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의 비전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인간 중심의 통찰력
변화하는 업무 환경을 
뒷받침하는 더 스마트한 기술 솔루션과 
Windows 11 Pro 기반의 레노버 ThinkPad

Lenovo는 비즈니스용 Windows 11 Pro 사용을 권장합니다

Windows 11 Pro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



LENOVO는 비즈니스용 WINDOWS 11 PRO 사용을 권장합니다

목적 지향적인 사람들은 한발 앞서 하이브리드 
업무 방식을 수용함으로써 성공을 달성할 것입니다.

더 스마트한 기술은 그와 같은 성공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전 세계 기업들은 하이브리드 워크플레이스(workplace)에 대한 새 장을 포함하는 등 완전히 새롭게 개편된 

직원 안내 자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IT 리더들은 이러한 계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워크플레이스, 즉 업무 공간에 대한 실행 계획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전 세계 인력들의 사고 방식 

변화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기/의욕은 비즈니스 성과 달성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직원 기대치를 충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연한 근무 형태는 언제, 어디서나 매끄럽고 수준 높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과 더불어, 

근무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직원들은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전략적 기술 의사 결정의 

새로운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업무 공간뿐만 아니라, 인력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어야 합니다.

직원들은 목적 지향적인 업무를 추구합니다.

75%
Windows 11 Pro가 탑재된 레노버 

ThinkPad와 같은 레노버의 더 스마트한 

솔루션으로 체계적이고 집중하며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Lenovo는 비즈니스용 Windows 11 Pro 사용을 권장합니다

Windows 11 Pro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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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지향적인 IT가 인력의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IT는 회사에 영감을 주고, 사용자들의 역량을 높이며 쇄도하는 
우선 순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IT 자체가 목적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모든 규모의 기업들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레노버는 12개 국가* 내 약 6,000명의 직원들과 IT 리더들을 
대상으로 인력 현황과 변화하는 IT의 역할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제 그 조사 결과를 확인해 보십시오.

효율성, 확장성 및 민첩성에 
집중하는 의미있는 기술 
파트너와 협력해 단순화
하십시오.

혁신적인 지속가능성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기대치는 물론, 기업의 
평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목적 지향적인 IT는 다양하고 
분산된 인력이 함께 혁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팀 워크를 
이룰 수 있도록 합니다.

83% 의 IT 리더들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데 보다 집중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원합니다.

재택 근무는 이제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가 보다 
의미있기를 원하지만, IT 부서들은 이러한 
방향으로 새로운 전략을 추진할 시간을 
벌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44% 의 IT 리더들은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는 하이브리드 협업 도구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분산된 팀들은 원격 협업을 수용했습니다. 
이제 IT 리더들은 사무실로의 복귀에 
대비하고 있으며 직원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5% 의 IT 리더들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포함한 올인원 기술 패키지는 
새로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솔루션을 
통합할 때 유용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기업의 우선순위가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거듭되고 
있습니다. 많은 새로운 책임과 비즈니스 
목표들이 빠르게 대두하는 상황에서 IT 
조직들은 자체 리소스를 어디에 집중 투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정의

직원 = 원격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와 팬데믹 이전에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IT 리더 = 최소한 절반 이상의 직원이 원격으로 근무하는 기업에서 일하는 의사 결정자
소기업 = 직원 수 100–499명의 기업 / 중견기업 = 직원 수 500–999명의 

기업 / 대기업 = 1,000명 이상의 기업

레노버 ThinkPad와 같은 업무용 최신 Windows 11 Pro 

디바이스를 제공하면 직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지능형 환경에서 워크플로를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공동 작업을 통해 손쉽게 원하는 콘텐츠를 작성하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Lenovo는 비즈니스용 Windows 11 Pro 사용을 권장합니다

Windows 11 Pro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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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스마트한 기술은 IT 리더들을
목적 지향적인 방향으로 이끕니다.
워크포스 트랜스포메이션(workforce transformation)의 다음 장에서, 
기술은 인간 중심 경험과 결과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e북에서는 이번 연구의 주요 조사 결과들을 각각 살펴보고,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직원들이 업무에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을 확보하며, 비즈니스 성과를 
높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기술 조치들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Windows 11 Pro가 탑재된 레노버의 엔드-투-엔드 솔루션은 
이를 쉽게 만듭니다.

