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 제작:

하이브리드 업무 
방식의 미래 구축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우리가 일하는 장소와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거의 2년에 걸쳐 발생한 기술 및 
문화 차원의 변화는 보다 공정하고 친절한 새로운 일상을 
구축하고 있다.

https://www.dell.com/ko-kr


핵심 요점
코로나19 팬데믹의 확산을 늦추기 위해 
시행된 셧다운으로 인해 전 세계 직원이 재택/
원격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업무 
환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물리적 위치와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계에서 벗어나 
어디서나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업무 환경을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에서 기술 
및 문화적 차원의 과제가 발생했다. 즉, 새로운 
재택/원격 인력을 지원하는 데 적합한 기술을 
도입하고 새로운 재택/원격 근무자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다. 

전반적으로 조직은 근무자의 생산성, 사기, 
혁신, 심지어 고객 경험까지도 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며, 많은 경우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직원들은 업무 환경이 
유연하고 협업을 지원하며 개인의 요구 
사항에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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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환경"은 예전엔 물리적 위치로 
정의되었다. 직원들이 집에 있을 때나 이동 
중과 같이 다른 공간에서 열심히 일하는 
경우에도 "사무실에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 2020년 3월에 사무실이 셧다운되기 시작했을 
당시, 회사에서 "업무 환경"이라는 개념과 그 관계에 대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근로자와 관리자 모두 끝이 보이지 않는 
몇 주가 흘러가면서 발 빠르게 적응해야 했다. 많은 기업이 
직원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팬데믹이 좋든 나쁘게든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면서 새로운 재택/
원격 인력을 지원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임시로 꾸린 홈 
오피스에서 화상 회의를 진행하다가 자녀나 애완동물이 불쑥 
등장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 배경을 흐리게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과 같이, 모두가 '뉴 노멀(New Normal)'에 완전히 
적응하면서 발생하는 필수적인 변화는 '올드 노멀(Old 
Normal)'에서 개선될 수 있는 업무 환경의 미래로 가는 길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Dell Technologies의 Chief Human Resources Officer인 
Jennifer Saavedra는 컴퓨팅 및 인프라스트럭처 부문의 
대기업인 Dell Technologies가 업무 환경에 대한 자체적인 
가정을 재검토하고 모든 기대치를 재정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팬데믹 초기에 사람들은 '예전 방식으로 빨리 돌아가길 
바란다'라고 말했지만, 이는 성공을 위한 전략이 아니다"라고 
Saavedra는 말했다. "지난 18개월을 되돌아봐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엄청난 일에는 

2  MIT Technology Review Insights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당면 과제 또는 장애물은 무엇이었는가? 
기대치를 새롭게 정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Saavedra는 효율성, 생산성 및 포용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와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롭게 정립된 
업무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엄청난 일"들을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업 팀을 지원하는 HR, 재무 및 마케팅 인력은 
차치하고 25,000명이 넘는 Dell Technologies의 영업 팀이 
한자리에서 모두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많은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Dell Technologies는 모든 영업 
관리자를 위한 대면 교육 및 리더십 이벤트를 개최했으며, 
이러한 회의에서 공유하는 전략과 목적의식이 일반 인력에게 
전달될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팬데믹이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한순간에 
관리자는 직원들을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게 됐고, 모두가 
Zoom과 같은 비디오 컨퍼런싱 플랫폼에서 가상으로 만나게 
되었다. 이는 서로 연락하고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가상화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업
 

" 지난 18개월을 되돌아봐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엄청난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당면 과제 또는 장애물은 
무엇이었는가?"
  Jennifer Saavedra, Dell Technologies 
Chief Human Resources Offic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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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고 Saavedra는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면 또는 강의실 환경에서 
했던 일을 단순히 그대로 따라 해서는 안 된다."
 
