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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원격 근무
건축, 엔지니어링 및 건설 전문가를 위한 미래형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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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만드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점점 더 많은 AEC 전문가가 원격 업무를 이어가고 싶어 합니다

미래의 공간과 업무 현장을 만드는 
일은 오늘날의 큰 도전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근무 및 
생활공간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고정된 형태의 사무실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공간은 앞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근무할 방식입니다. 이러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주방 테이블이 

새로운 업무 공간이 되고 거실이 
새로운 전화 회의실이 되고 있습니다. 
팀이 분리되고 서로에 대한 접근이 
예전처럼 쉽지 않습니다.

서로 너무도 다른 그룹을 통합하기 
위해, 인쇄는 디지털 세계와 실제 
세계를 완벽하게 연결함으로써 
퍼포먼스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어 세상을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성공은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 서로 
원활하게 소통하며 창의성과 건강을 
유지할 수단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 안내서에는 여러분과 같은 건축, 
엔지니어링 및 건설(AEC) 전문가의 
원격 근무 증가 추세와 더불어 협업, 
생산성 및 복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AEC 전문가로서 긴밀한 협업, 물리적 만남과 소통, 고객 및 동료와 현장 방문을 하는 환경에서 근무했겠지만, 이제는  
재택근무, 개발 프로세스 및 관련 업무에 적응해야 합니다. 

건설업계 재택 근무자 원격 근무 엔지니어

의 엔지니어가 대부분의 작업을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ii.

(66%)의 건설 회사가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i.

의 전문가급 건축가가 비용 절감
을 위해 재택 근무를iii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건축가

67%2/3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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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재택근무 방법은?

그렇다면 성공적인 원격 근무 전환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간단한 것부터 생각해봐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패키지와 빠른 네트워킹을 감당할 수 있는 고사양 컴퓨터, 
효과적인 업무를 가능하게 해 줄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고품질 프린터를 사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BIM 패키지, 상세한 설치를 위한 증강 현실, 프레젠테이션과 
복잡한 설계도를 위한 가상현실을 포함하여 AEC 전문가가 
사용하는 다양한 패키지는 컴퓨터 하드웨어에 부담을 
주므로 사용자의 설정이 사용할 소프트웨어를 처리하기에 
충분한 사양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능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HP 라지 포맷 프린터는 연결된 도구로 어디서든 인쇄가 
가능하여 보다 원활한 협업과 효율성 증대를 지원합니다. 

내장된 엔드포인트 보호 기능도 잊지 말고 사용하세요. 
대부분의 재택 보안 시스템은 사무실의 시스템과 대적하지 
못할 수준이기 때문에 재택 근무자는 해커의 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장 보안이라면 
노트북과 데스크톱을 떠올리지만, 프린터 역시 해커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이유로  
HP는 제품에 내장된 엔드포인트 보호 기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한 프린터를 만드는 데iv 주력하고 있습니다.

원격 근무 시 팀, 파트너 및 고객과 
온라인으로 긴밀하게 협력

많은 AEC 전문가가 원격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협업 도구의 사용은 분명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격 근무는 의사소통, 정보 공유 및 동일 시간대 근무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연을 초래하며 
고객과의 긴밀하고 전문적인 관계 유지를 어렵게 만듭니다. 

협업 및 의사소통 가상 공간 이해

의 직원이 협업 및 의사소통을 재택근무 시 최고의  
난제로 꼽고 있습니다v. 

정성 조사에 따르면, 입찰 제안 발표 시 신체 언어를 
읽거나 눈을 바라보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가상 
회의를 통한 고객과의 협업은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재정 및 보안 위험이 높고 다수의 이해 관계자가 
얽혀 있는 중요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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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오피스에서 더 나은 협업을 하는 방법은?

원격근무 중 생산성 유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생산성을 유지하는 방법은?

대다수의 클라우드 기반 도구는 화상 
회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가상화 도구를 사용하여 문서 및 모델 
공유가 가능하며, 많은 패키지에 
도면 검토 및 마크업 도구, 실시간 
브레인스토밍과 화이트보드 작업용 
협업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린터 선택 역시 이 과정에 도움이 

됩니다. HP의 라지 포맷 프린터는 내장 
스캐너를 통해 동료들에게 스케치와 
손으로 주석을 단 도면을 바로 
복사하고 전달할 수 있어 더 원활한 
협업을 지원합니다. 한편, HP 스마트 
앱을 사용하면 휴대폰이나 태블릿으로 
라지 포맷 프린터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네트워크가 강력한지, 
적절한 마이크, 헤드셋 및 카메라와 
같은 시청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협업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실 기반 근무에서 재택근무로 변경될 때, 집안의 여러 방해 요소는 모든 
산업군 종사자의 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집약적 분석에서 
복잡한 도면 생성까지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공간, 기술이 갖추어진 곳에서 모든 
업무를 하던 건축가, 엔지니어 및 건설 전문가 경우, 이런 생활은 특히 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택근무에 필요한 모든 셋업을 마치고 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AEC와 같이 복잡한 환경에서 일할 
경우, 우선순위는 적절한 조명, 통풍, 
방음 장치를 갖추는 것입니다. 