기술이 어떻게 모두에게 기회의 
문을 여는지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직관적인 워크플로를 만들고 협업할 수 있습니다. 

최신 ThinkPad가 제공하는 향상된 사용자 

경험을 통해 직원들이 어디에서나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보십시오.

Lenovo는 비즈니스용 Windows 11 Pro 사용을 권장합니다

Windows 11 Pro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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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는 이제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가 보다 의미 있기를 원하며 
IT는 목적 지향적인 비전을 가지고 주도해야 합니다.

주요 조사 결과 1

83%
IT 리더들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데 보다 집중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원합니다.

Lenovo는 비즈니스용 Windows 11 Pro 사용을 권장합니다

Windows 11 Pro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

다양한 업무 스타일을 위한 레노버 ThinkPad
ThinkPad X1 Carbon과 같은 레노버의 최신 디바이스와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솔루션은 

Windows 11 Pro를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분산된 인력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돕는 안정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  비즈니스를 위한 Windows 11 Pro와 강력한 12세대 인텔® 코어TM i7 프로세서 탑재

•  어디서나 안정적이고 몰입감 넘치는 컨퍼런스 콜 환경 제공

•  데이터 보호 및 안전한 사용 환경을 위한 ThinkShield 보안 솔루션 탑재

ThinkPad X1 Carbon 1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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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은 한 주의 대부분을 원격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갖게 

됐으며 상당 수는 현재 이제 보다 높은 워라밸(work-life balance)

을 제공하는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없는 일상은 아침 

일과가 간단해지고, 보다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를 

거부하는 태도는 동료들과 스크린을 통해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는 

기대로 바뀌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재택 근무를 편안하게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에, 회사는 이러한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으로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에 응답한 인도의 대기업 IT 리더

연도별 결과를 비교해보면,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의 

많은 불안 요인들이 완화되었습니다.

재택 근무 시 보다 높은 생산성을 발휘한다고 응답한 직원들이 19% 

증가했습니다.

2021년 56% 

2022년 75% 

인적 상호작용의 부족으로 인해 불안을 느끼거나, 스트레스가 

커졌다고 응답한 직원들이 19% 감소했습니다.

2021년 57% 

2022년 38%

재택 근무를 하는 동안 일과 생활을 분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이 10% 감소했습니다

2021년 61% 

2022년 51%

유연성은 직무 만족도를 좌우합니다.

단 1년전만 해도, 대부분의 직원들은 재택 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최소한 비슷한 

비율로 선호했습니다. 소기업의 직원들은 특히, 대면 활동 제한이 해제되면 

전면적인 사무실 근무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직원들은 원격 근무에 훨씬 편안하게 느끼며, 

일주일에 하루만 사무실에 오기를 원합니다. 재택 근무의 유연성은 모든 규모의 

기업에서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를 좌우합니다. 또한, 기술은 직원들이 어디에서 

업무를 수행하든 관계없이 높은 업무 생산성을 발휘하고 긴밀하게 협업하며 

업무에 몰입된다고 느낄 수 있도록 돕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충족

85%

84%

75%

직원들은 기술이 자신의 업무에 대한 유연성과 통제력을 
높인다고 믿습니다.

재택 근무의 유연성 덕분에 자신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했습니다.

재택 근무 시에 보다 생산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미래 원하는 근무 장소:

직원들은 원격 근무를 선호합니다.