기술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자료를 습득하기 위한 리소스가 
이전에는 그룹 또는 강의실 환경에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편한 시간에 개인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온라인 방식의 Dell Learning Studio로 전환되었다. 이제 
가상으로 진행되는 이벤트의 그룹 구성 요소는 협업과 
네트워킹에 중점을 둔다. "리더십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는 대신 이제는 교육 경험이나 리더십 
경험이 중요하다"고 Saavedra는 말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러한 표현의 변화는 실제로 디자인의 변화를 
반영한다."

Dell Technologies는 전체 교육 기능을 재구성했다. 예를 
들어 개별화된 학습 계획이 확장되어 15,000명의 엔지니어 
각각에 대한 그룹 교육을 더 많은 직무에 걸쳐 보강함으로써 
특정 지식 격차와 요구 사항을 해결했다.
 
기술과 문화를 함께 수용 
물리적 위치와 독립된 개념으로 업무 환경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조직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다. 대부분의 경우 이는 '업무'를 재정의하는 것이 
아니다. 업무는 종전과 같이 생산성, 혁신, 커뮤니케이션, 고객 
경험 및 기타 주요 성과 지표와 같은 결과에 중점을 둔다. 
그러나 많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신속하고 필연적인 변화는 
업무 환경이 유연하고 협업을 지원하며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여전히 작업을 완료할 수 있음을 증명했으며, 이는 
아마도 이전보다 더 좋아진 것일 수도 있다. 직원들의 
결과물인 목표 달성은 직접 대면하는 시간 대신 주요 성과 
지표로 크게 부상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Deloitte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계획된 분산(distributed by 
design)"이라고 칭했다. 연구 결과, 직원의 
77%가 재택 근무할 때도 종전과 동일한 수준 
또는 더 나은 수준으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답했다(하지만 대부분은 근무 시간의 
약 58% 동안만 생산성을 발휘한다고 
생각함). Deloitte의 Managing Director and 
US Public Sector Leader for Organizational 
Strategy, Design, and Transformation인 Alex 
Braier는 "고용주는 의무적인 회의와 이메일을  
줄이고 문화와 복지에 중점을 두어 인력 경험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림 1 

"어디서나 업무 수행" 방식의 
이점
재택/원격 근무와 사무실 내 근무 방식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을 지향하는 조직은 직원의 
행복과 생산성 향상, 운영 비용 절감, 직원 이직률 
감소 등의 이점이 있다고 답했다.

생산성 향상

52%

효율성 개선

49%

45%

운영 비용 절감 

혁신 강화

44%

보다 효과적인 협업

36%

출처: "어디서나 업무 수행: 미래의 업무 환경 지원", 인텔 및 VMware와 Dell 
Technologies의 공동 연구 결과, 전 세계 2,000명의 IT 의사 결정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기준, 2021년 6월 

직원 이직률 감소 

32%

더 넓은 인재 풀 활용

32%

직원 만족도/복지 향상 

56%

38%
물리적 근무 환경으로 돌아가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IT 의사 결정권자의 비율     

출처: Dell Technologies의 "어디서나 업무 수행: 미래의 업무 환경 지원", 2021년

https://www.delltechnologies.com/ko-kr/what-we-do/connectedcio/work-learn-anywhere.htm#overlay=/asset/ko-kr/solutions/business-solutions/briefs-summaries/dell-empowering-the-future-of-work.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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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을 설정하는 등 대대적인 점검을 강행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혁신은 너무 성공적이어서 회사는 
2021년에 대면 업무 방식으로 적어도 
부분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려할 수 
있었지만 '팬데믹 방식'을 계속 유지하기로 
선택했다. Felch는 이를 통해 "사람들은 계속 

집에 머무르고 가족들과 저녁을 함께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며 여전히 효과적이라고 언급했다.
 
기술로 현재의 상황에 대처
많은 기업과 마찬가지로 Dell Technologies에는 

이미 풀타임으로 또는 가끔 재택 근무를 하는 직원이 상당히 
많았지만,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 "가끔 재택 근무"와 "몇 달 
동안 풀타임 재택 근무" 사이의 큰 차이가 부각되었다. 

