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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노동자의 작업공간과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

는지를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팬데믹 이전 재택근무는 일･가정양립이 필요한 유자녀 노동자들의 유

연근무제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재택

근무는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다양한 산업과 직종의 노동자들에게 확대되기 시작했다. 향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재택근무를 연구하는 것은 미래사회 노동환경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

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재택근무를 경험한 비혼 노동자 10명에 대한 질적 자료들을 통해, 

재택근무가 이들의 작업공간과 직장의 노사 및 동료 관계를 어떻게 재편했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본 연구는 주요 작업공간이 고정사업장에서 집으로 옮겨지는 전통적인 재택근무(在宅勤務) 개념에 더

해, 온라인 세계에 공동의 가상사업장이 구축되는 현상을 포착한다. 나아가 재택근무를 통해 관리자의 노동

자에 대한 원격관리･감독 방식이 고도화되고 한 사업장을 넘어선 동료 관계가 온라인 공간을 통해 형성되

는 현상도 짚어본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오프라인 노동환경을 기준으로 논의되었던 재택근무 연구의 지변

을 넓히고, 향후 원격근무가 보편화 되었을 때 고민해야 하는 사회정책적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했다.

주요어: 재택근무, 작업공간, 원격관리, 동료관계, 협업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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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재택근무는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되었다. 상당수의 국가가 봉쇄, 

격리,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면서, 사업장과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 재택근무가 장려되었기 

때문이다. OECD(2021a)에 따르면, 2020년 봉쇄정책을 수행했던 서구국가들에서는 근로자들의 

약 47%(프랑스, 47.2%, 호주, 46.0%, 영국, 46.6%)가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봉쇄정책

을 펼치지 않았던 일본도 펜데믹 이전에는 약 10% 내외에 불과했던 재택근무 비율이 팬데믹 이

후 약 28%로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펼쳤던 한국에서도 재택근무의 비중이 급증했

다. 팬데믹 이전, 한국의 재택근무 비중은 2019년도 8월 전체 근로자의 4.3%에 불과했으나, 

2020년도 8월에는 17.4%, 2021년도 8월에는 32.3%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통계청, 2020; 2021).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으로 갑작스럽게 도입된 재택근무가 초래한 문제

와 현상들을 짚어보는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기도 했다(손연정, 이은주, 채민희, 

2021; 이상훈, 정보영, 2021; 이유경, 이헌주, 2021; 김종진, 신재열, 2022; Belzunegui-Eraso & 

Erro-Garcés, 2020; Fana et al., 2020; Hosoda, 2021; Raj & Bajaj, 2021).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이 잦아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재택근무가 지속될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다. 팬데믹 이전에 재택근무는 주로 일･가

정양립이 필요한 유자녀 노동자들을 위한 유연근무제도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배귀희, 양건모, 2011; 고재권, 2016; 정재우, 2017; Sullivan & Lewis, 2001; Hilbrecht et al., 

2008). 그러나 코로나19 이후부터는 자녀의 유무와 관련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근무

형태가 되었다. 특히 줌(Zoom), 구글미트(Google Meet)과 같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이나 카카오

워크(Kakaowork), 네이버웍스(Naver Works)와 같은 온라인 협업 플랫폼은 그간 재택근무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업장들도 원활하게 재택근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적 토대가 되어

주었다. 이에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새롭게 경험했던 일부 사업체들은 국가방역수준이 완화

된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주된 근무방식으로 안착시키려는 시도를 이어나가고 있다. 팬데믹 기

간에 전 직원 재택근무를 시행했던 애플(Apple)은 격리수준이 완화된 이후에도 재택근무와 사

업장 근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정책을 발표했고(Fortune, 2022.04.05.), 네이버(Naver), 카

카오(Kakao)와 같은 국내 IT기업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재택근무 상설화를 추진하고 있다(한국

일보, 2022.06.01.; JTBC, 2020.06.02.). 단지 재택근무가 용이한 IT기업만이 아니다. 전통적 산

업의 사업장 역시 각 사업장 상황에 맞는 재택근무 병행을 모색하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2020b; Metropolitan Washington Council of Government, 2020; Lund et al., 

2021). 이에 ILO(2020, 2021)나 OECD(2021a, 2021b)는 재택근무를 새로운 업무방식의 전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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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주하고 재택근무를 위한 업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재택근무의 확대는 미래 노동환경의 본질적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날

로그 산업사회에서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는 공장이나 사무실과 같은 ‘사업장’에 출근해 업무를 

수행해 왔다. 따라서 ‘사업장 근로자’가 노동자의 전형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재택근무 확대로 

인해 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도 고정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오랫동안 유지됐던 ‘사업장+노동자’의 결합이 깨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재택근무 연구

자들은 노동자의 작업공간의 탈사무실화를 재택근무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으로 보아왔다

(Sullivan, 2000; Halford, 2006; Nansen et al., 2010; Fonner & Stache, 2012; Valenduc & 

Vendramin, 2016; Stiles & Smart, 2021).

앞으로 많은 노동자의 작업공간이 고정사업장을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사회정책 측

면에서도 매우 중대한 변화가 될 것이다. 현재 사회보험과 노동법은 고정사업장 내의 노사관계

와 동료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업무시간에 사업장

이나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한 책임이 사업장 관리자인 사업주에게 있다고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100%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노동권의 핵심인 단결권, 단

체교섭권, 단체행동권도 사업장 내 동료노동자들의 연대와 협력을 근간으로 했을 때 실현될 수 

있는 권리이다. 사업장과 노동자가 공간적으로 분리된 재택근무는 기존의 사업장 중심의 사회

정책을 재고하게 할 수 있다. 재택근무가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

서 재택근무가 노동자의 작업공간과 직장의 노사 및 동료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며, 어떤 쟁

점이 정책적으로 대두될 수 있을지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한국의 재

택근무 관련 연구를 보면 일･가정양립의 견지에서 워킹맘이나 맞벌이 부부와 같은 특정한 상

황의 노동자가 재택근무를 했을 때 이들의 가사･양육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연구가 더 눈에 띈다(김지현, 최영준, 2021; 이유경, 이헌주, 2021; 조은숙, 김다애, 2021; 손연

정, 2022). 기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재택근무라는 업무형태가 확산되었을 때, 재택

근무자의 노동환경 자체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주목한 논의는 아직 드문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본 연구는 재택근무가 순수하게 재택근무자의 작업공간과 직장

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탐색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를 하게 된 가족과 살지 않는 비혼 노동자 10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시행했다. 본 연구가 재택근무로 변화할 노동환경이 반영된 미래의 사회정책 틀을 설

계하는 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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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1) 재택근무로 인한 작업공간의 변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른바 재택근무를 통한 작업공간은 크게 3차례에 걸쳐 재편을 경험했

다. 먼저, 재택근무(在宅勤務, telework from home)라는 용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초창기에 

재택근무는 말 그대로 ‘집’에서 일하는 근무방식을 뜻했다. 재택근무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된 20

세기 후반 서구에서는 텔레커뮤팅(telecommuting), 텔레워크(telework), 가내근로(homework), 

전자가내근로(electronic homework) 등의 용어가 혼용되었는데, 이때도 집은 재택근무의 주된 

업무공간으로 인식되었다(e.g. DeSanctis, 1984; Kraut, 1989; Mokhtarian, 1991; Silver, 1993). 

재택근무의 초기 용어인 텔레커뮤팅은 1970년대 초 미국의 미래학자 Jack Nilles가 금융･보험업 

노동자들이 사무실에 출퇴근하지 않고 집에서 일하는 현상에 대해 대규모 연구를 수행한 데에서 

비롯되었다(Nilles et al., 1976). Nilles는 텔레커뮤팅이라는 용어를 Foster(1909[2011])의 공상과

학소설 《The Machine Stops》에서 차용했는데, 이 소설은 공장과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오염과 과도한 노동으로 인간의 육체적･정신적 소진을 막기 위해, 완전히 비대면으로 일과 생활

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기술사회로 미래사회를 그렸다. Nilles는 집에서 원격으로 일하는 텔레커

뮤팅 방식을 통해 출퇴근과 같은 이동문제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도시화를 억제함과 동시에, 노동

자의 에너지 고갈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여겼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Nilles et al, 1976). 재택

근무 개념을 대중에게 더욱 널리 알린 학자는 Alvin Toffler이다. 그는 《The Third Wave》에서 미

래사회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텔레워크(telework)의 보편화룰 통해 작업장과 가정이라는 이

분화된 공간 구분이 사라질 것으로 예견했다. 특히, 집으로 업무공간의 중심이 옮겨감에 따라, 집

이 전자주택(electronic cottage)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Toffler, 1984: 195~198). 

Toffler도 Nilles과 마찬가지로 재택근무를 통해 작업공간이 가정으로 회귀하게 되면 개인이 사

업장 노동을 하면서 누리지 못했던 가족 중심의 삶이 회복되고, 나아가 지역공동체의 인간관계도 

활성화되리라 전망했다. 

2000년대에 본격화된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은 ‘집’을 중심으로 인식되었던 재택근무의 작업

공간을 더욱 다변화시켰다. 재택근무 초창기인 1970~1990년대에는 집에서 업무문서와 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이 충분히 발전되지 못했다. 따라서 재택근무자들도 어쩔 

수 없이 사무실에 비치된 사무용 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해 사업장에 자주 출근할 수밖에 없었

다. 하지만 PC, 인터넷, 휴대폰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이 상용화되면서 고정된 사업장에서 일을 

수행해야 했던 공간의 제약요건이 사라지게 되었다(Sullivan, 2003; Garrett & Danz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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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다양한 정보를 쉽게 작성･편집할 수 있는 오피스 소프트웨어, 원거리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이메일, 방대한 데이터의 송수신과 저장을 가능하게 하는 클라우드 기술의 발전으로, 휴

대폰과 노트북만 있으면 사실상 어디에서든 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에 Daniels, 

Lamond와 Standen(2001)은 재택(在宅, at home)을 강조하는 기존의 재택근무 개념으로는 디

지털 기술로 인한 작업공간의 재편을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다고 보고, 노트북과 휴대폰을 들고 

유목민처럼 이동하며 일하는 모바일 원격근무(mobile telework)가 장차 재택근무의 모습이 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실제로 200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진전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재택근무자의 작업공간

을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게 했다. Messenger와 Gschwind(2016: 198~200)가 지적했듯이, 정

보통신기술에 접속할 수만 있다면 재택근무의 장소는 단지 가정사무실(home office)에 국한되

지 않고, 카페, 도서관, 공공장소로 확장된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거리, 주차장

처럼 과거에는 이동을 위해 사용되었던 중간공간들(intermediate spaces)까지도 이동사무실

(mobile office)로 변용하게 될 것이라 보았다. 이런 맥락에서 Messenger와 Gschwind(2016: 

203~204)는 이제 재택근무의 작업공간에 대한 논의는 집과 사업장이라는 이분법을 넘어 일상

의 모든 공간에 노동이 침투하게 된 현상을 전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본 연구가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의 작업공간 재편과 관련해 주목하는 지점은, 재택

근무가 많은 사업체와 노동자들에게 확대되면서 오프라인 작업공간의 다변화를 넘어 온라인 

세계에 가상의 작업장이 등장하고 고도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에 있다. 재택근무는 WiFi, 5G와 

같은 통신망, 스마트폰이나 노트북과 같은 하드웨어, MS오피스, 한컴오피스, 이메일, SNS, 클

라우드와 같은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통신기술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이다. 따라서 팬데믹 이전

에도 재택근무 연구자들은 이러한 정보통신기술들을 가상작업장(virtual workplace)(Cascio, 

2000)이나 가상사무실(virtual office)(Messenger & Gschwind, 2016)로 명명하면서, 가상공간

을 재택근무의 작업공간으로 간주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0년대까지만 해도 

오피스 프로그램이나 이메일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은 재택근무를 위해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노

동자들이 개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했고, 노동자들의 재택근무

를 위해 특별히 구축된 온라인 작업공간은 존재하지 않았다. 말 그대로 가상작업장의 차원에

서, 서로 떨어져 있는 개별 노동자들이 함께 접속해 활용할 수 있는 협업 플랫폼들이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 전후이다.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구글 워크스페이스(Google 

Workspace)는 2006년,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은 2011년에 출시된 협업툴이다. 그러나 재

택근무를 위한 위와 같은 협업툴들이 대중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시기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재택근무가 소수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수준을 넘어 다수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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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에게 대대적으로 적용되면서, 아날로그 작업장에서 수행했던 협업을 대체할 가상작업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필요로 인해 팬데믹 이후 슬랙(Slack), MS팀즈(Teams), 웹엑스

(Webex)와 같은 원격근무를 위한 협업툴이나, 노션(Notion), 플로우(Flow)와 같은 문서 작업 

협업툴 등이 폭발적으로 개발･도입되기 시작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19 직후 국내 비대면 원격근무 솔루션 프로그램의 사용량은 적게는 20% 크게는 45%까지 급증

했다(백남석, 이수정, 2020). 

