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우선 툴킷 
주요 조직들은 언제 어디서 업무가 생기든 관계없이, 
업무 현장에서 협업을 지원하도록 팁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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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업들과 함께합니다.

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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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우리 사회는 글로벌 팬데믹 상황 
중에도 어디서든지 효과적이고 창의적이며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우리는 대체 근무 시간을 도입하였고, 일하는 
장소를 옮겼으며, 카메오처럼 예상치 못하게 
등장한 Zoom 덕분에 보다 인간적인 모습의 
동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업무의 
새로운 방식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직원들은 
앞으로도 이러한 유연성을 기대할 것입니다. 
Future Forum의 조사에 따르면, 지식 근로자의 
93%는 일정의 유연성을, 76%는 장소의 유연성을 
원한다고 합니다. 

모든 종류와 규모의 산업 전반에 걸쳐, 조직은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여 업무 방식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완전히 원격으로 이뤄지고 
일부는 계속 사무실에서 일할 것이며, 대부분 
두 방식을 혼합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의 공통분모는 ‘디지털 우선’ 접근 
방식입니다.

‘디지털 우선’ 방식이 ‘직접 만나지 않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방식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무실은 직원들이 관계를 구축하고 
제공된 공간에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도구 
중 하나일 뿐입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날이 
며칠인지, 몇 명이 근무하는지는 더는 중요 지표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활동이 아닌 결과를 통해 
성과를 측정해야 합니다.

변화의 시기에 흔히 그렇듯이, 우리는 Slack
의 디지털 우선 전환을 통해 동료들의 조언에 
의존해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가장 성공적인 팁을 이 짧은 가이드에 선별해 

보았습니다. 각 팁은 다음 세 가지 기본 원칙 중 한 
가지를 보강합니다.

1. 유연성  
사람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유연성과 
자유를 제공합니다. 사람들의 일하는 장소와 
시간에 대한 유연성을 받아들여 출근보다는 
영향력 측면에서 성과를 측정합니다. 

2. 포용성  
기회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고 포괄적인 
팀을 구축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기대치, 
팀의 습관 및 실천이 포용성을 강화합니다. 

3. 연결  
Slack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결합 
조직과도 같습니다. 채널에서의 투명한 
커뮤니케이션과 더불어 속도와 민첩성은 
시간대에 관계없이 협업을 촉진하며 연결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우선 방식으로의 전환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전 세계와 팀 
가운데 각양 각색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건설하고 있는 미래를 매우 
낙관적으로 내다보며, 우리가 일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이 어떻게 개선될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입니다.

디지털 우선 접근 방식을 업무에 
채택하는 이유

Nadia Rawlinson
최고 인사 책임자 
Slack

https://slack.com/blog/collaboration/now-is-your-moment-to-reinvent-work


4

우리가 일하는 방식
마음 챙김은 Expedia Group의 디지털 우선 문화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가 직원들의 시간을 
의식하듯이(한 달에 며칠은 회의 없이 지내기),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요구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수동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도 
동일하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대면 언어와 
시각적 단서가 없는 경우, 사용자 지정 Slack 상태 
및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마음 챙김을 촉진합니다.

누군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신호를 보내올 수 
있습니다.

• 온라인에 접속한 상태이긴 하지만 중요한 
작업에 집중할 공간이 필요한 경우

• 몸이 아프거나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

•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

• 단순히 정신적 또는 정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우리는 모든 사용자가 이러한 신호를 수용하고 
근무 시간 이후 알림을 제한하거나 완전히 
피하여 상대방의 심리 상태와 위치를 파악하도록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팀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방법
개인의 심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도록 도와주고 
마음 챙김을 더욱 독려해주는 Slack의 이모티콘을 
제작하여 홍보하도록 팀에 요구하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 직원 커뮤니티 중 한 곳에서는 기분이 
엉망이거나 정신적,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운 
사람들에게 다양한 에너지 수준이 의미하는 
바를 보여주도록 사용자 지정 이모티콘 세트를 
만들었습니다.