"'모든 사람이 재택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로드맵에 있지 않았지만, 다른 모든 IT 조직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힘을 합쳐 이를 실현했다"고  
Felch는 말했다. 
               
통제된 IT 환경인 중앙 사무실과 달리 '집'은 모든 곳이 될  
수 있다. 숙제 또는 게임을 하거나 할머니, 할아버지와 Zoom
으로 만나는 데 사용하는 데스크탑 컴퓨터 1대가 있는 환경일 
수도 있고, 5명의 룸메이트와 5대의 노트북, 그리고 
변덕스러운 무선 라우터가 있는 아파트일 수도 있으며, 
모바일 핫스팟을 제외하고는 인터넷 연결이 없는 환경일 
수도 있다. "모두의 환경이 제각각이므로 직원들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한다"
라고 Felch는 언급했다.

또한 Dell Technologies의 데이터는 스트레스 
감소와 동료와의 관계 개선 등 개선된 업무 
환경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직원의 근무 
일정에서 사무실 내 근무와 재택/원격 
근무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근무 모델을 
도입한 조직의 절반 이상이 직원 만족도와 
복지가 향상되었다고 답했다(그림 1 참조).

경험이 많은 관리자들은 사람들을 직접 보고 
확인할 때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산된 업무 환경이 편하지 
않겠지만, 이는 근거 없는 믿음이라고 Braier는 
지적했다. "언제든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근무자의 
비율은 매우 적다. 가상 협업 툴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마이닝하여 작업의 진행 상황을 훨씬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조직의 관리자는 협업 플랫폼에서 생성된 메타데이터를 
사용하여 어떤 직원들이 협업에 참여하며 어떤 직원들이 
배제되고 있는지, 회의를 주도하는 직원은 누구이고 회의에 
참여한 직원은 누구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다양한 그룹과 이해관계가 모든 관련 팀에 표출되는지 
여부를 추적하여 조직의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성 목표를 
향상시킬 수 있다. 개별 활동을 추적하는 대신 메타데이터를 
추적하면 데이터 마이닝이 익명으로 유지되는 동시에 
리더들은 분산된 인력의 전반적인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많은 소매업체와 마찬가지로 Dell Technologies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는 연중 가장 큰 매출을 기록하는 날로, 각 
프로모션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에 '전략 회의실'을 두고 수백 명의 직원이 밤낮으로 
일하는, 항상 부담이 큰 대면 이벤트였다. Dell Technologies의 
Chief Digital Officer 겸 Chief Information Officer인 Jen 
Felch는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대시보드가 중앙 집중식 전략 
회의실에서 집에 있는 팀원의 개별 화면으로 이동하고, 자리를 
비운 동안 중요한 정보나 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 '모든 사람이 재택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로드맵에  
있지 않았지만, 다른 모든 IT 조직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힘을 합쳐  
이를 실현했다."

   Jen Felch, Dell Technologies  
Chief Digital Officer 겸 Chief Information Officer

52%
현재 절반 이상의 시간을  

재택/원격으로 근무하고 있는  
IT 의사 결정권자의 비율. 63%는 

이상적인 환경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근무하기를 원함

출처: Dell Technologies의  
"어디서나 업무 수행: 미래의  

업무 환경  
지원",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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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재택/원격 근무 관련 우려 사항 
"어디서나 업무 수행" 모델 지원에 대해 생각하는  
IT 의사 결정권자는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을  
가지고 있다.