이처럼 지난 50년 동안 재택근무의 작업공간은 다양한 층위로 재편되었다. 1970~1990년대

에는 단순히 고정사업장에 출퇴근하지 않고 집에서 일하는 것(home office)이 재택근무의 전

형이었다면, 2000~2020년대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어디에서나 이동하며 일할 수 있는 

것(mobile office)이 재택근무의 모습이 되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택근무가 

크게 보편화되면서 온라인 협업툴을 활용한 가상사무실(virtual office)의 구축이 재택근무의 

또 다른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재택근무를 통한 작업공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지 집에서 일한다는 재택근무의 표면적 정의를 넘어 작업공간의 다변화

와 작업장의 가상화까지 다차원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재택근무의 작업공간 재편으로 인한 변화 

재택근무로 인한 작업공간 재편이 노동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크게 가정생활

(family life)의 변화를 조명한 연구 흐름과 직장생활(working life)의 변화에 주목한 연구 흐름

으로 나뉠 수 있다. 먼저 초창기 연구들에서는 주로 재택근무가 가정 내 젠더역할이나 가족관

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재택근무는 노동자가 일･가정양립을 할 

수 있도록 집에서 일하는 업무형태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집이 주된 노동공간이 되면서 가족구

성원 간 가사･돌봄 분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분석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이다. 따

라서 유연근무제를 통해 재택근무를 하게 된 부모 노동자들의 가정생활 변화를 살펴본 연구들

이 많았다(e.g. Shamir & Salomon, 1985; Huws, Robinson, & Robinson, 1990; Sullivan, 

2000; Crosbie & Moore, 2004). 이 중 몇몇 연구들은 워킹맘들의 재택근무를 양날의 검으로 평

가해왔다. 예를 들어, Crosbie와 Moore(2004: 227)는 재택근무는 시간 활용의 유연성을 높여 

기혼 여성 노동자들의 경력단절 위험을 줄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에게 일과 함께 가족에 대한 

돌봄과 가사까지 병행해야 하는 이중고를 지워준다고 비판했다. 재택근무는 여성들에게 돌봄, 

가사, 업무시간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기에, 사실상 재택근무로 양질의 일･가정양립을 기대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택근무를 하는 남성노동자를 분석한 연구들도 재택근무가 전통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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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보았다(Sullivan & Lewis, 2001; Halford, 2006). 

Halford(2006)는 재택근무를 통해 남성들이 가사 및 돌봄 노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부모의 양육책임이나 역할에서 평등을 끌어낼 수 있었던 건 아니었다고 분석

하면서, 재택근무가 성별 분업에 미치는 영향을 회의적으로 보고하기도 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받아 재택근무로 인한 가정 내 젠더역할과 관계

변화에 주목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Arntz, Yahmed, & Berlingieri, 2020; Çoban, 2022; 

Elbaz, Richards, & Provost Savard, 2022). 일례로 Arntz, Yahmed와 Berlingieri(2020: 386)는 

과거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가사노동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될 수 있었던 여성노동자들이 코로나

19로 인한 폐쇄정책 때문에 집으로 재소환되면서 전통적 성 역할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

고 비평했다. 팬데믹 이후 한국의 재택근무 연구들도 상당수가 워킹맘이나 맞벌이 부부가 재택

근무를 하면서 가사･양육 활동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에 주목해왔다(김지현, 최영준, 2021; 

이유경, 이헌주, 2021; 조은숙, 김다애, 2021; 손연정, 2022).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는 일･가정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 차원을 넘어 하나의 보편적 업무형태로 전환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재택근무가 일하는 부모의 가정생활에 미치는 효과만이 아니라, 일

반 노동자들의 직장생활 자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재택근무가 노동환경과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는 연

구 흐름이 존재해왔다. 특히 조직경영 분야에서는 재택근무가 사업주의 관리방식에 미치는 긍정

적 효과에 관심을 가져왔다(Apgar, 1998; Baruch, 2000; Morgan, 2004; Neufeld & Fang, 2005). 

즉, 재택근무가 사업장의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인력을 업무에 맞게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어, 기

업의 생산성을 높인다고 본 것이다. Taskin과 Devos(2005)는 노동자를 사업장에서 대규모로 관

리하는 포디즘적 생산체계가 변모하면서 개별 노동자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개인화된 인적자원

관리방식의 일환으로 재택근무가 부상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재택근무로 사업주만 이득을 보

는 게 아니라, 노동자도 자율성을 보장받기에 서로 윈윈(win-win)하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하지

만 한편에서는 재택근무가 노사 및 동료 관계와 같은 직장 내 인간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적되기도 했다. Dambrin(2004)은 사업장에서 관리자와 노동자 사이에 대면으로 소통하는 시

간이 줄어들면서 상호오해와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재택근무로 노동자의 업

무시간을 밀착 감독하는 것이 어려워진 사업주가 재택근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동자들에 대

한 원거리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게 되면서 갈등이 증폭된다는 것이다(Dambrin, 2004: 373). 재

택근무로 인한 직장 동료 관계의 변화에 관심을 둔 연구들도 재택근무의 부작용을 비판해왔다. 

재택근무로 인해 휴식시간 수다(coffee break discussion)와 같은 비공식 소통이 줄어들면서 동

료관계가 피상적으로 변하고 사회적 고립이 심화될 우려나(Kurland & Cooper, 2002; Man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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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sworth, 2003; Suomi,, 2006). 노동자들이 혼자 일하게 되면서 노동자 연대에 필요한 조직적 

정체성(organizational identity)이나 소속감이 저하 될 가능성이 지적되었다(Morganson et al. 

2010; Bartel et al., 2012). 

특히 코로나 팬데믹은 재택근무로 인한 노동환경 변화에 주목하게 되는 전기가 되었다. 코

로나19 이후 재택근무는 유자녀 노동자들의 자발적 신청이나 합의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 정부

의 격리 차원에서 강제적이고 대대적으로 단행되었다는 특징이 있다(Belzunegui-Eraso & 

Erro-Garcés, 2020). 따라서 재택근무를 통한 노동자들의 갑작스러운 작업공간 분산이 낳은 부

작용을 분석하는 연구가 시도되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재택근무로 인해 동료들과의 불필요

한 상호작용이 줄어들어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는 측면도 언급되었지만(Raj & Bajaj, 2021: 6), 

대체로는 봉쇄정책의 하나로 시행된 재택근무가 직장인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일과 가정 사이

의 적절한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해 스트레스와 혼란이 가중되는 현상에 주목해왔다(Fana et 

al., 2020; Lengen et al., 2020; De Sio et al., 2021; Ganguly et al., 2022). 이와 더불어 재택근

무를 수월하게 도입할 수 있었던 대기업 사무직과 달리 중소기업이나 특징 직종은 여러 환경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재택근무로 인한 노동환경의 격차와 불평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Hosoda, 2021; 김종진, 신재열, 2022).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의 노동환경을 살펴본 연구들은 향후 재택근무가 보편화할 미래사회의 

모습을 예견하고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

서 보완될 점이 있다. 먼저 현재 논의에서는 재택근무 작업공간의 가상화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

지 못하고 있다. 현재 재택근무 논의는 아날로그 공간 수준에서 개별 노동자들이 고정사업장에 

모여 일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고립과 의사소통 단절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가

상공간을 논의에 포함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Rainie와 Wellman(2012)은 네트

워크화된 개인주의(networked individualism)라는 개념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노동자들은 물

리적으로는 개별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메일, 휴대폰, SNS로 서로 연결되어 일하고 있

음을 밝혔다. 무엇보다도 앞서 작업공간의 재편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코로나19로 많은 수의 노

동자가 동시에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가상세계에 노동자들의 협업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들이 

구축되기 시작했다. 이는 과거 재택근무자들이 개별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단순한 업무 도구로 

활용했던 수준을 넘어선다. 한편으로 온라인 협업 플랫폼의 등장은 기존 아날로그 공간의 고정

사업장을 대체하는 공동의 작업장이 가상공간에서 재탄생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따라서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로 인한 노동환경과 직장의 인간관계 변화를 입체적으로 드러내려면 온라

인 공간에 대한 관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팬데믹 이전과 이후 재택근무의 질

적 차이를 포착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실제로 재택근무의 대상, 맥락, 목적이 팬데믹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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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매우 달라졌지만, 팬데믹 이후 연구들은 그간의 연구 흐름에 따라 가정 내 젠더역할이나 직

장 내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오프라인 공간을 오가며 

수행되는 재택근무의 특징을 고려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확대된 재택근무가 노동자들의 

작업공간과 인간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짚어보고자 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자들의 작업공간 재편과 그에 따른 노사 및 동료 관

계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재택근무 당사자의 관점에서 이들의 노동

환경의 변화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담기 위해 심층 면접을 활용한 질적 연구방법을 채택했다.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책임연구자의 소속 기관인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연구심의

(IRB No. 2103/003-003)를 받았으며, 연구윤리위원회 권고 절차를 따라 면접참여자를 모집하

고 자료를 분석했다. 면접참여자는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를 하게 된 비혼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정했다. 지금까지 재택근무 연구가 유자녀 기혼 노동자를 대상으로 했기에 논의 대부분이 가

사 및 돌봄활동의 변화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소위 가정 변수를 통제하고 재

택근무가 순수하게 노동환경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혼자서 사는 비혼 노

동자를 면접참여자로 설정했다. 더불어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 환경에 사업장 규모별 차이가 있

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고려해(Hosoda, 2021; 김종진, 신재열, 2022), 재택근무자 섭외 과정에

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노동자를 고루 섭외하고자 했다. 또한, 나이와 성별도 최대한 

편중을 피하고자 노력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총 10명의 면접참여자가 선정되었으며, 이들

의 기본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기본정보

ID 나이 성별 기업규모 직군 재택근무 주기
참여자1 53세 남 중소기업 대표 주 1~2회
참여자2 30세 여 중소기업 노무사 주 1~2회
참여자3 30세 남 중견기업 회계사 주 1~2회
참여자4 29세 여 중견기업 출판디자인 주 1~2회
참여자5 42세 여 대기업 인력개발관리직 주 1~2회
참여자6 30세 남 비영리단체 일반사무 격주 1~2회
참여자7 26세 여 스타트업 데이터분석직 주 3~4회 이상
참여자8 41세 남 스타트업 IT디자인 주 3~4회 이상
참여자9 43세 여 대기업 자동차마케팅 주 3~4회 이상
참여자10 27세 여 중견기업 뷰티분야해외영업 주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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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료수집을 위해 면접참여자와 두 차례에 걸쳐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코로나 팬