•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 

• 에너지가 중간 정도인 상태

• 에너지가 충분한 상태

• 충전 중

이와 유사하게, 개인 및 그룹 정체성 확립을 더욱 
지원하기 위하여 커뮤니티는 자기표현에 풍성함을 
더해주는 전체 이모티콘 컬렉션을 만들었습니다.

이모티콘 하나로 마음 챙김을 
실현해보기

Chris Burgess
글로벌 IT 부사장 
Expedia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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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하는 방식
가상 환경에서는 날마다 함께 일하는 몇 
명의 핵심 팀 멤버로만 상호 작용을 제한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작은 서클은 몇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이기도 하지만 큰 단점이 있습니다. 직원의 
바람과 요구 사항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을 축소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로 
돌아올 때 우리는 매일 함께 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의 의견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집에 전용 사무 공간이 있는 내 서클의 고참 
직원은 아마도 사무실로 복귀하려는 마음이 덜 할 
것입니다. 이에 반해 여러 명의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많은 부하 직원들은 돌아오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직원의 목소리를 듣고 특별한 요구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Slack을 활용하여 직장 복귀에 
관한 감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측정했습니다. 
설문 조사나 투표 등을 통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더 잘 이해할 방법을 발견한 덕분에 모두의 
요구를 충족하는 업무 복귀 전략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팀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방법
개방적인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직원들과 정직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집니다. 다음 세 단계를 
실행해 나간다면 팀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1. 모든 직원이 정보에 쉽게 액세스하고 받을 수 
있는 도구 또는 플랫폼을 선택하십시오.

2. 회사 전체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소수의 
리더를 알고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직원은 질문이 생기거나 우려되는 상황에 처할 
때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3. 자주 확인하십시오.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일관성 있는 커뮤니케이션 카덴스를 설정하고 
사소한 경우에도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투명한 방법으로 많은 직원의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귀 기울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기

Matt Quinn
업무최고책임자 
TIB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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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하는 방식
축하 행사가 대면으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선물 주고받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며 크고 작은 
순간을 축하합니다. 이러한 기쁨의 순간은 
고객에게 의미 있으며, 우리 팀이 진가를 발휘할 
때 단 몇 초가 중요합니다. 소속 부서나 역할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우리의 상품 및 재고에 
대한 최신 정보를 볼 수 있는 동일한 페이지에 
있도록 해야 합니다. 

Slack 채널에서 모든 사람을 불러 모은 덕분에, 
직원은 위치나 시간대와 관계없이 실시간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와 컨텍스트를 갖게 됩니다. 
Slack의 검색 기능을 사용하는 1-800-Flowers.
com 브랜드 팀은 직원이 정보 및 주제별 전문가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지식 보관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팀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방법
 채널을 통해 연결하고 협력함으로써 팀은 공급망 
중단과 같은 외부 문제 및 새로운 마케팅 캠페인과 
같은 내부 기회에 한결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lessons-learned(#교훈): 잘 수행된 전략 
및 그렇지 않은 전략에 대한 보관소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팀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회사의 다음 중요한 휴일 또는 캠페인에 대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team-merchandising(#팀-상품화 계획): 
바로 이곳에서 1-800-Flowers.com 팀이 
최신 재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제품이 부족한 경우, 퍼포먼스 마케팅이 
알림으로 전송되어 다른 꽃 또는 식물 제품을 
대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external-campaign(#외부 캠페인):  
채널 기반 메시징을 외부 파트너에게로 
확장하는 Slack Connect를 사용하여 최신 
캠페인에서 대행업체와 협력합니다. 며칠이 
걸리는 결정을 이메일을 통해 몇 시간 안으로 
내릴 수 있으며, 마지막 순간의 변경 사항은 
즉시 처리됩니다.