소기업

중견 기업

대기업

소기업, 

중견 기업 

및 대기업

현재 근무 장소:

재택 근무 일수

재택 근무 또는 원격지 근무 포함

사무실 근무 일수

Lenovo는 비즈니스용 Windows 11 Pro 사용을 권장합니다

Windows 11 Pro 환경에서 더 스마트한 업무와 

협업이 가능합니다. 최신 레노버 ThinkPad와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솔루션은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어디에서 업무를 수행하든 관계없이 탁월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IT와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Windows 11 Pro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IT의 비전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인간 중심의 통찰력    06



직원 경험이 중요하며, 기업들은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하이브리드 근무 모델에서 자신의 가치를 완벽하게 인식합니다. 고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기업들은 이제 직원 경험 향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IT 리더들은 이러한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82% 의 IT 리더들은 변화된 인력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68% 의 직원들은 새로운 하이브리드 인력으로 조직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50% 의 IT 리더들은 현재 인력 다양성을 개선시키는 데 투자하고 있습니다.

인식의 변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업무
직원과 IT 리더들 모두 세계를 위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보다 목적 지향적인 업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77% 의 IT 리더들은 자사 직원들이 점차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5% 의 직원들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 지향적인 업무를   
추구합니다.

모든 규모의 기업에서 직원들은 최근 
변화에 따른 이점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직원 복지
“회사에서 직원 복지와 워라밸을 

더욱 중시하고 있습니다.”

69%

81%

75%

인력 다양성
“원격 근무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동료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64%

76%

68%

사회적 책임
“회사에서 세계를 위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63%

75%

72%

소기업 중견 기업 대기업최첨단 디지털 워크플레이션 솔루션은 직원의 경험은 물론,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비즈니스를 위한 Windows 11 Pro를 탑재하였으며, IT와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 개발된 ThinkPad X1 Carbon와 같이 원격 관리를 단순화하는 디바이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Lenovo는 비즈니스용 Windows 11 Pro 사용을 권장합니다

Windows 11 Pro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
IT의 비전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인간 중심의 통찰력    07



시스템의 전체 라이프사이클을 아우르는 지속가능성 전략을 개발하면, 

IT 팀의 환경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IT의 노력에 도움이 되며 인력들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기업 리더와 그 직원들 모두에게 최우선으로 

고려됩니다. IT 팀들은 에너지 소비 감소, IT 인프라의 에너지 효율성 증가 및 

친환경 제품 구매 등을 비롯해 자사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추진하는 

여러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구매에 대한 최우선적인 지속가능성 고려 사항에 대해 묻는 

질문에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  제품 수리 용이성 (소기업)

•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회사(중견/대기업)

•  폐기물을 줄이는 회사(대기업)

•  에너지 절약 또는 에너지 효율 높은 제품(대기업)

지속가능성 투자에 대한 정보를 관리자들은 물론, 직원들에게도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각 개인들은 자신이 속한 팀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결과를 이끄는 상호 연결된 디지털 에코시스템에 

속해 있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워크포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방안:
지속가능성에 집중

IT 자산 폐기 및 재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활용

사무실의 에너지 

효율성 증대

보다 지속가능한  

기술 채택

IT 리더들은 향후 지속가능성에 
어떻게 투자할 계획입니까?

48%

47%

46%

주요 조사 결과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IT 팀들은 성능 및 에너지 효율에 최적화된 

최첨단 디바이스를 필요로 합니다. 비즈니스를 위한 Windows 11 Pro를 

탑재하였으며, IT와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 개발된 ThinkPad X1 Carbon은 

이들 모두를 충족합니다.