데믹으로 인해 모든 인터뷰는 줌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진

행된 1차 면접은 업무, 휴식, 집과 사업장 경험, 인간관계 변화 등 재택근무로 인한 노동환경 변

화 전반에 관해 묻는 반구조화 질문지를 토대로 약 90분 내외로 이루어졌다. 2021년 6월부터 7

월까지 진행된 2차 면접은 면접참여자가 직접 자신의 노동환경과 생활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

들을 찍어와 사진을 함께 보며 관련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사진은 재택근무자와 

노동환경을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보조자료이자, 본 연구결과를 다양한 자료를 통해 뒷받침

할 수 있는 삼각검증(triangulation)의 방식이다. 연구자들은 면접참여자들에게 본 연구를 위해 

인터뷰 내용과 사진 자료를 활용해도 좋다는 사전 동의를 얻었다.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된 질적 자료들은 주제분석법(thematic analysis)을 통해 분석했다. 주

제분석법은 연구자의 특정한 문제의식에 답하기 위해 질적 자료에 나타난 현상과 경험의 패턴

을 파악하고 주요 주제를 도출해내는 분석 방법이다(김인숙, 2022). 본 연구는 재택근무자의 

온･오프라인 작업장에서의 경험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를 귀납적으로 규명하는 데 

문제의식이 있다. 따라서 작업공간과 직장 인간관계의 변화를 주제별로 포착해 해석하는 주제

분석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수집한 질적 자료들은 Braun과 Clarke(2006)가 제시한 주제분

석법 6단계에 걸쳐 분석을 수행했다. ① 데이터에 친숙해지는 단계; ② 데이터를 코딩하는 단

계; ③ 주제별로 코드를 결합하는 단계; ④ 주제를 검토･확인하는 단계; ⑤ 각 주제를 정의하고 

제목을 정하는 단계; ⑥ 주제에 따른 글쓰기 단계가 그것이다. 이때 코딩은 심층 인터뷰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추출하였으며, 코드를 일정한 주제로 묶고 패턴화하는 과정에서는 선행연구

를 검토한 내용과 질적 인터뷰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읽고 교차 검토하면서 전체의 연구목적과 

부합하는 주제가 도출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특히 주제분석법에서는 핵심주제를 선정할 

때 연구자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정성적 접근이 중요하므로, 연구진들 간의 상호 논의를 

통해 소주제의 결합･해체를 반복하며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일정한 주제의 내용과 패턴

을 도출･분석하고자 노력했다. 

4. 연구결과

먼저 상술한 주제분석법의 단계를 거쳐 인터뷰 진술에 대한 코딩을 시행함으로써, [표 2]에 

기술된 것처럼 7가지 소주제와 2가지의 대주제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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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터뷰에 대한 코딩과 주제

진술코드(in-vivo codes) 소주제 대주제

-집이 곧 일하는 공간
-일의 효율성 저하
-집 안에 별도의 업무공간 마련
-집 안에서 일하는 장소를 계속 바꿔봄
-열악한 집 환경으로 인해 공간변경 어려움

집의 작업장화와 격차

재택근무로 인한 
작업공간의 재편

-이동 공간(기차 등)이 일하는 공간
-핸드폰에 가능한 모든 업무를 연동

작업공간의 다변화

-이메일, 프로그램, 메신저 등을 통한 업무
-원격근무 툴, 협업 플랫폼 사용과 등장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가상사무실을 마련하는 사업장
-오프라인 방식의 업무 스타일을 유지하는 사업장

작업공간의 온라인화와 격차

-업무의 자율성 확보
-업무에 대한 자기책임의 증가
-사업장의 전통적 관리품목을 개인이 구매･관리

노동자의 자기관리의 확대

재택근무로 인한 
인간관계의 변화

-출퇴근 보고, 업무시간 관리 자동화을 통한 원격 관리 강화
-위치추적를 비롯한 디지털 규율의 추가
-노동자에 대한 직접관리 약화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 공백 발생 

관리자의 원격관리의 강화

-온라인 소통으로 인한 직접적 소통 제약
-동료들과 대면하여 어울릴 수 없는 스트레스
-사무실 출근을 통한 소통 유지의 노력

직장 동료들 간의 직접적 
업무 소통의 약화 

-메신저 등을 통한 사내 온라인 모임
-화상채팅 앱 등을 활용한 사내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모임
-토픽방을 중심으로 불특정 다수 직장인들의 가상휴게공간 등장

직장 동료들 간 비공식 
교류의 온라인화

1) 재택근무로 인한 작업공간의 재편

(1) 집의 작업장화와 격차

재택근무로 인해 노동자가 겪는 가장 큰 공간적 변화는 일터와 집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점이다. 이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내용이기도 하다(e.g. Sullivan, 2000; Bailey & 

Kurland, 2012, Fonner & Stache, 2012; Basile & Beauregard, 2020). 본 연구에 참여한 재택

근무자들 역시 집에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공간의 융합을 경험하고 있었다. 본

래 집은 일터에서 업무를 마치고 돌아와 쉬는 공간으로, 식탁 테이블은 식사를 위해, 거실은 

TV시청 등을 위해, 침실은 취침을 위해 구조화된 공간이었다. 그러나 재택근무가 시행되면서 

참여자들은 휴식을 위해 마련되었던 사적 공간에 작업을 위한 사무용품들을 배치하기 시작했

다. 예를 들어, 참여자8은 직장 업무를 보기 위해 거실에 간단한 테이블을 새로 들여놓았고, 참

여자1는 거실과 침실에 노트북을 설치해 집안 어디에서든 일할 수 있게 업무환경을 만들었다. 

이처럼 재택근무를 통해 사적 공간이 업무공간으로 병용되면서 집은 ‘쉬는 공간에서 일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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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8)’으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예전에 거실은 TV만 보고 누워 잠드는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집이 쉬는 공간에서 일의 공간으로 

많이 바뀌긴했죠. 지금도 거실 소파에 이렇게 앉아 티테이블에다가 노트북을 올려놓고 대화를 하

고 있어요. 화상채팅을 하니까 (공적으로) 대화하는 분위기가 좀 나게 약간 바꾼 거예요(참여자8). 

많은 시간은 저 거실에 앉아서 티비를 틀어놓고 보면서 일해요. 그리고 우리 집에 싸구려 책상이 

하나 있었거든요. 집중하거나 큰 화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화면을 하나 더 들여놓은 침실 책상에

서 일하고요(참여자1).

[그림 1] 생활공간과 작업공간의 혼용

(좌) 참여자1의 거실 속 업무공간 (우) 참여자1의 침실 속 업무공간

그러나 재택근무자들은 업무공간과 휴식공간의 중첩으로 인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참여자2는 재택근무 동안 한차례 이사를 감행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업무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서였다. 이전에 생활하던 집이 원룸이라 업무공간과 휴식공간을 분리하

기 어려웠고, 그로 인해 업무가 ‘늘어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이유로 참여자8은 

가급적 집에서 일하기보다는 사무실에서 나가는 것을 선호했다. 그는 재택근무로 인해 사무실

의 일감을 집으로 들여오게 되면서, ‘크게 할 것이 없는데도 집에서 (계속) 일을 하는’ 경향이 생

기고, 일과 생활의 경계가 ‘애매모호해지는’것 같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집이 노동을 위한 작업

장으로 우선 활용되면서, 점점 사적 공간이 잠식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이전에 집이 원룸이어서 일하는 공간이 분리가 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래도 공간이 분리

되지 않고, 책상이 침대 근처에 있다 보니까 일이 자꾸 늘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참여자2).

일을 집으로 들고 온 거나 마친가지죠. 지금도 일을 하고 있었고 할 게 없어도 일을 하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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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는 것 같고요. 일과 삶의 내 생활에 그런 경계점이 좀 애매모호해진 것 같아요(참여자8).

이와 같은 이유로 면접참여자들은 집이라는 공간을 사적 공간과 업무공간으로 분리하려는 전략

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가족이 있는 근로자들의 재택근무를 연구한 Tietze와 Musson(2002)은 

가족이 있는 재택근무자들이 가정 내에서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과 자신이 일하는 작업공간

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파티션, 문, 가구와 같은 물리적 장치를 사용하는 현상을 관찰한 바 있다. 

그러나 아래 면접참여자들의 사례처럼, 가족들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할 필요 없이 집안 전체를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홀로 사는 노동자들도 일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생활공간으로부터 물

리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시도가 일어난 것이다. 참여자2와 참여자5는 업무 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취지로 집의 한구석이나 방 하나를 작업공간으로만 활용하게끔 집 공간구조

를 재배치했다. 원룸에 살았던 참여자2는 재택근무를 수행하는 기간에 오롯이 독립된 근무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복층 집으로 이사를 했다. 일의 효율을 위해 1층에는 침실, 2층은 업무공간으로 꾸

며 일과 휴식의 공간을 별도로 마련한 것이다. 그녀는 이러한 작업공간이 생긴 뒤로 ‘사무실처럼 

딱딱하게 앉아’ 집중하며 일할 수 있게 되어 좋다고 설명했다. 참여자5는 혼자 꽤 넓은 공간의 집에

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몰입을 위해 의도적으로 업무공간을 분리시켰다. 하나의 방을 

완전히 비워 업무공간 겸 서재로 꾸민 것이다. 그녀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업무공간을 분리한 이후 

‘작업공간에 들어가면 출근이고, 나오면 퇴근’이라는 나름의 업무규칙을 설정하기도 했다. 

워크스테이션을 구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집으로 이사했어요. 마침 복층집이 나와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지금은 복층에서 일하는 구조인데, 이렇게 사무실처럼 앉아서 딱딱하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참여자2).

재택근무를 할 때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몰입할 수가 있거든요. 비록 재택이지만. 출퇴근의 

개념을 제가 스스로 둘 수가 있는 거죠. 서재방에 들어가면 출근이고. 거기서 나오면은 퇴근인 거

에요(참여자5).

집 안에서 작업공간을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은, 면접참여자들이 최대한 사회적 

단절감을 덜 느끼는 방향으로 업무공간을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팬데믹 이전 

연구에서는 재택근무를 하며 집안 공간을 재배치하는 이유로 노동자의 일과 사적 생활의 균형

을 유지하는 것을 꼽고 있다(e.g. Halford, 2006; Nansen et al., 2010; Fonner & Stache, 2012).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 공간 재배치는 업무와 사적 생활의 분리 외에도 팬데믹으로 인

해 반강제적으로 집 안에 갇혀 일하게 되면서 생긴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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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sic(2020)의 지적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목적으로 시행된 재택근무는 노동자들의 물리적･정

신적 고립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근무형태이다. 실제로 참여자2는 공간적 고립과 단절감을 최소

한으로 느낄 수 있는 업무공간을 만들고자 고군분투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집중을 위해 큰 뜻 

없이 책상이 벽을 마주 보는 구조로 공간을 배치했었다. 하지만 외출을 하거나 동료와의 소통

도 없이 벽만 보며 오래 일하다 보니, ‘갇혀 있다는 느낌’과 ‘외롭다는 느낌’이 몰려오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후 참여자2는 창밖이 보이는 방향으로 책상 위치를 재조정했고, 책상 건

너편에 소파를 두거나 모니터를 큰 크기로 바꾸며 공간적 답답함을 해소하려고 애썼다. 참여자

1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거실에 나와 TV를 켜놓고 일하는 버릇이 생겼다. 이는 재택근무로 혼자 

일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무료함과 외로움을 달래고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기분을 느끼기 위해 

선택한 나름의 방편이었다. 이처럼 집안에 작업공간을 분리하고 재배치하는 것은 재택근무를 

하게 된 이들이 경험한 주된 변화였다. 