정보에 대한 동등한 액세스에서 
시작되는 직원의 역량 강화 

Amit Shah
사장 
1-800-Flowers.com

https://slack.com/help/articles/202528808-Search-in-S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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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하는 방식
Cookpad Inc.는 일본과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회사는 점점 더 글로벌화되었습니다. 
Slack으로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은 지리적 
경계를 넘나드는 정보의 이동에 도움이 되었지만, 
일부 팀은 언어라는 또 다른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일본인 직원과 주로 영어나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직원들은 동료의 모국어에 대한 제한적인 이해를 
색인화하거나, 기계 기반 번역 도구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직원들이 더 편안하고 나은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모두가 업무에 사용하고 있던 Slack
에 더 나은 방식을 구축했습니다. 요즈음에는 
사용자가 선호하는 언어로 Slack 메시지를 
게시하면 해당 메시지의 번역이 트리거 되어 
동반 채널에 게시됩니다. 예를 들어  
#project-new-website(#프로젝트-신규-
웹사이트)의 일본어 업데이트는 #project-new-
website-translated(#번역된 프로젝트-신규-
웹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영어로 표시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사용자가 
메인 채널에 스페인어 메시지를 게시하면 
번역 채널에서 해당 메시지를 일본어와 영어로 
표시합니다. 누구나 Slack에서 원하는 언어로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팀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방법
일반적으로, 기계 학습과 같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영역에서는 타사 앱 및 API로 실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발자 중 한 명이 Slack의 API 
및 Amazon Translate를 이용하여 이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코드는 200줄이 넘지 
않으며 구축 기간은 며칠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스토리가 주는 교훈: Slack에서 공동 작업하는 
글로벌 팀이라면 동일한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Hokuto Hoshi
엔지니어링 회사 대표 
Cookpad Inc.

https://api.sla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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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하는 방식
어디에서나 생산적이며 혁신적인 직원이 
되려면 디지털 도구 선택에 대한 직원의 입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도구가 안전한지,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동일하게 
중요한 부분이며 비용 효율적 측면 또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스캔을 실행한 
결과 우리 팀에서는 거의 800명의 직원이 
승인되지 않은 디지털 생산성 도구를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일부는 무료 소비자 
버전을 사용하였고 다른 사용자들은 일회용 
유료 라이선스를 사용했습니다. 모두 이 도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 가치 
있었지만, 반드시 안전하게 또는 규정을 준수해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데이터와 IP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거버넌스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디지털 우선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며, 
팀마다 요구 사항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언론인의 요구 사항은 재무 부서와 같은 다른 
비즈니스 영역과 매우 다릅니다. 각 그룹에 권한을 
부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좋아하며 
사용하고 싶은 도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양한 업무 스타일 수용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생산성 도구 제품군(전염병 발생 
전 접근 방식)을 표준화하고 통합하는 대신 보안 
및 복원력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 
데 초점을 옮겼습니다. 

여러분의 팀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방법
완전히 원격으로 일하거나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또는 그 사이 어디에서 일하든 상관없이, 직원을 
지원할 수 있는 팀(우리는 엔터프라이즈 생산성 
팀이라고 부릅니다)을 설정합니다. 이 그룹은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고, 어떤 부서에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비용을 지불하는지 파악하여 
교육을 제공하고, 직원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업무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보안, 법률, 재정, 기술팀 멤버로 구성된 내부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용, 보안, 법률 및 규정 
준수 요구 사항에 대한 차단 요소를 확인하고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내부 챔피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급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동료를 온보딩하고 
새로운 디지털 도구 채택을 촉진하십시오. 직원을 
더 일찍 포함할수록, 그들은 귀하가 배포한 옵션을 
사용하는 데 더 흥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로섬 게임이 아닌 데이터 거버넌스 및 
디지털 우선 도구

Cindy Taibi
CIO 
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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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하는 방식
완전한 원격 근무라는 생각을 전적으로 해보지 
않았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려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원격 근무를 
시험해 보게 되면서, 제 생각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져 기쁘고 놀랐습니다. 우리는 직원들이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을 생각보다 훨씬 잘 잡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Free Now에는 전 세계 76
개 국적을 가진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실 
위치에 제약을 받지 않고 최고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고 가능한 최고의 스탠다드를 제공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려 
합니다. 비동기식 작업을 수용하면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정과 위치를 받아들임으로써 
팀 멤버는 가장 생산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팀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방법
우리는 24시간 내내 대화와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Slack 채널에 의지합니다. 이는 
사람들의 생산적 업무가 가능한 시간이 
완전히 다른 경우에도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줍니다.