Lenovo는 비즈니스용 Windows 11 Pro 사용을 권장합니다

Windows 11 Pro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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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을 위한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촉진하는 보다 유용한 리소스

소기업

1. 직원들을 위한 교육 세션

2. 이들 이니셔티브에 투입된   

 솔루션을 사용하는 직원들의   

 테스티모니얼

3. 직원들을 위한 교육 자료

중견 기업

1. 직원들을 위한 교육 세션

2. 이들 이니셔티브에 사용된   

 솔루션에 대한 ROI 보고서

3. 이들 이니셔티브에 투입된   

 솔루션을 사용하는 직원들의   

 테스티모니얼

대기업

1. 직원들을 위한 교육 세션

2. 이들 이니셔티브에 사용된   

 솔루션에 대한 ROI 보고서

3. 직원용 교육 비디오, 비즈니스   

 가치 정량화

레노버는 자산 보상 서비스(Asset Recovery Service)에서 CO
2
 상쇄 서비스

(Offset Services)에 이르기까지, 고객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과정에서 

환경적 발자국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즈니스를 

위한 Windows 11 Pro를 탑재한 ThinkPad X1 Carbon 10세대를 비롯한 

최신 디바이스와 혁신적인 워크플레이스 솔루션을 함께 사용하면,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안정적으로 라이프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직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직업을 통해 특히, 환경적인 

측면에서 윤리적 원칙을 널리 전파하고 

싶습니다.”

조사에 응답한 영국의 소기업 직원

ThinkPad X1 Carbon 10세대

Windows 11 Pro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

Lenovo는 비즈니스용 Windows 11 Pro 사용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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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된 팀들은 원격 협업을 
수용했습니다.

이제 IT 리더들은 사무실로의 복귀에 대비하고 있으며 직원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4%
IT 리더들은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는 하이브리드 협업 도구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조사 결과 2
Lenovo는 비즈니스용 Windows 11 Pro 사용을 권장합니다

Windows 11 Pro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

어디서나 작업을 수행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레노버 ThinkPad는 단연 독보적인 업무용 PC 솔루션을 위해 

Windows 11 Pro를 기반으로 합니다.

업무용 최신 Windows 11 Pro 디바이스를 제공하면 직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지능형 환경에서 

워크플로를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공동 작업을 통해 손쉽게 원하는 콘텐츠를 작성하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IT의 비전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인간 중심의 통찰력    10



기업들은 하이브리드 
협업을 위한 IT 예산을 
늘렸습니다.

직원들(및 IT 팀)은 원격 근무를 
가로막았던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모든 규모의 기업들은 직원들이 원격 근무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팀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생산성은 높습니다. 이제, 많은 

IT 리더들은 원격 인력들에 상당히 익숙해졌으며, “사무실 복귀” 

정책에 대해 오히려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직원들은 

하이브리드 근무 모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격 협업을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시점
IT 리더들은 비록 초기에는 차질을 빚었지만, 협업 도구를 활용하면서 

회사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견/대기업들은 

지난 해 다수의 협업 도구들을 채택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반면, 

소기업들은 단 하나의 새로운 협업 도구로 표준화했습니다.

78% 의 직원과 83% 의 IT 리더들은 기술에 기반한 협업은 보다 

다양한 인력과 직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열어준다고 

응답했습니다.

47% 의 IT 리더들은 협업 도구가 전반적인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협업 도구는 특히, 재택 근무 직원들의 경험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는 중견/대기업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소기업의 IT 

리더들은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클라우드 스토리지 마이그레이션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협업과 클라우드라는 두 기회는 지난 몇 년 간 얻은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즉, 어디에서 근무하건 관계없이, 긴밀하게 
연결된 팀은 업무 몰입도와 적응력이 더 높고, 효과적으로 소통해 
문제를 즉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규모의 기업들이 선호하는 협업 관련 기능

화상회의

손쉬운 스크린 공유

하나의 문서 내에서 동료와 동시에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클라우드)

홈오피스 

기술 제공
협업 도구 개선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네트워크 접속 향상 원격 직원 온보딩 직원 복지 향상

52% 49%

42%48% 45%

49%

Windows 11 Pro를 기반으로 설계된 최신 ThinkPad로 

직원들이 어디에서 업무를 수행하든 관계없이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Lenovo는 비즈니스용 Windows 11 Pro 사용을 권장합니다

IT의 비전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인간 중심의 통찰력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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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와 비교해 원격으로 근무할 

때 기술 관련 이슈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문제는 

계속해서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나타납니다.