너무 벽을 바라보고 일하니까 정말 외로웠어요. 그래서 계단이랑 아래층이라도 볼 수 있게 계단 

난간 쪽으로 이제 책상을 옮겨놓은 상태에요. 너무 갇혀 있다 싶으면 앞에 놔둔 소파에서 잠깐 쉬

기도 하고, 화면(모니터)도 좀 널찍하게 구성하고, 좀 그런 식으로 장소를 바꾸는 유연함은 생겼

어요(참여자2). 

TV에서 사람도 나오니까 좋잖아요. TV에 집중하는 건 아니에요.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TV를 거

의 본다고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외롭고 심심한 걸 못 참아요. 뭔가를 해야만 하죠. 누구랑 이야기

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니 TV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토론하거나 이야기하는 걸 보는데 좋은 거

예요(참여자1).

그러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집안 내 공간배치만으로 근무환경이 개선되기 어려운 사례

도 있었다. 사회초년생인 참여자4는 재택근무보다 사무실에 가서 일하는 것을 선호했는데, 이

는 원룸에서 사는 그녀에게 집이라는 공간이 업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데도 불편한 공

간이었기 때문이다. 집에 물이 새거나 층간소음이 심해 업무를 하면서도 ‘신경이 쓰였고’, ‘스

트레스를 받기’ 일쑤였다. 오히려 회사를 가야지만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기에, 그녀는 될 수 

있는 한 회사에 나가 일했다. 참여자7 또한 원룸에서 7년 동안 자취를 하는 새내기 직장인이다 

보니, ‘개인물건을 놓고 잠만 자는 집’에 작업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

었다. 이런 맥락에서 집 안에 업무공간과 휴식공간을 분리할 수 있을 만큼 경제력이 있었던 참

여자5는 ‘자신은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말하며, 모든 노동자에게 재택근무가 편한 근무환경이 

되진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참여자5는 과거 자신이 원룸과 오피스텔에 살던 때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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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며, 당시에 본인이 재택근무를 했더라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집이 주된 작업공간이 되는 재택근무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주거환경 격차는 

결국 노동환경의 격차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 과거에는 노동자의 작업환경이 사업체의 경제력

이나 규모에 좌우되었다면, 재택근무 상황에서는 개별 노동자들의 주거환경과 경제력 또한 노

동환경의 수준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원룸에서만 거의 한 7~8년 살았는데 공간에서 주는 답답함이 있어요. 우리집이 또 층간소음이 심

하거든요. 오히려 회사보다 집이 스트레스를 주는 공간이 됐어요. ‘신경 안 써야지’ 하면서도 신

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최근에는 화장실에서 약간 물이 새 가지고요. 이런 상황이니까 집에 가

기 싫다? 이런 게 있어서, 재택근무가 마냥 좋진 않아요. 집에 계속 있어야 하잖아요(참여자4).

저에게 집이란 그저 물건을 놔두고, 잠만 자는 곳이라서, 재택근무를 잘하려고 공간배치에 신경

을 쓴다거나 인테리어를 바꾼다거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참여자7).

저는 운이 좋아서 여기에 혼자 살고 휴식, 식사, 근무공간이 분리돼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재택근

무가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2~30대 때는 원룸, 오피스텔에 살았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라면 수개월을 이렇게 재택근무 환경에서 있다는 게 굉장히 힘들겠다 싶어요(참여자5).

(2) 작업공간의 다변화

재택근무 관련 연구들은 노트북, 스마트폰과 같은 하드웨어, WiFi, 5G와 같은 통신망의 발전

이 집뿐만 아니라 길거리, 카페, 기차와 같은 다양한 공간들에서 작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말한다(e.g. Daniels, Lamond, & Standen, 2001; Lilischkis, 2003; Messenger & Gschwind, 

2016). 물론,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노동자들은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출장이나 출

퇴근 시간 동안에도 틈틈이 업무를 보아왔었다. 지방에 회사가 있어 서울과 지방을 오가야 했던 

참여자1은 본래부터 기차 안이나 커피숍에서 노트북으로 일하는 데 익숙했고, 얼리어댑터인 참

여자3은 스마트워치에 업무 메일을 연동해 사무실 밖에서도 틈틈이 업무를 확인해왔다. 하지만 

재택근무가 본격화되면서 장거리 출･퇴근자나 얼리어댑터만이 아니라 노동자 대부분이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업무를 보는 일이 ‘일상(참여자1)’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저는 주로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기 때문에, 기차가 일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었어

요. 기차 타면 자연스럽게 컴퓨터를 꺼내고 꺼내서, 이메일에 답을 하고 일하는 것이 제 일상입니

다. 개인적으로는 커피숍 같은 데 가서도 잘 일을 하고요(참여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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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업무를 핸드폰에 연동을 해놓았어요. 메일 확인 때문에 애플워치도 사고 그랬어요. 이전에

는 업무용 메일 연동을 모두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거의 다 하

는 것 같아요(참여자3).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던, 다양한 공간들이 이동사무실로 활용되는 현상(Messenger 

& Gschwind, 2016: 198)은 본 연구에 참여한 재택근무자들에게는 뚜렷하게 포착되지 않았다. 

이는 먼저 팬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공공장소에서의 활동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

다. 조사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르면, 독서실이나 도서관 같은 곳의 운영시간과 모임 

인원이 제한되었고, 카페와 같은 다중공용시설 역시 인원 및 공간 제한 방침이 있었다(보건복

지부, 2021). 이러한 지침으로 개인 활동이 억제됨에 따라 재택근무자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기술적으로는 카페나 도서관에서 일할 수 있음에도 사회적으로는 작업공간이 집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둘째, 사용주가 재택근무자를 관리하기 위해 부여한 규율과 지침도 재택근무로 인한 작업공

간의 다변화를 제약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당시 고용노동부(2020a: 114~115)는 갑작스러운 재

택근무 확대로 인한 사업장의 혼란과 무분별한 이동으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재택근무지를 지정해야 하고, 사용주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또한, 재택근무자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로 근무장소를 변경할 때는 회사

의 재승인을 받아야 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카페, 도서관과 같은 다중공용

시설에서의 재택근무는 지양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침 때문에 재택근무가 확산되

었지만 작업공간의 다변화 현상은 크게 일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재택근무가 상설화되었을 때 작업공간이 다변화될지는 추후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비

록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은 줄어들겠지만, 대규모로 노동자의 근태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택근무 장소에 대한 규율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3) 작업공간의 온라인화와 격차

디지털 기술혁신은 팬데믹 동안 재택근무자의 오프라인 업무공간을 예상만큼 다변화시키지

는 못했지만, 온라인 공간에 가상작업장이 구축되는 데에는 크게 일조했다. 사실 팬데믹 이전

에도 노동자들은 이메일이나 SNS, 메신저, 각종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업무

를 해왔다. 그렇기에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갑작스럽게 추진된 상황에서도 업무 

자체를 비교적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었다. 실제로 많은 면접참여자가 이메일, SNS, 오피스 프

로그램으로 출퇴근 보고나 업무 관련 소통을 수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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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텔레그램으로 대부분 소통을 해요. 본인이 출근했다 하면서 자기 컴퓨터 화면을 찍어서 

SNS로 출근 보고를 하고 있고요. 퇴근할 때는 일일 업무 보고서를 메일로 보내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체 카톡방처럼 업무를 보는 채팅방이 엄청 많아요. 용도에 따라 방이 많아서 채팅방

이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카톡방 이미지 사진을 다 다르게 설정을 해놓아요(참여자2).

업무를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프로그램은 엑셀이거든요. 엑셀에 새 문서 띄워놓고 계속 분석작업

을 하는 거예요(참여자4). 

주로 이메일 베이스로 일을 하고요. 메일 안에 들어와 있는 이메일 처리하는 게 주요업무예요(참여자9). 

그러나 이보다 주목할 점은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자들이 온라인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협업 플랫폼들이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재택근무

자들도 사업체의 특성과 편의에 따라 다양한 원격근무 툴을 활용하고 있었다. 스타트업에서 일

하는 참여자7은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유명 스타트업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

려진 팀 기반 협업 툴인 슬랙을 사용했고, 다국적기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하는 참여자9는 마이

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툴인 팀즈를 활용해 일했다. 국내 대기업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참여자5는 화상회의에 특화된 시스코의 웹엑스나 줌을 자주 활용했다. 

슬랙이라는 앱이 있는데요. 슬랙은 워낙 스타트업에서 잘 사용하는 앱이다 보니까 저희도 더 사

용한 게 아닌가 싶어요. 유료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그 안에서 화상통화도 되고요(참여자7). 

팀즈 쓰거든요. 그전에는 스카이프 썼었고요. 저희는 줌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스파잉(spying)

한다는 소문이 좀 있어서요(참여자9).

시스코의 웹엑스나 줌 같은 툴도 쓰고 우리 회사 내부에 자체 프로그램이 있어요. 화상회의나 미

팅 이런 툴이 있어 그것도 쓰는데요. 어쨌든 뭐가 고정된 건 아니고 그때그때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것 같아요. 교육업무 중 8~90%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참여자5). 

이처럼 코로나 이후 부상한 협업 플랫폼들은 물리적으로 홀로 일하는 재택근무자들이 온라

인 공간에 함께 모여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가상의 공동작업장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협업 플

랫폼을 활용하면 일정확인, 동료 간 소통, 팀 회의, 대규모 직원회의, 상사 업무보고 및 결제, 파

일 공유 및 저장 등 다양한 업무를 한 공간에서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SNS에서 @표시

를 해 특정인을 호출할 수 있듯, 협업 툴에서도 특정 팀원이나 관리자를 지정해 메시지를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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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업무를 따로 지시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과 같은 

SNS를 활용해 별도로 팀원들과 소통할 필요도 없어진다. 실제로 참여자7은 협업 툴을 활용하

면서 가상공간에서도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언급했다.

개인적으로 동료와 소통하거나 업무자료가 오가야 하면, @표로 그 사람 이름을 입력하면 바로 그 

사람한테 메시지가 가고 파일도 공유할 수 있어요. 화면에서 업무 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 있고요. 

(중략) 카카오톡은 개인적 공간으로 생각해서 회사 사람들과는 카카오톡을 쓰진 않아요. 슬랙에

서만 업무적 대화를 해요. 의도적으로 회사 사람들을 분리한 것이죠(참여자7).

[그림 2] 온라인 협업 플랫폼을 이용한 재택근무

(좌) 팀 내 업무소통 (우) 팀 간 업무소통
출처: 슬랙(https://slack.com/) 캡처화면 활용

특히 자본이 충분한 대기업 중에서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온라인 협업 플랫폼에 더해서 당사 

직원들만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가상사업장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기도 했다. 범용 협업 

툴을 통해 업무 파일을 공유하게 되면 정보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담보할 수 없기에, 본래부터 

기밀 업무가 많은 대기업에서는 자체 협업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유리한 전략으로 받아들

여지기 때문이다(전중양, 조형례, 정선양, 2011). 실제로 참여자5가 일하는 대기업도 코로나 팬

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인트라넷 서버와 장비를 대대적으로 손보았다. 수많은 

직원이 동시에 접속해 이용해도 지장이 없을 수 있도록 온라인 작업환경을 보수한 것이다. 이

와 함께 참여자5의 회사는 재택근무자와 사무실 출근자가 서로 편하게 소통하고 화상회의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를 새로 설치하기도 했다. 