직원이 비동기식 업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려면 리더도 동일한 방식을 수행하고 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쇄 기간 동안 저는 
오후에 아이들을 돌보며 보냈습니다. 과거였다면 
그 상황으로 인해 중요한 대화에서 제외될 수도 
있었겠죠. 이제는 더 편한 저녁 시간에 로그온하여 
업무를 착착 진행합니다.

회의 빈도가 더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할까요? 
네, 맞습니다. 긍정적인 부작용이죠. 이제 
우리는 채널에서 프로젝트 업데이트 및 문서를 
공유하므로 모든 사용자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콘텐츠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대면’ 
회의는 특히 질문에 답하고 주요 결정을 내리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더 짧고 효율적입니다.

직원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비동기식 
작업의 수용

Eckart Diepenhorst
인사 및 커뮤니케이션 
최고 책임자 
Free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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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하는 방식
함께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같은 
장소, 심지어 같은 시간대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Zillow 직원 대부분은 집, Zillow의 워크스페이스 
혹은 여타 다른 어떤 곳이든, 장소에 상관없이 
가장 편안하고 생산적인 곳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의견을 듣고 피드백을 통해 원격 업무를 
결정했고, 이로써 이와 같은 업무 유연성이 
탄생하였습니다. 정기적으로 직원을 점검하고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통해 일관되게 소통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자신의 생활을 명확히 계획하여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팀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방법
직원과 그 가족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모든 직원이 
번창할 수 있는 업무 공간을 육성하기 위해 유연한 
근무 정책 및 복리 후생을 발전시킵니다. 수평적인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을 따릅니다.

1. 핵심 협업 시간 안내: 시간대 전체에 걸쳐 
업무를 최적화하려면 회의 시간을 4시간 내로 
잡으십시오. (Zillow에서 오전 10시~오후 2시 
PT). 이렇게 하면 회의 피로도를 줄이고 업무 
집중 기회를 늘리는 동시에 대부분은 회의 
시간을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2. 핵심 협업 시간 외에 비동기식으로 작업: 공유 
문서 및 채팅과 같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수용하여 직원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하나의 Zoom, 모두의 Zoom: 사무실의 
정치적 문제에 맞서 모든 직원들을 공평하게 
지원하려면 "하나의 Zoom, 모두의 Zoom" 
규칙을 적용하십시오. 즉, 한 사람이 회의를 
위해 전화를 걸면 모든 사람이 회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 시간대 작업 시, 형평성, 일, 삶의 
균형에 우선순위 정하기

Meghan Reibstein
조직 운영 부사장 
Zi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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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하는 방식
Covid-19 유행 기간 동안 차량 이용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MBTA는 증가하는 실시간 
데이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객들은 이동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차량 
혼잡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요구 
및 기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술팀을 빠르게 
확장해야 했습니다.