29% 의 직원들은 동료들과의 연락이 어려운 것이 재택근무의 

문제라고 응답했습니다.

점차 스마트폰이 워크플로우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개인 스마트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2021년 79%에서 

2022년 84%로 증가했습니다. 직원들이 스마트폰에서 하는 작업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IT 리더들은 회사가 많은 장비 요청 처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노트북,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등과 같은 필수 품목을 
시작으로 스탠딩 데스크, 노트북 스탠드, 프린터 등 업무 공간 
개선 품목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T는 여전히 “있으면 
좋은(nice-to-have)” 하드웨어와 스마트폰을 개인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FPO원격 근무를 위한 5G 상용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원격 오피스 기술의 장애는 낮거나 중간 정도의 문제이지만, 

인터넷 연결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대역폭 

문제는 미흡한 오디오 및 비디오 품질로 이어지며 중요한 웹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13% 는 화상 통화를 지원하는 데 불충분한 대역폭은 심각한 

업무 차질을 초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14% 는 인터넷 접속이 끊어지면, 심각한 업무 차질을 

초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5G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으며, 모든 규모의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미래의 

근무 환경에서 가장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 기술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진화하는 커뮤니케이션:
“지금 음소거 상태인 것 같네요.”

재택 근무 시 스마트폰

직원이 선택 및 구매함

회사가 선택 및 구매함

직원이 선택하고 회사가 구매함

사용하지 않음

42%

23%

31%

4%

66%
직원들은 5G가 자신의 업무에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은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가벼운 업무에서 이동 중, 풀스크린 화상 협업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PC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회의에 접속

PC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회의에 접속

PC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메일 확인

착신전환(Voice-only) 

통화

화상 통화

화상 통화

2021년 2022년

소기업

중견 기업

대기업

Windows 11 Pro를 탑재한 레노버의 

최신 ThinkPad는 사용자들이 어디서나 생산성을 

발휘하고 보다 몰입감 넘치는 온라인 미팅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결 옵션을 제공합니다. 

Lenovo는 비즈니스용 Windows 11 Pro 사용을 권장합니다

Windows 11 Pro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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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배치와 더 스마트한 협업 도구를 통해 IT 리더들은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 

공평한 회의 경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회사의 내근 직원, 하이브리드 직원 및 

외근 직원들이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  하이브리드 직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사무실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  내근 및 외근 팀 구성원들 간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까?

•  어떤 추가 기술을 통해 이동이 잦은 직원들은 물론, 이동 중에 연락하는 

 팀 구성원들의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까?

기술 서비스는 협업 도구를 위한 다양한 IT 관련 작업들의 관리를 도와 

팀들 간의 대화가 중단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1/4 이상의 기업들이 

이미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2% 의 기업들은 다양한 IT 관련 작업의 관리를 돕는 워크플레이스 협업 

도구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워크포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방안:
팀워크에 집중

주요 조사 결과

IT 리더들은 향후 
하이브리드 협업에 어떻게 
투자할 계획입니까?

46% 현재 사용 중인 노트북 

또는 PC 리프레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work-from-

anywhere)하는 경험 향상
45%

협업, 긴 배터리 수명, 5G 지원, 비즈니스를 위한 Windows 11 Pro를 

탑재하였으며, IT와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 개발된 ThinkPad X1 Carbon과 같이 

직원들에게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디바이스를 제공하십시오.