인트라넷을 크게 개선하는 작업을 많이 했어요.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1월 시점만 하더라도 인

트라넷을 사용하는 게 기껏해야 컨퍼런스콜이었고, 그걸로도 충분했는데요. 상황이 지금 같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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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인트라넷을 구축하고 유지보수 관리하는 회사를 긴급하게 투입해서 100명, 200명이 동시 접속

해도 안정적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새로 구축했어요. 이메일을 주고받는데도 구글이나 네이버를 

안 쓰고 인트라넷에 쓰면 회사 내에서만 정보들이 오고 갈 수 있지, 밖으로는 안 나가게 할 수 있잖

아요. 아마 그런 목적으로 정보 보안의 중요성이 큰 회사들은 다 구축을 했을 겁니다(참여자5).

[그림 3] 대기업의 재택근무를 위한 시스템 구축

회상 전용 스튜디오를 설치한 참여자5의 회사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가상사무실이 모든 사업체와 노동자들에게 동일한 수준과 질로 제공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보통 민간기업들이 제공하는 협업 툴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유료결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참여자7의 회사가 사용하는 슬랙을 통해 무제한으로 메시

지를 보내고, 데이터 보안이 보장되면서, MS 오피스, 줌, 구글드라이브, 드롭박스 등 타사의 소

프트웨어와 자유롭게 호환되는 기능을 누리려면 유료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해야만 한다. 이는 

다른 협업 툴들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규모가 작거나 비용부담을 느끼는 사업체라면 이러한 

민간 협업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실제로 소규모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참여자2는 

재택근무에 특화된 협업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이메일이나 SNS와 같은 일반적 온라인 

툴만을 사용해 일하고 있었다. 협업 플랫폼을 활용하면 여러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지만, 

참여자2는 이메일, SNS, 한컴오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오가며 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모

니터에 여러 창을 띄워 일하다 보니 대화가 꼬이고 업무순서를 놓치는 경우도 많았다. 회사 동

료들이 따로 업무를 보다 보니 서로 업무를 확인하기 위해 사무실에 출근할 때면 일정표 게시

판에 각자의 업무일정을 적어 공유하기도 했다. 온라인상의 협업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

해 오프라인에서도 서로 업무를 확인하는 이중의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다소 ‘옛날 방식’이라

고 느끼고는 있지만, 원격근무를 하면서 협업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다.

저희는 슬랙 같은 프로그램은 사용하지 않아요. (중략) 업무현황이나 외근일정들을 사무실 월중

행사표 달력칠판에 적어서 공유하고요. 저희 대표님도 너무 옛날 방식 아니냐고 하셨는데,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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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업무를 나눠서 하려면 이게 편해요. 출근할 때 바로 고개를 돌리면. 이제 바로 있고 일정이 

변경되면, 이거를 엑셀로 변환해서 공유해주는 담당자가 있어요(참여자2). 

[그림 4] 가상사무실이 구축되지 않은 사업체의 재택근무

(좌) 수많은 업무창이 떠있는 참여자2의 모니터 (우) 참여자2의 동료 간 업무확인용 사무실 칠판

이처럼 디지털 기술혁신은 팬데믹 이후 가상작업장의 등장을 촉진했다. 하지만 재택근무를 

하는 모든 사업체와 노동자에게 가상의 작업환경이 균등한 수준으로 제공된 것은 아니다. 적지 

않은 사업체가 온라인 협업 툴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대기업은 자체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SNS, 이메일, 일반 오피스 프로그램을 개별적으

로 사용하며 각개전투를 하고 있기도 했다. 재택근무를 위한 가상사업장에서도 노동환경의 격

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 재택근무로 인한 직장 인간관계의 변화

(1) 노동자의 자기관리의 확대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는 사업장 관리자가 노동자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방식을 변화시켰

다. 고용노동부(2020b)가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시행한 재택근무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택근무

로 노동자들의 업무효율성이 높아지고, 직무만족도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할 정

도로 재택근무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몇몇 재택근무자들

도 비슷한 호응을 보였다. 출퇴근이 없기에 시간적 자율성이 증가하고(참여자3), 워라밸이 가능

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참여자10)은 재택근무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편익이었다.

출퇴근 시간이 자율화가 된 게 가장 좋죠. 출퇴근에 드는 노력이 줄어들었잖아요. 피크타임에는 

지하철에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인성까지 안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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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게 좋아요(참여자3).

개인적으로 워라밸에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업무를 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고요. 제 일

만 끝내면 되니까, 개인적인 삶을 봤을 땐 재택이 더 편하더라고요(참여자10). 

또한, 사무실에 출근했을 때 상사나 관리자를 의식하며 일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 점도 장

점으로 꼽혔다. 참여자3는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는 상사의 일정에 퇴근 시간을 맞추거나 상사 

분위기에 따라 업무를 조절하는 등 행동적 제약이 많았지만, 재택근무를 하면 상사에게 ‘보여

주기(showing)’식의 행위가 줄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어 편해졌다고 말했다. 상사와 작업공

간을 공유하지 않아도 되고, 그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와 부담 또한 줄어든 것이다. 

‘내가 퇴근을 안 하니까 너희도 퇴근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부장이 퇴근을 안하

면 그냥 암묵적으로 다 퇴근을 안 하고 있다거나, 윗분들 시야에 보이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요. showing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없어지고 편해진 것 같아요(참여자3)

그러나 재택근무로 인한 업무의 자율성은 다른 한편으로는 업무 결과에 대한 개인의 무한 

책임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았다. 일찍이 Schots와 Taskin(2005)은 재택근무가 확대되면 개인의 

자율성과 함께 개인의 책임이 강조되는 새로운 노동계약이 출현하게 될 것이라 진단한 바 있

다. 실제로 본 연구의 면접참여자들은 재택근무를 하면서부터 업무에 대한 자기관리와 책임을 

절감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참여자4는 재택근무 초반에는 업무시간과 분량을 스스로 조정하

는 데 익숙지 않아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지금도 본인의 일을 시간 내에 처리하는 방법을 터득

하며 적응해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참여자5는 재택근무를 하기 전까지는 지시받은 업무만 

수행하면 되었기에 자기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기 어려웠지만, 재택근무로 자신에게 업무에 대

한 책임이 지워지게 되면서 ‘자기관리가 업무의 중요한 자질’이 되었음을 느꼈다.

일을 할 때 시간 계획이 있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집에 있다 보면 ‘조금 있다

가 해야지’ 하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시행착오를 좀 겪었었거든요. 작년에 처음 

재택근무할 때는 일이 밀리고, 되게 촉박하게 처리를 했던 적이 있어요(참여자4).

자기관리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자기관리라는 게 이전까지는 크게 필요가 없었잖아요. 

일을 하려면 그냥 9시까지 출근하면 되고 제 할 일을 회사에서 하면 되는 건데, 지금은 일들에 내

가 그때그때 상황을 바꿔서 대응해야 하잖아요. 이제 개인은 스스로에게 자기관리라는 책임을 더 

지워야 하는 거죠(참여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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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7이 일하는 스타트업도 회사 모토로 ‘자율책임’을 지향했다. 회사가 ‘자유롭게 일하

되, 책임감 있게 성과를 내자’는 분위기가 깔려있어, 재택근무자들도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개

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보상을 받아가는 구조에 익숙했다. 

우리 회사 모토가 자율책임이예요. 자유롭게 일을 하되 책임감 있게 성과를 내는 게 모토니까 거

기에 또 적응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중략) 업무를 할 때 슬랙에 접속을 켜놓는 이유도 누가 

강요한 건 아니고, 다들 암묵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성과가 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야근해도 그냥 켜놓고 일할 때가 더 많고요(참여자7).

이때 주목할 점은 재택근무로 노동자들의 자기 책임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관리자가 마땅히 

해왔던 의무가 노동자에게 떠넘겨지는 현상도 발생한다는 점이다. 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물품과 사무용품을 재택근무자가 사비로 사게 되는 경우이다. 참여자2도 집에 효율적

인 작업공간을 갖추기 위해 모니터, 노트북 거치대, 패드, 파티션을 장만했을 뿐만 아니라, 온

라인 업무를 위해 필요한 클라우드의 저장공간을 사비로 구매했다. 과거 사무실에서 듀얼 모니

터로 작업을 했던 참여자3도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사무실 업무환경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

해 자비로 모니터를 구입했다. 다행히 참여자3의 회사는 재택근무 시 노트북 하나를 업무용으

로 제공해주었지만, 모니터 여분을 하나 더 사는 것까지 차마 요구할 수 없었다. 듀얼 모니터를 

통해 업무의 효율을 꾀하려는 것은 개인적 선택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회사에 이를 요청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노동자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비용은 

사무장비에 그치지 않는다. 사무실에 비치되어 직원들이 함께 사용해왔던 도서, 커피, 다과, 자

잘한 사무용품 구매까지 개별 노동자들의 몫이 되었다.

재택근무를 하게면서 패드랑 모니터랑 노트북 거치대를 새로 구입했어요. 문서 작업을 해야 해서 

더블 모니터가 필요했고요. 즉각 연락을 확인하면서 업무를 해야 하니 업무 카톡은 휴대폰으로 

보고, 개인 카톡은 패드를 보면서 쓰죠. 회사가 네이버 클라우드를 결제한 게 있는데, 제가 혼자 

재택을 하니까 따로 클라우드를 사비로 구매해서 이제 제가 관리하는 파일들을 클라우드에 옮겨

서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저희는 논문도 보고 자료를 많이 봐야되니까 파일 저장에 한계가 있잖

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구매를 하게 된 거죠(참여자2).

모니터를 들고 다닐 수는 없고, 필요하긴 하니까 추가로 구매를 했어요. 이거까지 사달라고 하기

가 좀 그렇고, 안 해줄 것 같아서요. (중략) 회사에 있을 때는 팀 차원에서 책들을 공용으로 사놓고 

봤는데, 회사를 안 가니까 집에서 갑자기 뭔가를 봐야 하면 좀 난감할 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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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몇 권 사다 보니까 점점 쌓이고 있어요. 회사에 있을 때는 커피머신도 있으니 딱히 커피 사 

먹을 일이 없었는데, 커피머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커피를 대용량으로 따로 사게 되고요(참여자3).

[그림 5] 재택근무로 인한 노동자의 비용지출

(좌) 참여자3이 사비로 구매한 업무용 도서 (우) 참여자2가 구매한 사무용품과 장비

물론 고용노동부(2020a) 지침에 따르면, 원활한 재택업무 수행을 위해 기업이 재택근무자에

게 기본적인 IT 기기 및 네트워크, 통신비, 기타 소모성 비품을 제공해주어야 하고, 사정상 신속

한 지원이 어렵다면 노사가 합의해 부담방식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내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택근무자들은 재택근무를 위해 새로 구매한 물품의 비용을 기업에 청구할 생각

을 하지 못하거나, 기업이 책임지고 제공해야 하는 물품과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야 하는 물품

을 구분하기 어려워 난감해하고 있었다. 이처럼 사업주의 책임 영역의 일부가 재택근무자에게 

전가되면서 노동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2) 관리자의 원격관리의 강화

물론 재택근무가 노동자 개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한다고 해서, 관리자의 관리･감독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조직의 관리자 측면에서는 재택근무로 인해 눈앞에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을 다른 방식으로 감독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재택근무 상황에서 기업은 재

택근무자들이 업무를 잘 완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Peters, den Dulk, & de Ruijter, 2010). 하지만 가시성이 떨어지는 재택근무 환경 속에서 노동

자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대기업 인사팀 부장인 

참여자5는 재택근무 때문에 직원들과 업무 관련 소통과 상호작용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아 

곤란을 겪는 기업 경영자들의 입장을 전해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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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변에 경영자분들이 조금 계시는데, 재택근무를 싫어하세요. 근무 중에 자는 것 같다고요. 근

무시간 중에 직원에게 연락하면 당연히 바로 연락이 닿고 어떤 일에 대한 인터렉션이 빨리빨리 

되어야 하는데 간혹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직원들이 있어서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참여자5).