직원의 생산성 유지 

48%

재택/원격 근무 직원이 필요한 모든  
애플리케이션 및 문서에 액세스하도록 지원

43%

39%

모든 직원이 소속감을 느끼도록 함 

필요할 때 확장할 수 있는 능력

36%

원격으로 직원에게 최종 사용자 디바이스 제공 

35%

출처: "어디서나 업무 수행: 미래의 업무 환경 지원", 인텔 및 VMware와 Dell 
Technologies의 공동 연구 결과, 전 세계 2,000명의 IT 의사 결정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기준, 2021년 6월 

오래된 사무실 환경 재설계 

27%

원격 IT 지원 제공 

49%

조직의 보안 유지

50%

BUSINESS LAB 팟캐스트 Dell Technologies CTO인 
John Roese가 운영 자동화의 필요성과 운영에 필요한 
인간과 기계의 균형에 대해 설명한다.

Deloitte의 Braier는 기업이 직원의 홈 컴퓨팅 환경에 어느 
정도 투자함으로써 직원들이 이러한 성공을 달성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이는 아마도 최신 Wi-Fi 라우터나 "공평한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장비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업그레이드된 인터넷 액세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단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부분의 기업은 일종의 가상 협업 툴을 채택했지만, 
많은 기업이 적절한 툴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람들은 비동기식 툴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그룹 메시지 전송이나 문서 공동 작성 및 편집과 
같은 툴을 과거처럼 연속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편리할 
때마다 사용하며, "이것이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조직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신호는 
근무자가 커뮤니케이션의 많은 부분을 협업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대신 여전히 이메일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비효율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직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된다." 

새로 분산된 IT 아키텍처는 고유한 사이버 보안 위험을 
야기한다고 Dell Technologies의 Chief Security Officer인 
John Scimone는 지적했다. 그는 "조직은 직원들이 기존의 
보안 경계 밖에서 회사 노트북과 회사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했다"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많은 조직은 
대규모 이동성을 갖춘 재택/원격 인력을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다."  

Dell Technologies의 연구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을 
고려하는 IT 의사 결정권자에게 
있어서 사이버 보안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참조).
          
새로운 패러다임은 IT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보안을 책임져야 
한다. IT는 VPN(Virtual Private 
Network)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홈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출장 시 보안 위험을 탐지 및 
방지하도록 모든 직원을 교육시킬 수 있지만, 이는 "보안은 
모든 직원이 담당할 업무"라는 문화에서 시작한다고 
Scimone는 설명했다. 그는 수천 건의 피싱 공격을 보고하고 
이를 포착하는 능력이 한층 높아지는 등 Dell Technologies 
직원의 역량이 강화된 것에 고무되었다.

BUSINESS LAB 
팟캐스트 Dell 
Technologies의 John 
Scimone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회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직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https://www.delltechnologies.com/ko-kr/what-we-do/connectedcio/work-learn-anywhere.htm#overlay=/asset/ko-kr/solutions/business-solutions/briefs-summaries/dell-empowering-the-future-of-work.pdf
https://www.technologyreview.com/2021/12/13/1041888/to-accelerate-business-build-better-human-machine-partnerships/
https://www.technologyreview.com/2021/11/22/1040358/security-is-everyones-job-in-the-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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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한 세상에 맞게  
문화 변경하기
Dell Technologies의 HR 부서는 팬데믹과 관련해 회사가 
형평성, 포용성, 다양한 업무 및 기여, 관리 방식 제공  
측면에서 얻은 이점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Saavedra는 "'내가 보이지 않으면 앞서지 못할지도 모른다'
라는 우려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이러한 기회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리더는 매일 
사려 깊고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는 프로세스에도 마찬가지다."
 
이와 동시에 재택 근무를 하는 직원들은 
개인적인 일에 시간과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퇴근' 시간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관리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Saavedra는 강조했다. "사람들은 이제 선택권을 
원하고 유연성을 원한다. 소속감과 포용성, 그리고 
모두를 위한 환경을 원한다."