특히 동료를 직접 만날 수 없는 경우, 신입 
사원을 맞이하고 소속감을 키우도록 하는 것은 
하이브리드 직장에서 필수적입니다. 이는 MBTA
팀의 온보딩을 변경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채용 
관리자는 신입 직원을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 
등 다양한 경험을 제공했으며, 편집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 접근 방식을 
조사하고 Slack 채널에 기반한 디지털 우선 접근 
방식에 대한 최상의 방법을 표준화했습니다. 신입 
사원들은 온보딩 절차를 원격으로 진행하였음에도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 최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팀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방법
신입 사원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 온보딩을 위한 
공식 회의를 개최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활용하여 신입 직원이 업무에서 성공하기 위해 
액세스해야 하는 모든 Slack 채널 및 팀 문화에 
중요한 채널을 고려합니다. 결과적으로 엔지니어는 
전담팀 Slack 채널뿐만 아니라 #tgif 및  
#dei-discussion(#dei-논의)과 같은 채널에도 
초대되어, 시작부터 동료와 연결이 가능하고 회사 
전반에 걸친 중요한 대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속감을 염두에 둔 신규 채용 온보딩 
설계

Ryan Mahoney
엔지니어링 책임자 
Massachusetts Bay Transportation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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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하는 방식
개인적으로 하루에 몇 가지 사소한 작업을 
반복하십니까? 여러분의 팀은 어떤가요? 일단 반복 
작업을 찾기 시작하면 그게 비즈니스의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복 작업은 
시간도 비용도 동기도 앗아갑니다. 

호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은행인 Up에서는 Slack에서 사용자 
지정 디지털 우선 솔루션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지저분한 작업을 
자동화하고 회사 전반에 걸쳐 깊이 있는 작업을 
하거나 중요 연결 개발과 같은 중요한 일에 
직원들이 집중하도록 해줍니다. 여기 두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1. 많은 은행에서 한 달에 한 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배포합니다. 하지만 Up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배포합니다. 이를 
간소화하기 위해, Slack 용 앱인 Maestro를 
구축하여 무수히 많은 필수 테스트 및 위험 
관리 작업을 조정했습니다. 또한 Maestro는 
Slack에 배포 리더보드를 포스트하여 평범한 
일에 흥미와 재미를 더합니다. 

2. 원격으로 일하며 지속적으로 문화를 
성장시키기 위해 회사 전체에 걸쳐 두 
사람을 자동으로 연결시켜주는 카페 
봇을 구축하였습니다. 만남을 위해 15분을 
예약하고, 대화 주제를 제안해주죠.

여러분의 팀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방법
배포 리더보드 또는 무작위 소개 일정과 같이 
Slack에서 자동화한 일부 작업은 문서 및 
스프레드시트에 쉽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자동화 프로세스는 Slack
의 모든 사용자에게 표시되기 때문에 팀 간 지식, 
데이터 및 프로세스 사일로가 더 적습니다. 

가시성은 사일로를 허무는 한 가지 방법이며, 
팀 간의 연결 또한 중요합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여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카페 봇과 함께 
사용하거나 다음에 새로운 팀원과 일대일 채팅을 
할 때 활용해 보십시오.

1.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가장 긍정적인 
점, 그리고 부정적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을 드러내도록 합니다.

2. 가장 자랑스러운 성취, 성격 또는 업적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밝혀줍니다.

추신: 맞춤형 도구를 만들기 전에 격의 없이 
디지털 우선 방식을 테스트하고 싶으신가요? 
Slack용 도넛 Donut 다운로드합니다.

건전한 경쟁에서부터 진심 어린 대화에 
이르는 모든 것의 자동화

Chris Aitchison
기술 수석 책임자 
Up

https://slack.com/apps/A11MJ51SR-donut


Future Forum
Slack에서 시작한 컨소시엄으로, 기업이 새로운 
디지털 우선 업무 공간에서 업무를 재구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futureforum.com

Slack 리소스 라이브러리
조직의 Slack 사용을 어떻게 개선하는지에 대한 
팁뿐만 아니라, 특정 산업에 맞춰진 모든 종류의 
교육 가이드입니다.

slack.com/resources

Slack 블로그
저희 ‘Several People Are Typing’ 블로그에서는 
협업, 생산성, 혁신과 관련된 스토리와 인사이트를 
다룹니다.

slack.com/blog

더 많은 디지털 우선 업무 팁을 얻을 수 
있는 곳

https://futureforum.com/
https://slack.com/blo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