그러나 관리자가 재택근무자에게 수시로 연락해 업무감독을 하는 노골적인 방식은 비효율

적이고 반발도 클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재택근무 환경에 맞게 비가시적이고 간접적인 방식

으로 직원들의 업무감독을 수행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온라인을 통

한 원격관리이다. 예를 들어, 참여자2의 회사는 직원들에게 출근 시 본인이 접속한 시간이 담긴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실시간으로 캡처해 보내고, 퇴근할 때는 업무보고서를 메일로 보내 근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었다. 참여자7이나 참여자5의 회사는 협업 플랫폼이나 기업의 인트라넷

을 통해 직원들이 접속 중인지, 회의 중인지, 로그아웃을 했는지, 업무 파일을 언제 업로드했는

지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에, 이를 통해 직원들에 대한 자동화된 근태관리를 수행했다. 

출근하면 이제 컴퓨터 화면을 찍고 텔레그램으로 보내서 출근 보고를 하고 있고요. 퇴근할 때는 

일일 업무 보고서를 메일로 보내는 방식으로 근태관리를 하고요(참여자2).

슬랙에 접속하면 파란 불이 뜨거든요. 그걸로 출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저는 좀 많이 확인하

는 편이에요, 파란 불이 떴는지 안 떴는지. 야근을 하면 여섯 시 이후에도 켜놓는 편입니다. 업무

를 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요. 저희는 9-10시에 유연하게 출근을 해서, 그 사이에만 접

속하면 되는데 10시에는 꼭 접속이 되어 있어야 하는 규칙이 있어요(참여자7)

인트라넷 메신저로 얘기하면 그 안에서 오가는 이야기들 기록과 시간이 다 남아요(참여자5).

참여자2는 재택근무를 하며 더욱 강화된 온라인 관리감독 사례들을 말해주기도 했다. 일례

로, 한 사업체는 재택근무자가 연락되지 않아도 용인되는 시간을 15분으로 정하고, 15분 이상 

연락이 안 될 때는 경고, 조퇴, 결근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조처를 단행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고용노동부(2020a: 160)의 매뉴얼에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재택근무자 

근태관리의 목적으로 GPS를 설치해 위치추적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적시되어 있다. 물론 근로

자에게 이를 강요할 수 없고, 거부한다고 해도 근로자를 징계하기 어렵다는 내용도 함께 기술

되어 있다. 하지만 기업이 이 매뉴얼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기업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근로자

로서는 이를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오히려 회사 나가는 게 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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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다(참여자2)’는 불만이 나오기도 한다는 것이다. 재택근무는 노동자에 대한 관리자의 관리감

독을 완화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원격감시를 고도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신자유주의 통치성

을 연구한 Rose와 Miller(1992)는 겉보기에 자율성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기술이 ‘원거리 통치(governing at a distance)’로 발전한다고 해석했다. 디

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택근무의 근태관리 또한 이러한 원거리 통치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제가 컨설팅하는 업체들을 보면 근태 관련해서 문제가 터져서 자꾸 안에 뭔가 규율을 더 추가하

는 경우가 있었어요. 15분 동안 자리를 비워서 연락이 안 되면 경고, 연락이 계속 안 된다고 하면 

그날은 이제 무단결근, 무단조퇴한 걸로. 제도화로 자꾸 근로자를 압박하는 형태로 바뀌는 거예

요. 고용노동부 GPS 문구도 내용은 권고 사안이긴 했지만, 근무자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많어요. 

이럴 거면 재택 할 때 보다 회사 나가는 게 더 자유로웠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참여자2).

하지만 관리자의 업무관리방식이 원격화 된다면, 노동자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 공백이 발생

하게 될 우려도 커진다. 예를 들어 기존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장 내 근로를 전제로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100% 사업주에 지워왔다. 그러나 재택근무는 사업장이 아닌 곳, 즉 사업주의 

직접적 지배‧감독이 어려운 장소에서 근로가 이루어지기에 사업주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

이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다행히 면접참여자 중에는 산업재해에 관한 논란에 직접 휩싸인 예

는 없었지만, 노무사인 참여자2는 최근 재택근무 관련 노무 상담을 하면서 이러한 사례를 종종 

접했다. 한 재택근무자가 온라인으로 퇴근 보고를 한 다음 실제로는 연장 근로를 하다가 과로

로 쓰러져 뇌졸중에 걸린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다. 보통 사업장에서 초과 근로를 하다 쓰러졌

다면 산업재해에 대한 입증이 가능했겠지만, 집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산업재해 입증이 매우 어

려웠다. 이처럼 사업장 중심의 산업재해 개념으로는 사업장 바깥에서 재택근무자가 일하면서 

겪게 되는 사고와 질병에 대해 사업주의 책임을 전적으로 묻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재택근무를 하면 출퇴근 체크를 앱으로 하는데, 그냥 퇴근이라고 체크 해놓고 실제로는 추가 근

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하니까 연장 근로가 많아지면 평가가 낮아진다

고 하더라고요. 상담 사례 중에 퇴근 보고는 해놓고 연장 근무를 하다가 과로로 쓰러진 분이 계셨

어요. 보통 사업장에서 연장 근무를 하다가 쓰러졌으면 장시간 근무해서 산재가 났다고 할 수 있

는데, 재택근무는 입증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미 퇴근은 버튼을 눌러놨고 본인이 그냥 집에서 해

버린 상황이 돼서 힘들었던 경우가 있었어요(참여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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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장 동료들 간의 직접적 업무 소통의 약화 

본 연구의 면접참여자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겪는 직장 관계의 또 다른 어려움은 직장 동

료와의 소통 약화였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겪게 되는 동료 간 소통의 어려움과 관계단절의 문

제는 이미 재택근무 연구들에서 공통으로 지적되었던 문제이다(e.g. 손연정, 이은주, 채민희, 

2021; Cooper & Kurland, 2002; Topi, 2004; Golden et al., 2008; Collins, Hislop, & 

Cartwright, 2016; Baert et al., 2020; Milasi, González-Vázquez, & Fernández-Macías, 2021). 

원론적으로는 SNS, 이메일, 화상회의 툴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빠르게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기술을 활용한 소통이 느리고 불편할 때가 생긴다. 화자와 

청자가 함께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대면 소통과 달리,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소통은 즉각적으

로 상대의 응답과 피드백을 얻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메일, SNS로 소통을 하다가 상

대가 원하는 속도로 반응하지 않을 때는 기다리다가 결국 전화를 거는 등 다른 방식으로 연락

을 시도해야 하는 이중부담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으로 면접참여자 중 일부는 업무 메시지들

이 실시간으로 오가야 하는 것 자체에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쏟아지는 메시지들에 바로 

답장해야 한다는 암묵적 압박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참여자2는 메시지 폭탄에 질려서 

더는 텍스트를 읽고 싶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재택근무를 하면서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동시에 대화할 수 있지만, 이 또한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회의하는 것과 비교해본다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 출판 디자인 업무를 하는 참여자4는 

여러 시안을 놓고 동료 디자이너와 논의하거나 다른 팀들과도 이견을 조율해야 할 때가 있는

데,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 이러한 동시다발적 소통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해 불편함을 느꼈다. 

만약에 제가 텔레그램으로 뭘 보냈는데 이 사람이 안 읽어요. 그럼 또 카톡으로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약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횟수가 많아져서 피곤하죠. 그래서 업무를 안 할 

때는 자꾸 핸드폰을 멀리하게 되더라고요(참여자2)

디자인은 하나의 시안을 여러 명이 붙어서 작업해야 하는데, 자료 출력을 해서 같이 보드에 붙여

서 봐야 하는 경우도 많아요. 회의실에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디자인팀 말고 기획팀

이나 다른 유관부서도 불러서 어떤 게 제일 낫냐고 고르기도 하고요. 요새 줌 회의를 많이 한다고 

해도 이게 대면에서 얘기를 편하게 하는 것보다 제약이 많고 불편한 점이 있죠(참여자4). 

그러나 재택근무자들이 무엇보다 심각하게 여기는 지점은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해 발생하

는 심리적 스트레스였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동료들과 업무만 하지 않는다. 현대사회에서 직

장은 한 인간의 사회적 정체성과 관계망이 구축되는 핵심적인 공간이다(Ashforth & M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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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본 연구의 면접참여자들은 ‘공통의 경험과 관심사를 가진’ 동료들을 정서적으로 의지하

고 있었고(참여자3),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관계로 

여기고 있었다(참여자2). 따라서 재택근무로 동료들과 물리적으로 떨어지고 관계가 소원해지

면 정서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참여자9는 회사의 탕비실에서 동료들과 자연

스럽게 ‘소셜라이징을 할 기회’가 없어지게 되면서 ‘회사를 때려치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

로 심한 고통을 겪기도 했다. 참여자1의 표현을 빌려 말하면, 재택근무자들 역시  ‘스킨십이 필

요한 사회적 동물’이기에 대면 관계를 향한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 

재택근무할 때 갑갑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동료들과 단체 카톡을 해도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는 만나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잘 모르게 되더라고요. 만나서 서로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같이 욕도 해주고, 이러면 좀 해결이 되는데 집에서 혼자만 오롯이 스트레스 다 받고, 

해결책도 혼자 찾아야 하고 마음 추스르는 것도 혼자 해야 하는 게 힘든 거 같아요(참여자2).

회사를 가면 탕비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수다를 떨면서 자연스럽게 소셜라이징이 이루어지는데, 

집에서 일하니까 그런 자연스러운 찬스가 다 없어진 거예요.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어진 거죠. 그

래서 정말 회사를 때려치우고 싶다, 이렇게 해서는 못 산다,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

요. 처음엔 스트레스의 원인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다 1주일에 한 번 회사에 갈 수 있게 되면서 

깨달았죠. 동료들이랑 얘기하는 데 너무 좋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참여자9).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스킨십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줌으

로 계속 회의를 하고 해도 일은 되는데 스킨십에서 비롯된 화학적 작용은 없잖아요. 그러니 사실 

요즘에는 많이들 갈증을 느끼고 있죠(참여자1)

특히 신입사원일수록 동료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더 심할 수 있다. 참여

자3의 설명처럼, 팬데믹 이전에 입사한 노동자는 동료들과 어느 정도 신뢰를 쌓을 시간이 있었

지만, 팬데믹 이후 입사해서 바로 재택근무를 하게 된 신입사원들은 동료들을 만난 적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 Bolisani et al.(2020)이 지적한 대로, 직장동료는 정서적 지지체계이자 서로 업

무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지적인 공동체이기도 하다. 이에 재택근무로 사회생활을 시

작한 신입사원들은 직장에서 얻을 수 있는 정서적･지적 연결망을 형성하게 어려울 수 있다. 이

는 향후 재택근무가 보편화되었을 때,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신입 분들이랑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어쨌든 재택근무가 도입되기 전에 친해진 사람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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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니까 재택근무로 인한 불만이 없는 편인데, 신입 분들은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동기들이랑 

만날 기회도 별로 없었다고 하고 그게 되게 안타까워 보였어요. 사실 회사 생활 할 때 동기만큼 

의지 되는 게 없거든요(참여자3)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로 인한 동료관계에서 의미 있게 포착된 사실은 

소원해지는 동료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노력들 또한 존재한다는 점이다. 재택근무

자들이 동료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도하는 가장 간단한 전략은 사무실 출근이다. 재택근

무가 작업공간의 분산을 의미하기에 다시 사무실로 복귀함으로써 직장 내 인간관계를 이어가

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다수의 면접참여자는 전면적 재택근무보다는 재택근무와 출

근을 병행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참여자2는 사무실 출근을 병행할 수 있음을 

‘다행’으로 여겼다. 사무실에 출근하는 날은 동료와 만나 재택근무를 하며 쌓여있던 갑갑함을 

해소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평소 ‘회사 가기 싫어’했던 참여자9는 회사 가는 날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일부러 퇴근 후 일정을 잡지 않을 만큼 출근하는 날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녀

는 직장 동료들이 함께 모여 수다를 떠는 ‘탕비실과 흡연실’과 같이 회사에 있는 휴게공간의 소

중함을 새삼 깨닫기도 했다. 참여자3은 출근일이 아닌 날에도 ‘사람들을 볼 겸, 의미 없이 회사

에 나갈’ 정도였다. 이와 같은 노력은 사업장이라는 공동의 작업공간이 노동자들의 소통과 정

서적 유대에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잘 보여준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재택근무하고 나머지는 출근해서 갑갑함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를 위로하고 같이 얘기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마련되어 그나마 해소되

는 느낌이랄까요(참여자2).