44%
커뮤니케이션 개선을 

위한 협업 도구

Lenovo는 비즈니스용 Windows 11 Pro 사용을 권장합니다

Windows 11 Pro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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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가장 유용할 
것으로 생각하는 스마트한 기능들

과거의 “있으면 좋은” 기술이 
현재의 “필수 불가결한” 기술로
직원들은 자신의 생산성, 육체 및 정신의 건강, 데이터 안전 및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무 장소의 유연성이 직무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미래의 직장에서 혁신적인 엔터프라이즈급 기술이 팀들을 연결하고 최고의 인재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5G 기능, 이동 중에 여러 대의 모니터를 

연결할 수 있는 스마트 글래스, 착용자는 물론, 다른 회선의 팀 구성원을 위해 집중을 방해하는 

소음을 제거하는 헤드셋 등으로 구성된 2-in-1 디바이스를 살펴보십시오.

“우리 회사는 핫 데스크만 있는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회사 내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은 전반적으로 성장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조사에 응답한 영국의 대기업 IT 리더

업무용 최신 Windows 11 Pro 디바이스를 

제공하면 직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63%
웹캠 프라이버시 

셔터

61%
5G 지원

60%
AI 기반 

노이즈 캔슬링

56%
아이 케어

(Eye care) 모드

74%
5G 지원

71%
웹캠 프라이버시 

셔터

71%
AI 기반 

노이즈 캔슬링

71%
아이 케어

(Eye care) 모드

66%
AI 기반 

노이즈 캔슬링

66%
아이 케어

(Eye care) 모드

63%
5G 지원

63%
지능형 냉각 ThinkPad X1 Yoga 7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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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기업의 우선순위가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거듭되고 있습니다.
많은 새로운 책임과 비즈니스 목표들이 빠르게 대두하는 
상황에서 IT 조직들은 자체 리소스를 어디에 집중 투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레노버는 단연 최강의 업무용 PC 솔루션을 위해 Windows 11 Pro를 탑재한 

ThinkPad를 비롯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IT 조직들이 

직원들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업무 몰입도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어디서나 지능형 환경에서 워크플로를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공동 작업을 

통해 손쉽게 원하는 콘텐츠를 작성하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5%
IT 리더들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포함한 올인원 기술 패키지는 

새로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솔루션을 통합할 때 유용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조사 결과 3

IT의 비전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인간 중심의 통찰력    15

Lenovo는 비즈니스용 Windows 11 Pro 사용을 권장합니다

Windows 11 Pro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



단순성과 확장성을 제공하는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팬데믹 초기에, IT 지원은 주로 내부 조직에 의해 처리되었습니다. 비교적 

규모가 기업들은 보안을 위해 아웃소싱했습니다.

이후, 아웃소싱은 모든 규모의 기업들 간에 보다 널리 확산되었으며, 

대부분의 기업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외부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IT 보안은 필수적인 서브스크립션입니다.

“사람들이 훨씬 자주 재택 근무를 하게 되면서, 
IT의 우선순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네트워크가 
항상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견고한 보안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조사에 응답한 미국의 중견 기업 IT 리더

대부분의 IT 조직들은 현재 외부 리소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귀사는 어떤 IT 서비스 및 서브스크립션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소기업

IT 보안 59%

소프트웨어 지원 45%

하드웨어 지원 40%

대기업

IT 보안 64%

소프트웨어 지원 51%

하드웨어 지원 41%

중견 기업

IT 보안 65%

소프트웨어 지원 50%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배포 42%

귀사는 어떤 방식으로 IT 헬프데스크/문제 해결에 대처하고 있습니까?

7%11%30%53%53%

소기업

8%9%26%57%57%

중견 기업

54%54% 8%11%27%

대기업

혼합, 주로 내부

내부적으로 처리

아웃소싱

혼합, 주로 외부

모든 규모의 IT 팀은 가치를 제공하는 확장 가능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Lenovo TruScale은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pay-as-you-go)하는 모델로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그리고, 비즈니스를 

위한 Windows 11 Pro를 탑재하고, IT와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 개발된 ThinkPad X1 Carbon과 같은 

하드웨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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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IT 예산을 늘렸습니다.

