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워크 Package]
재택근무, 유연근무…, 스마트하게 일하는 조직을 만들려면?

1. 야후는 포기한 재택근무,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재택근무를 하는 기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찌감치 이를 시행한 야후는 이게 못할 짓이라며 비판했다고
하는데요. 재택근무의 실패 이유와 성공 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http://www.bizcuit.com/kr/contents/contents_view?ct_idx=4316

2. 아직도 9시에 출근한다? 직원 생산성 높이려면 출퇴근 시간을 없애라!
아직도 9 to 6의 근무 시간을 고집하고 계시나요? 사실 직원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여주는 근무 시간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언제일까요?
http://www.bizcuit.com/kr/contents/contents_view?ct_idx=3496

3.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더 성공한 회사!
일을 많이 해야 매출도 늘고 직원들 삶도 좋아진다고요? 여기 그 고정관념을 깬 회사가 있습니다. 오래 일하는 것 보다
직원들의 집중력과 성과를 쭉쭉 올리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http://www.bizcuit.com/kr/contents/contents_view?ct_idx=4241

4. 직원들 '기분'을 관리하면 성과가 오른다!
기분이 좋은 날엔 모든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데요. 기분 좋은 직원들로 가득한 회사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합
니다.
http://www.bizcuit.com/kr/contents/contents_view?ct_idx=4194

5. 열정 없는 직원들, 일에 빠져들게 할 방법이 있다?
적당히 설렁설렁 일하는 직원들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직원들이 일에 열정을 가지고 몰입해서 최선의 성과를 내길 바라
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http://www.bizcuit.com/kr/contents/contents_view?ct_idx=4156

6. 힘 세고 오래가는 에너자이저 직원은 어떻게 만들까?
다들 열심히 일하는데도 왜 성과는 바닥일까요? 인센티브도 넉넉히 주는데 직원 만족도는 왜 떨어지는 걸까요? 이는 직
원들의 에너지를 빼먹기만 하고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의 에너지를 채워 성과 높이는 법, 지금 확인하세
요!
http://www.bizcuit.com/kr/contents/contents_view?ct_idx=3822

7. 브레인스토밍은 가라! 이제 바디스토밍이다!
열심히 브레인스토밍을 해도 영 신통찮은 아이디어만 쏟아진다면? 이제 머리로만 고민해서는 부족합니다. 온 몸을 쓰는
바디스토밍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http://www.bizcuit.com/kr/contents/contents_view?ct_idx=4105

8. 빠르고 기민한 조직운영, 디지털 기술에 답이 있다!
쏟아져 나오는 디지털 기술, 우리 기업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하게 조직 운영하는 방
법을 소개합니다.
http://www.bizcuit.com/kr/contents/contents_view?ct_idx=4179

9. 바쁜 상사를 위한 보고, 이젠 1분으로 끝내라!
짧게 핵심만 말하라는 상사 앞에서 어찌할 줄 몰라 진땀 빼신 적 있나요? 상사에게 환영 받는 보고자가 되고 싶은 분들
께 추천합니다.
http://www.bizcuit.com/kr/contents/contents_view?ct_idx=4202

10. 업무 협조를 잘 받아내는 것도 능력이다! 요청의 기술 3가지를 기억하라!
업무를 하다 보면 동료나 상사에게, 또 타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누구는 매번 척척
협조를 잘 구해내는 반면 누구는 그렇지 못한데요. 왜 그럴까요? 요청의 기술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http://www.bizcuit.com/kr/contents/contents_view?ct_idx=4095

11. 업무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컴퓨터라고?
요즘 직장인들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보내죠. 그런데 이 컴퓨터가 우리 직원들의 생산성을 갉아먹고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http://www.bizcuit.com/kr/contents/contents_view?ct_idx=3385

12. 우리 직원들 짓누르는 어마어마한 업무량, ‘지우잡’으로 혁신하라!
야근은 물론 주말 근무까지 불사하는 직원들을 보면 흐뭇하신가요? 그런데 이러다 직원들이 지쳐 나가 떨어질 수 있다
고 합니다. 그 전에 적절히 업무 조절해 줄 방법, 없을까요?
http://www.bizcuit.com/kr/contents/contents_view?ct_idx=3269

13.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성공할 실패는 따로 있다!
‘실패해도 좋다. 도전하라!’고 했더니, 돈만 쓰고 프로젝트 성공률은 자꾸 떨어진다고요? 천방지축 도전만 해대는 우리
직원들.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http://www.bizcuit.com/kr/contents/contents_view?ct_idx=4144

14. 지지부진한 의사결정, RAPID로 스피드하게 해결하라!
회사에서 뭐 하나 결정하려면 이런 저런 훈수 두는 사람이 참 많죠. 덕분에 결정은 안 나고 시간만 질질 끌게 되는데요.
의사결정, 속 시원하게 하고 싶으신 분께 추천합니다.
http://www.bizcuit.com/kr/contents/contents_view?ct_idx=3239

15. 콘크리트 숲에 ‘생명’을 불어넣으면 직원들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삭막한 사무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직원들이 자꾸만 시들시들해져 갑니다. 지친 직원들 마음을 힐링해 줄 방법이 궁금
하신 분께 추천합니다.
http://www.bizcuit.com/kr/contents/contents_view?ct_idx=40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