실제로 미래는 직원 중심이 될 것이라고 Saavedra는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용 시장은 매우 치열하므로 
유연한 환경을 조성하고 역할과 개인의 요구 사항을 이해하며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솔직히 말해 다소 뒤처져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Dell Technologies의 확장된 협업 능력은 

2021년 초 팬데믹의 두 번째 대유행이 
인도를 강타했을 때 그 가치가 사실상 
입증되었다. 인도는 Dell Technologies가 
두터운 입지를 구축한 지역으로 직원들은 
긴급하고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직원들은 '동료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친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산소 
공급기를 검색하면서 우리 가족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Felch는 말했다. 
몇 주 만에 이들은 산소 공급기 및 병상과 같은 
자원을 필요로 하는 지역 사회를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를 구성했다. 

Felch는 "사람들이 힘을 모을 수 있었던 방법은 정말 
놀라웠다. 한 공간에 모여 이에 대해 논의해야 했었다면 이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었을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 많은 조직은 대규모 
이동성을 갖춘 재택/
원격 인력을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다."  
  John Scimone, Dell Technologies 
Chief Security Officer

86%
모든 조직이  

"어디서나 업무 수행"  
사고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IT 의사 결정권자의 

비율

출처: Dell Technologies의  
"어디서나 업무 수행: 미래의  

업무 환경  
지원", 2021년

BUSINESS LAB 팟캐스트 Dell Technologies의 Jen 
Felch와 Jenn Saavedra가 기업이 직원 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나는 과정에 필요한 문화적 변화에 대해 논의한다. 

https://www.technologyreview.com/2021/12/08/1041368/the-employee-driven-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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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이든 원격이든 모든  
직원을 위한 유연한 업무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신중한 계획과  
실행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는  
다음과 같이 시작할 수 있다.

1. 직원 신뢰: 직원들이 언제 어디서  
생산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작업을 완수하고, 고용주의  
요구와 우선 사항을 존중할 수 있다고  
신뢰한다.

2. 탄탄한 기술, 데이터, 통신 인 
프라스트럭처 제공: 일관되고  
안전한 수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공급 및 유지 관리, 인터넷 연결 및 홈  

네트워크 설정 지원을 포함하여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에게 제공한다. 

3. 협업 툴의 효과적인 사용  
지원: 모든 직원이 협업 툴을 사용하는  
방법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도록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제대로 활용
되지 않는 툴이 무엇인지를 추적한다(예: 
채팅 기능 또는 협업 문서 개발).

4. 하이브리드 이벤트에서  
완벽한 포용성 실현: 일부 참석자가 
중앙 위치에 있는 경우에도 다른 위치에  
있는 참석자가 자신의 노트북으로 회의실
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보다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화이트보드 및  

채팅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협업 툴을 활용하여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 포용적일 수 있다.

5. 대면 시간을 최대한 활용:   
'사무실'에 출근할 날짜를 임의로  
선택하는 대신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착수하거나 새로운 직원을 소개하는  
등의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직원을  
모은다.   

효과적인 업무 환경을 위한  
5가지 비법



일러스트레이션
커버 그림 및 일러스트레이션: Chandra Tallman Design LLC에서 제작하고 The Noun Project에서 편집.

스폰서 메시지
Dell Technologies는 조직 및 개인이 디지털 미래를 구축하고 업무 처리와 생활 방식은 물론 여가를 보내는 방식도 
혁신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Dell Technologies는 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업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혁신적인 
수준의 기술 및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하이브리드 업무 방식의 미래 구축"은 MIT Technology Review Insights에서 작성한 Executive Briefing 백서입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후원해 주신 Dell Technologies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MIT Technology Review Insights는 참여 또는 
후원에 관계없이 이 백서에 포함된 모든 결과를 독립적으로 수집하고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편집자는 Jason Sparapani와 
Laurel Ruma이며, 발행인은 Nicola Crepaldi입니다.

MIT Technology Review Insights는 이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 보고서에서 언급된 어떠한 사람이나 이 보고서에 명시된 정보, 의견 또는 결론에 관한 
신뢰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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