IT 보안은 여전히 인식과 예산 측면에서 최우선 순위입니다
지난 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기업의 우선순위는 매우 다양해졌으며, IT 리더의 역할과 책임이 가진 

사후 반응적 특성이 반영되었습니다. 대부분이 현재 보안과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위한 Windows 11 Pro와 최신 프로세서가 탑재된 ThinkPad X1 Carbon과 같은 

레노버 노트북은 보안의 기준을 한 차원 끌어 올렸습니다. 새로운 요구 사항에는 

하드웨어 RoT(Root-of-Trust)를 위한 TPM 2.0, 고급 암호화, 비밀번호 보호를 

위한 Windows Hello 등이 포함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솔루션에 대한 투자 결정 시 IT 리더의 최우선 고려 사항

소기업

IT 보안 45%

직원 만족도 및 생산성 29%

관리형 IT 서비스 26%

대기업

IT 보안 50%

직원 만족도 및 생산성 33%

지속가능성 향상 26%

중견 기업

IT 보안 51%

관리형 IT 서비스 29%

직원 만족도 및 생산성 27%

51%52% 49%

41%

42%45%

데이터 보안 강화 네트워크 보안 강화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온라인 매출 향상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 엔드포인트 관리

38% 37%

43%

하드웨어 요구 

아웃소싱
서브스크립션 

기반 서비스
몰입되는 경험 

(AR/VR)

Lenovo는 비즈니스용 Windows 11 Pro 사용을 권장합니다

Windows 11 Pro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

ThinkPad X1 Carbon 1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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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노버는 Windows 11 Pro이 탑재된 디바이스, 서비스 및 솔루션의 종합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IT 팀은 원격 액세스 및 디바이스 관리를 단순화하는 동시에 

전략적 이니셔티브에 더 많은 시간을 집중할 수 있으며, 직원들은 어디서나 체계적이고 

집중하며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원하는 지원

IT 리더들은 다음과 같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솔루션들이 미래에 가장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45%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로 이루어진   

 올인원 패키지

•  44% 직원들을 위한 교육 세션

•  40% 유연한 구매 옵션

가장 원하는 “서비스형(as a service) 모델” 

IT 리더들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위해 외부 업체와 

협력하는 데 가장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  62% 최종 사용자 보안

•  60%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배포

•  60% 지속가능성 관리

가장 원하는 혁신

IT 리더들은 만약 새로운 기술들을 살펴보는 데 

집중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36% 커뮤니케이션 개선을 위한 새로운 협업  

 도구 조사

•  36% 자산 폐기 및 재활용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  35% AI 분석 향상

•  34% 클라우드 인프라 향상

주요 조사 결과

워크포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방안:
파트너십에 집중
XaaS(Everything-as-a-service, 모든 것의 서비스화) 솔루션은 오늘날 

IT 리더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파트너가 IT 및 원격 지원 업무를 

전적으로 관리하도록 일임함으로써 내부 팀은 보다 전략적인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는 동시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장 가능한 최첨단 하드웨어를 

보다 수월하게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는 또한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성(은 물론, 최종 사용자 지원 및 

소프트웨어 관리)은 IT 팀이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담이 전혀없는 

업무”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성 관리”는 IT 리더들이 

서비스형(as-a-service) 파트너의 도움을 받아 달성하기를 원하는 

최우선 목표입니다.

최적의 기술 파트너는 현재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관계없이, 

미래의 업무를 위해 충분히 유연한 솔루션에 대한 

귀중한 엔드-투-엔드 전문 지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ThinkPad X1 Carbon 1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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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를 위한 Windows 11 Pro를 탑재한 

ThinkPad X1 Carbon과 같은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솔루션은 보다 우수한 기술 경험을 위해 비즈니스급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레노버는 Windows 11 Pro이 탑재된 디바이스, 

서비스 및 솔루션이 결합된 Lenovo TruScale DaaS

(Device as a Service)를 제공합니다. IT 팀은 전략적 

이니셔티브에 더 많은 시간을 집중할 수 있으며, 직원들은 

어디서나 체계적이고 집중하며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

>
이제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지원하는 기술을 
활용한 목적 지향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 및 워라밸에 대한 변화하는 기대 사항들은 

모든 기업들이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미래의 근무 환경의 목적 지향적인 변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영역을 제시합니다.