일주일에 한 번 회사 갈 때가 되게 좋아요. 옛날에는 ‘막 회사 가기 싫어.’ 그랬는데, 회사 가는 날

은 일부러 팀원들이랑 이야기하려고 일정을 안 잡아요.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는 게 소

중하더라고요. 탕비실, 흡연실 엄청 중요한 공간이에요. 저는 담배를 안 피우는데, 이번에 제대로 

느꼈다니까요(참여자9).

가끔 의미 없이 회사에 나가는 이유는 사람들 볼 겸 나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친한 동료들이

랑은 밥 먹고 커피 타임 갖기도 하고. 재택을 한다고 해도 저희는 출근을 병행하다 보니까 회사 

가면 누군가는 있거든요(참여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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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장 동료들 간 비공식 교류의 온라인화

재택근무자들이 동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반드시 물리적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것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작업공간의 온라인화가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의 주요 특징이

었듯이, 동료 관계의 유지를 위해서도 SNS나 화상채팅과 같은 온라인 채널들이 활발히 동원되

고 있었다. 직장의 공식적 업무만이 아니라 직장 동료들 간의 비업무적인 교류와 소통도 온라

인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아래의 사례에서 보는 바처럼, 본 연구에 참여한 재택근무자들

은 동기들과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서로 사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여유시간이 되는 동기들은 서

로 만나 이른바 번개모임을 하기도 했다. 대면 모임이 어려울 때는 화상회의 앱을 사용해 화면

으로라도 서로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문화도 생겼다(참여자10).

동기들 단톡방 모여서 오후 3, 4시쯤 일하다가 너무 졸린다 싶으면, 가까운 곳에 사는 동료들은 

같이 나가서 산책하자. 카페에서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해서 나가서 만기도 하고 그래요(참여자4). 

꼭 일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카톡 같은 거로 얘기도 하고 가끔 여유 있다고 하면 시간 맞춰 만나고 그

래요. 오늘도 저녁에 동기들이 불러서 나갈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연락해서 만나고 있어요(참여자3).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씩 대면으로 만났는데, 요즘은 코로나여서 줌 같은 화상 앱을 사용을 해서 

만나고 있어요. 동기 언니들이라서 되게 친하고, 같이 따로 여행도 갈 정도로 친해요(참여자10).

비공식적 동료 모임만이 아니라 공식적인 직원 모임에서도 온라인 채널을 사용하는 예도 있

었다. 참여자1의 회사는 화상회의 툴을 통해 재택근무자와 출근한 직원들이 함께 모여 다과를 

먹으며 친목을 도모하는 온･오프라인 회식을 시도하기도 했다. 비록 모두 오프라인으로 회식

을 할 여건은 안 되지만, 구성원들이 ‘같이 있는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마련한 행사였다. 이처

럼 온라인 직장 모임은 물리적으로 단절된 재택근무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이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년에 한번씩 직원들끼리 특별한 행사를 했는데, 원래는 근무 중 일부 시간을 떼서 사무실에 모여 

간식이나 커피를 펼쳐놓고 회식 대신하는 행사에요. 아무래도 코로나라, 우리 회사에서 제일 큰 

모니터를 갖다 놓고 재택근무자는 온라인으로, 일부는 출근해서 행사에 참여했어요. 저렇게 놓고 

사진을 찍으니까 같이 있는 것 같고 좋았어요. ‘야 이렇게 해도 되네. ’싶더라고요(참여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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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직장 내 동료 모임

참여자1 회사의 온･오프라인 병행 회식

온라인 직장 모임과 관련해 매우 흥미로운 점은 직장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조짐을 보인다

는 것이다. 재택근무자들은 SNS를 통해 본인 직장 동료들하고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다. 온라인 

공간은 사업장과 집의 경계를 허물 뿐만 아니라, 사업장과 사업장의 경계도 흐리게 만든다. 

SNS나 커뮤니티 앱을 이용하면 자신과 유사한 직종이나 업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도 얼마

든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재택근무자들이 외로움과 답답함을 느낄 때 

소통을 시도했던 사람들은 같은 회사 동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마케팅 업

무를 하는 참여자10은 재택근무를 시작하게 되면서 가장 변화하게 된 점으로 스피커폰을 켜놓

고 일을 하게 된 점을 꼽았다.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클럽하우스(clubhouse)라는 음성 SNS를 

이용하게 됐기 때문이었다. 클럽하우스는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로 이른바 ‘토픽방’을 개설하

고 불특정 다수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앱인데, 참여자10은 뷰티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토픽

방을 만들어 자신의 업무에 대해 대화를 나누거나, ‘스트레스 푸는 방’, ‘상사 욕하는 방’에 들어

가 비슷한 고충을 가진 직장인들과 이야기하며 업무 스트레스를 풀곤 했다. 최근 직장인들 사

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블라인드(blind)도 직장인들이 서로의 관심과 고충을 공유하는 직

장인 익명소통 커뮤니티이다. 협업 플랫폼이 가상작업장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면, 클럽하우스

나 블라인드와 같은 앱은 일종의 가상탕비실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임이 

일어나는 가상 휴게공간은 같은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들만 국한되는 공간이 아니다. 직장인으

로서의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든 가상휴게공간의 구성원으

로 대화에 동참할 수 있다. 참여자6은 이처럼 한 직장을 뛰어넘어 형성되는 직장인 커뮤니티가 

인기를 얻는 원인으로 적절한 동질감과 거리감이 주는 안전을 꼽기도 했다. 직장 내 동료들처

럼 비슷한 업종에서 일하거나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편안함과 함께, 같은 직장 동

료들과 뒷담화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공개의 위험을 막아주는 익명성이 직장인 커뮤니티의 

장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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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재택하고 나서부터는 일하면서 옆에 스피커폰을 켜놓거든요. 클럽하우스를 하는데... 클럽

하우스에 토픽방 만들어서 제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해요. 친한 동료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막 들어와서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함께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스트레스 푸는 방, 상

사 욕하는 방도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요. 어떤 분이 회사에서 담배 심부름 했다고, 열변을 토하시

던데... 모르는 사람 얘기라도 누구나 담배심부름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잖아요? 화도 내

고,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참여자10).

사내모임을 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뭔가 모르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이유가 뭘까 싶더라고

요. 내가 속한 직종 중심으로 모이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모이는 게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편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새는 오프라인 관계에서도 그런 안전을 느끼지 못

할 때가 있잖아요(참여자6).

Rainie와 Wellman(2012: 12)는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공간을 중심으로 연결된 

집단 내 관계보다는 “느슨하게 짜인 네트워크(sparsely knit networks)”를 통해 관계의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주장했는데,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는 느슨한 네트워크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

다. 향후 재택근무가 활성화될 경우 오프라인 사업장 내에서의 동료와 연대는 상대적으로 약해

지더라도, 온라인 채널을 통한 직장 동료와의 연결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활성화될 가능성이 엿

보이는 것이다. 

5. 결론

본 논문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재택근무를 수행한 사업장 근로

자 10인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재택근무가 작업공간과 직장 인간관계 등 노동환경에 어떤 변

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는 집이라는 공간을 업무공간으로 전환시켰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에 참여한 재택근무자들은 집 안에서 사적 생활공간과 공적 업무공간의 재분리를 시도하

는 경향을 보였다. 물론 재택근무에 대한 기존 논의들에서도 재택근무자들이 생활공간과 업무

공간을 구분하려는 경향을 드러낸 바 있다(Sullivan, 2000; Tietze & Musson, 2002). 그러나 기

존 논의들은 재택근무자의 공간분리를 주로 기혼 재택근무자들이 가족들과 사적으로 보낼 수 

있는 생활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해온 반면, 본 연구에 참여한 비혼 재택근무자들

이 집안 공간을 재배치하는 이유는 가족생활을 보호한다기보다는 노동자 개인의 공적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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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가 더 두드러졌다. 재택근무로 인한 고립감을 극복하기 위한 것도 

집 공간 재배치의 또 다른 이유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자들이 느끼는 고립

감 문제를 지적해왔는데(De sio et al., 2021; Schall & Chen, 2021), 재택근무자들은 이러한 고

립감을 공간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자제적인 대응행동을 하고 있었다. 작업공간의 방향

을 개방감 있게 바꾸거나, 타인과 함께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TV가 있는 휴식

공간으로 작업공간을 옮기는 사례들에서 보듯이, 재택근무자들이 단절감에 그대로 순응하기보

다 이를 극복하고자 시도하고 있음을 관찰한 것도 본 연구에서 발견한 의의로 볼 수 있겠다. 

무엇보다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앞으로 집의 작업장화와 관련해 중요하게 고민해

야 하는 현상은 개별 노동자의 주거환경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노동환경의 격차이다. 재택근

무는 단지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재택

노동자 개인의 주거환경에 따라 집이라는 작업공간은 편안함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함, 열악함

을 의미하는 공간일 수 있 수 있기 때문이다. 재택근무는 같은 직장의 노동자들이 공유하는 고

정사업장만이 아니라, 개별 노동자들의 주거공간까지 생산 공간으로 흡수시킨다. 본 연구결과

는 향후 재택근무가 확대될 경우 주거공간이 노동자들의 생활수준만이 아니라 노동환경의 수

준까지 좌우하는 결정적인 공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팬데믹 이전 재택근무 논의에서 통상적으로 관찰되었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작업공

간의 다변화는 팬데믹 이후의 재택근무에서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로 인해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재택근무의 확대로 근태관리에 

어려움을 예상한 사업주들이 노동자들의 근무지 이동을 제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용노동

부, 2021a). 반면,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에서 디지털 기술은 작업공간의 다변화보다는 팬데믹 

이전의 재택근무에서는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던 온라인 협업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재택근무의 

작업공간을 창출해내는 데 기여했다. 온라인 협업 툴은 한 직장 내에서 재택근무자가 많을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툴이다. 따라서 주로 유연근무의 일환으로 재택근무가 일부 노동자들

에게 적용되었던 팬데믹 이전에는 크게 효용성이 없었으나,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그 쓰임

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작업공간의 온라인화와 관련해 본 연구가 의미 있게 발견한 현상은 바로 작업장의 온

라인 공간으로의 이동과 확장이 사업장들의 여건에 따라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대기업은 

온라인 협업 툴이나 인트라넷, 비대면 업무를 위한 부대시설을 노동자들에게 제공해주는 반면,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은 재택근무자에게 충분한 온라인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다.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논의들이 지금까지 문제시했던 재택근무의 격차란, 대기업 사무직과 중소기업 

제조업 종사자의 재택근무 가능 여부처럼 산업과 직군별로 재택근무 도입 여부에 차이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로 인한 작업공간과 직장 인간관계의 변화  63

는 점이었다(최성웅, 2020; 김종진, 신재열, 2022).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단지 재택근무의 도

입 여부만이 아니라, 재택근무가 도입된 이후에도 사업장의 규모와 여력에 따라 재택근무자의 

온라인 노동환경이 계층화될 수 있음을 짚어냈다.