업무에 필요한 특정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도 필요하지만, 최소한 
사무실 컴퓨터처럼 강력한 성능을 

갖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라지 포맷 
프린터에 대한 원격 접속 권한도 
복잡한 도면 이해에 중요합니다. 
디지털 재현 방식도 유용하지만 
거리와 상대적 위치에를 헷갈리게 
만들어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반면, 인쇄 버전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인쇄된 도면과 
설계도는 디지털 피로감을 해소하고 
눈앞의 작업에 집중하며 동료와의 
결과물 공유를 지원합니다. 

생산성 증대 방해 요소 축소

의 작업자가 일반 사무실보다 
재택근무지에서 일할 때 보다 
생산적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vi.

하지만 실행 가능한 업무 
공간으로 자리잡으면

의 직원이 팬데믹 시작 이후 
데이터 분석 또는 프레젠테이션 
작성과 같은 개인적인 작업에서 
생산성을 유지 또는 향상할 수 
있었다고 답했습니다vii. 

한 작업에 몰두해야 할 때 
재택근무가 특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65%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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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정신 건강 재택 근무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택 근무자로서 복지 증진 방안은?

많은 요소가 재택 근무자의 복지 및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로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직무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 초과 근무 시간, 경계선 문제 그리고 한 지붕 아래에서 가정 및 직장 생활을 곡예하듯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집과 직장 사이에 유의미한 경계를 
만드는 등 재택근무 시 복지 및 정신 
건강을 향상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재택근무가 집에 난입한 근무를 
의미하기도 하며, 이럴 경우 직장과 
가정생활 모두에 해로울 영향을 
줍니다. 

철저하고 유의미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산책을 하며 ‘통근’하고, 매번 
휴식 시간을 갖기 전에 전환 상태를 
표시합니다. 보다 격식을 차린 옷을 
착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소한 
노력으로 보일 수 있지만, 직장을 
직장답게 집을 집답게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심리적 도구입니다.

근무 시 적절한 의자, 책상, 모니터, 
키보드 및 마우스 설정을 갖춘 인체 
공학적 업무 공간을 준비함으로써 

육체적 건강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또한, 주기적인 휴식을 취하고 
영양, 수분 공급, 스트레스 관리, 운동, 
마음 챙김을 개선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고 직관적인 기술 또한 
복지를 향상합니다. 

정신 건강 영향 육체적 고통 지속적인 마음챙김

의 건축가가 재택근무가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viii. 

의 사람들이 형편없는 재택 
근무 습관으로 인해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합니다ix.

전문가들은 엔지니어링과 같은 
분야에서 직원의 정신 건강x을 
적극적으로 한시바삐 지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39% 63%



연결성, 생산성 및 건강

AEC 전문가는 건축 환경을 재설계하고 재건하여 오늘날과 미래의 
도전 과제에 적합하고,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환경을 만드는 전 지구적 초대형 과제를 맡고 있는 주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성취하려면, 관련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격 
오피스를 끊임없이 개선하여 재택근무를 성공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올바른 환경, 루틴, 그리고 라지 포맷 프린터 같은 적절한 
장비에 의지함으로써, 원격으로도 생산성과 협업 수준, 그리고 팀 
구성원 및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술과 협업은 재능 있는 팀이 세상을 보다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으로 재설계 및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i https://www.constructionmanagermagazine.com/two-thirds-of-construction-
firms-to-retain-home-working-post-covid/

ii https://www.theengineer.co.uk/poll-remote-working/

iii https://www.architecturelab.net/working-from-home-is-helping-architects-
save-money/

iv HP 디자인젯 T1700 프린터 시리즈, HP 디자인젯 Z9+ PostScript® 프린터 
시리즈, HP 디자인젯 Z6 PostScript® 프린터 시리즈, HP 디자인젯 XL 3600 
복합기 시리즈, HP 디자인젯 T2600 복합기 시리즈 및 HP 디자인젯 T1600 
프린터 시리즈에 해당합니다. 제품에 내장된 고급 보안 기능은 2019년 2월  
기준 경쟁사 프린터의 공개 내장 보안 기능에 대한 HP의 2019년 검토를 
기준으로 합니다.

v https://lp.buffer.com/state-of-remote-work-2020

vi https://www.finder.com/uk/working-from-home-statistics 

vii https://www.spglobal.com/marketintelligence/en/news-insights/latest-news-
headlines/work-from-home-productivity-gains-seen-evaporating-as-pandemic-
grinds-on-60119373

viii https://www.dezeen.com/2020/05/27/coronavirus-pandemic-mental-
health-uk-architects-riba-survey/

ix https://www.personneltoday.com/hr/six-in-10-suffer-musculoskeletal-pain-
from-poor-homeworking-practices

x https://www.theengineer.co.uk/engineering-mental-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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