더 스마트한 기술을 통해 기업은 이러한 높은 이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목적 지향적인 비전을 가지고 주도

•  직원들에게 수리 가능성에 중점을 둔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들 제공
•  지속가능한 자산 폐기 프로그램 개발
•  IT 인프라의 에너지 효율성 증대
•  업무를 위해 제공된 지속가능한 솔루션의 사용을 비롯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의 ESG 이니셔티브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

레노버는 디바이스의 책임있는 폐기를 보장하는 

자산 보상 서비스(Asset Recovery Service)에서 고객들이 

기술 구입과 관련한 탄소 배출을 쉽게 상쇄할 수 있도록 

돕는 CO
2
 상쇄 서비스(Offset Services)에 이르기까지 

환경적 발자국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레노버의 포괄적인 솔루션은 이를 쉽게 만듭니다.

원격 협업을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  직원들이 어디에 있건 관계없이 연결 상태 유지
•  직원들에게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 제공
•  협업을 위해 사무실 배치 재검토
•  다양한 IT 관련 작업의 관리를 돕는 워크플레이스 

 협업 도구의 서브스크립션 고려

신뢰할 수 있는 엔드투엔드 기술 파트너 확보

•  솔루션 간소화를 통한 보안 모니터링 업무 부담 완화
•  직원들에게 사생활보호 브라우징, 별도의 프로필 및 

 비밀번호 모니터링 제공
•  가장 부담스러운 작업을 외부 업체에 위탁
•  절약된 시간을 주도적으로 사용하여 보다 전략적인   

 이니셔티브에 투입

조사 요약
Lenovo는 비즈니스용 Windows 11 Pro 사용을 권장합니다

Windows 11 Pro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

ThinkPad X1 Carbon 10세대

IT의 비전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인간 중심의 통찰력    19



현재의 더 스마트한 기술. 
미래의 변화된 인력.
레노버는 직원, 기업 관리자 및 고객들이 계속해서 몰입할 수 있는 의미있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레노버는 업계에서 가장 폭넓은 포트폴리오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단일 

공급업체를 활용하는 단순성을 제공함으로써, IT가 확장된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고, 

비전을 기반으로 조직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솔루션
•  인프라 솔루션
•  서비스 솔루션

Lenovo TruScale과 같은 유연한 사용량 기준 지불(pay-as-you-go) 모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레노버 솔루션들은 개인의 생산성, 팀 협업 그리고 비즈니스 민첩성을 

새로운 차원으로 높이는 트랜스포메이션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노버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www.lenovo.com/smartersolutions.를 방문해 주십시오

© Lenovo 2022. All rights reserved. v1.00 September 2023.

보고서 소개
Lenovo의 보고서, “IT의 비전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인간 중심의 통찰력(Human-centered insights 

to fuel IT’s vision)”는 Reach3가 2022년 6월24일부터 7월 19일까지, 전 세계 12개 국가의 5,091

명의 직원과 IT 리더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래의 직장 정량적 온라인 서비스 조사에서 밝혀진 조사 

결과들을 제시합니다. 연간 비교 자료는 Lenovo의 2021년 “미래의 직장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Future of Work and Digital Transformation)” 보고서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업무용 최신 Windows 11 Pro 디바이스를 제공하면 직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지능형 환경에서 워크플로를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공동 작업을 통해 
손쉽게 원하는 콘텐츠를 작성하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Windows 11 Pro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

Lenovo는 비즈니스용 Windows 11 Pro 사용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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