위해 
설계되었습니까? 직원이 서로 유대관계를 쌓을 
수 있는 휴게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벽으로 막힌 
큐비클과 방음 회의실로 가득합니까?

원격 근무의 혜택을 누리려면 직원이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작업할 수 있는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Slack은 빠르고 자연스러운 협업 솔루션이며 
기업에서 원활하고 생산적 방식으로 협업 체제를 
구축하도록 돕습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TIBCO는 72시간 만에 거의 4,000명의 직원을 
재택근무로 전환시켰습니다.

“Slack은 업무와 약간의 정상성을 위해 TIBCO 
커뮤니티의 모두를 한곳에 모읍니다. 사람들은 
자체 커뮤니티를 만들고 자택에서 업무를 
공유하고 건강을 위한 팁, 과제 및 공유된 경험을 
서로 나눕니다.” TIBCO의 글로벌 교육 및 개발 
부서장 KimLoan Tran의 말입니다.

Slack이 여러분의 미래 업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 전문가와 상담을 예약해 
알아보세요!

https://slack.com/contact-sales?campaign=7013a000001rBCZAA2


Slack 정보
Slack은 일을 더 간편하고 즐겁고 생산적으로 
만듭니다. Slack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을 위해 
관련 있는 사람, 정보, 도구를 결합한 채널 기반 
메시징 플랫폼입니다. 

FTSE 선정 100대 기업에서부터 소매점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수백만 명이 Slack을 통해 
팀과 소통하며 시스템을 통합하고 비즈니스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구속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정보에 의존하여 구매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제품 및 
기능 등의 개발, 릴리스 및 시기는 Slack의 단독 재량으로 결정되며 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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