또한, 본 연구는 작업공간의 재편이 직장의 인간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음을 드러냈다. 

기존 연구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Schots & Taskin, 2005; Taskin & Devos, 2005), 본 연구에

서도 재택근무가 관리자의 직접적 관리영역을 줄이고 자기 업무를 스스로를 책임지고 관리해

야 하는 노동자의 자기관리의 영역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음을 확인했다. 추가로 포착한 점은 

재택근무자의 자기관리의 영역이 단지 수행해야 하는 업무활동에 대한 관리만이 아니라, 본래 

관리자의 소관이었던 비품･소모품의 구비와 관리까지 재택근무자의 책임으로 확장되는 현상

이었다. 정부가 제공한 추상적 지침 외에, 노동자 및 관리자 간에는 명백히 합의된 지침이나 원

칙이 없어서 재택근무자들은 크게 문제의식이 없거나 문제의식이 있더라도 회사에 요구하기 

곤란해 하는 경우가 많았다. 향후 재택근무가 확대된다면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노동자의 자기관리 강화가 반드시 관리자의 관리감독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보다는 관리의 방식이 과거 공동사업장에서 이루어졌던 직접관리에서 온라인 채널을 이용한 

원격관리로 전환되었다고 해석하는 편이 타당하다. 하지만 이러한 간접적 관리에는 책임 공백

이 발생할 수 있다. 물리적 사업장에서 관리자의 직접적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노동

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관리자의 책임을 어디까지 강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는 것이다. 이는 마치 배달앱 기사의 교통사고를 배달앱이 얼마나 책임져야 하는지를 둘러싸

고 쟁점이 되었던 플랫폼 노동의 문제와 유사하게(e.g. 하태희, 2018), 원격으로 관리되는 재택

근무자에게도 고용주의 책임정도가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직장 동료 관계 측면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도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e.g. Baert et al., 

2020; Milasi, González-Vázquez, & Fernández-Macías, 2021) 재택근무가 노동자들의 동료들

과의 교류와 소통을 제한시키고 단절시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재택근무자들이 동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측면들을 

드러냈다.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한 현상은 사무실로 출근해 동료들과 물리적 접점을 늘리려는 

노력 외에도, SNS, 화상채팅 앱,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를 통해 활성화되기 시작한 온라인 직

장인 모임 문화이다. 일부 재택근무자들은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단순히 같은 직장 내 동료만이 

아니라, 본인이 소속된 직장 밖의 다른 직장인들과의 교류의 폭을 넓히면서 재택근무로 인한 스

트레스와 외로움을 해소하고 있었다. 이는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이 작업장의 가상화만이 아니라 

탕비실과 같은 휴게공간의 가상화를 함께 추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들을 고려했을 때, 향후 재택근무가 더욱 확대된다면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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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들이 정책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재택근무자의 노동환경 격차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재택근무의 핵심은 작업공간이 집이 되면서 노동환

경의 질이 사업장만이 아니라 개별 노동자의 주거환경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 있

다. 이는 개별 노동자의 경제력이 생활환경만이 아니라 노동환경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뜻이다. 연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처럼 집을 벗어나서 원

격근무를 하기 어렵게 되는 사태가 다시 발생한다면, 집으로 지정하는 기존의 재택근무 방식으

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재택근무자의 노동환경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원격근무

가 활성화된 사회에서 주거는 고정사업장 못지않게 노동자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미래 주거불평등은 단지 생활환경 격차만이 아니라 노동환경 격차까지 좌우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주거 및 공간지원 정책을 다채롭게 구상할 필요가 있겠다. 집에서 업무를 보기 어려운 

재택근무자들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스마트워크센터(smartwork.go.kr)나 민간의 공유

오피스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업공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현재 스마트워크센터는 실제로는 공무원들이 업무공간으로 이용하고 있고, 민간 공유

오피스는 주로 스타트업이나 IT기업 종사자들의 원격근무 장소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

만 재택근무자가 특정 직종에 한정되지 않게 된 현 상황에서 재택근무자를 위한 업무공간의 확

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일본 도쿠시마현에서는 원격근무정책의 일

환으로 기업들이 지역들에 위성사무실(satellite office)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보조

금을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박선미, 강민욱, 강민정, 2020: 28~29). 도쿠시마현이 기업의 위성

사무실 설립을 지원한 이유는 재택근무를 단지 개별 기업이나 노동자가 선택하는 업무형태의 

변화로만 보지 않고, 코로나와 같은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자 향후 장기적으로 재택근무로 

전환될 때 발생할 문제에 대비하는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한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택근무자의 노동환경 격차가 물리적 작업공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상의 작업공

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연구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회

사 지원으로 온라인 근무환경을 최적화할 수 있었던 대기업 재택근무자에 비해 영세사업장 소

속 재택근무자들은 원격근무에 특화된 기술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SNS나 이메일로 업무를 진

행하면서 겪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오롯이 감당하고 있었다. 물론 고용노동부에서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부터 재택근무 전환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원격근무 인프

라 구축비 지원 사업(고용안정장려금)을 시행하기도 했고, 2022년부터는 사업장에 재택근무종

합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용노동부공고, 2022). 그러나 컨설팅 사업은 사

업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자문을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 재택근무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일반 

노동자들이 원격업무를 하면서 겪는 문제들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로 인한 작업공간과 직장 인간관계의 변화  65

가 있다. 재택근무자들은 인프라 자체의 차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줌을 설치해도 

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처럼 인프라 구축 이후에도 재택근무에 적합한 방식으로 시

스템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의 인프라 구

축과 컨설팅 외에도 노동자들이 변화하는 디지털 업무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는 

재직자 교육지원 방안 또한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재택근무로 인해 애매모호해질 수 있는 노사 간 관리감독과 책임의 문제에 대해 보다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전개하고, 합의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재택근무 기간 중 노동자의 업무 자율성 명목으로 본래 사업주가 행사했던 상당한 책임이 

재택근무자 개인의 책임으로 이양되는 현상을 관찰했다. 이때 논란이 될 수 있는 지점은 업무

에 필요한 사무용품과 사무장비의 구매와 관리까지 재택근무자의 책임으로 돌려지고 있다는 

점과 재택근무 동안 일어나는 사건･사고에 대한 사업장의 책임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다.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매뉴얼에는 물품관리 및 구매가 사업장의 책임임을 언급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 2021a: 59~60), 참여자들 중에는 이러한 권고사안을 모르는 사업장과 노동자들이 

많았고, 실제로 이러한 권고사안이 필수로 지켜야 하는 법적 원칙도 아닌 상황임이 드러났다. 

향후 재택근무 시에도 필요물품에 대한 부담은 노동자 개인에게 자연스럽게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산업재해 역시 원격근무를 둘러싸고 크게 쟁점이 될 수 있는 노사 간 책임 문제에서 향후 

정책적으로 더 크게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유럽은 포

스트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 도입 과정에서 사업장 관리감독 관련한 쟁점들을 짚고, 이를 조율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법적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는 사적 감시의 근절 및 단절권

(right to disconnect)과 작업안전을 위한 보호권의 충돌문제다(EU-OSHA, 2021: 9~10). 일부 

국가에서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을 명목으로 지나치게 사적생활을 감시하거나 개입하는 것을 막

기 위한 단절의 권리를 중시하는 반면, 한편에서는 작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몰타와 그리스와 같은 국가는 노동자의 동의가 있다

면 재택근무자에 대한 사업주의 원격관리를 고용협약에 따른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의 일

환으로 허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불가리아, 포르투갈,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는 인터넷 감시와 

같은 재택근무자에 대한 지나친 개입을 제한하고 있다. 원격근무 지원 장비제공 문제 역시 몰

타나 폴란드는 고용주 보상으로 규정하지만, 그리스나 리투아니아는 노동자 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등 국가별 상황에 따라 대응이 상이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EU-OSHA, 2021: 10). 한

국에서도 재택근무를 시행하면서 드러나는 분쟁 지점들을 확인하고, 기업, 노동자, 정부의 논

의 속에서 한국의 상황에 맞는 사회적 합의점과 대비책을 점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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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원격근무 시대에 동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들의 동료 관계는 업무를 위한 소통이나 지식 습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정체성과 소속감을 구축하는 데도 중요한 토대가 된다(Ashforth & Mael, 1989). 또한, 노동자

들의 연대와 협력은 사회정책의 발전에 기반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재택근무로 인한 소통약화

는 업무적, 정서적, 정책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원격근무가 확

대되었을 때, 노동자들의 연결과 연합을 유지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

서 발견한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한 직장인들의 연결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볼 필요가 있

다. 일찍이 Wellman et al.,(1996)은 원격업무 환경에서 가상 커뮤니티가 자발적으로 생성될 경

우 새로운 결속 관계가 강하게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다봤는데, 본 연구에서는 클럽하우

스나 블라인드와 같은 가상휴게공간을 중심으로 실제 직장인들의 온라인 결속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포착할 수 있었다. 최근 연구에서는 블라인드와 같은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가 직장인

들의 감정적 동질감을 높이고 사회적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는 내용이 발표된 

바가 있다(고주희, 김인신, 2021).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대한항공의 ‘땅콩회항’사건 고발 역시 

블라인드를 통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로 인해 대한항공이 직원들을 블라인드 신규가입을 저

지시켰던 사례를 떠올려보면(조선비즈, 2014.12.09.),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도 사업장의 제

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가 동료 관계나 연대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꾸준히 전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팬데믹 기간 동안 재택근무자들이 경험한 노동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에 따

른 정책적 쟁점들을 짚어보았다. 특히 온･오프라인 작업공간의 문제나 관리자와 노동자들 간 

관계를 둘러싼 여러 이슈들을 드러냈지만, 각 문제들이 벌어지는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규명

하지는 못했다. 온･오프라인의 장에서 벌어지는 격차의 원인과 내용을 세부적으로 밝히는 작

업이 후속연구에서 이어질 필요가 있겠다. 또한, 재택근무가 기혼 노동자의 가사･돌봄 활동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과,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된 

현재 상황의 재택근무 양상과는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해둔다. 본 연구를 계기로 재택

근무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을 다루는 학문적･정책적 논의가 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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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nges in Working Spaces and Relationships Due to 

Telework after COVID-19

Suyoung Kim* ･ Myungjoo Kang** ･ Hanui Kwon*** ･ Suh Kyung Lee****

1)

This study examines how telework after the COVID-19 is changing workers’ workspaces and relationships. 

Before the pandemic, telework was introduced as part of a flexible work policy for workers with children 

who need work-family balance. However, due to the social distancing policy enforced to tackle COVID-19, 

telework began to expand to workers in various industries and occupations regardless of their marital 

status. Studying telework, which is expected to be more active, will be a way to find clues to predict 

changes in the future social and working environment. This study aims to explore how telework 

reorganizes the workers’ workplaces and relationships, drawing on in-depth interview data and photos of 

10 teleworkers living alone. First, this study captures the phenomenon to appear virtual co-offices in the 

online world,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concept of teleworking in which major workplaces are moved 

from fixed workplaces to home offices. Furthermore, this study shed light on that remote organizational 

management has become more advanced and workers’ online relationships also have been newly formed 

through telework. These phenomena are different from the working environments of workers who have 

had relationships with colleagues and supervisors within a fixed workplace.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expands the scope of telework research which has been discussed based on workers in the traditional 

workspace and examines social policy issues that should be considered when telework becomes a common 

way of 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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