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렌드 모의고사

디지털 노마드 관련 신조어

노마디즘 (Nomadism)

우리말로 유목(遊牧)주의다. 

유목민적인 삶과 사유를 뜻한다.

워케이션 (Workation)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휴가지에 머물면서 

일을 병행하는 근무 형태

디지털 노마드 관련 이슈

디지털 노마드 비자 
해외에서 거주하며 일하고 

싶어 하는 원격 근무자를 위한 

전용 비자

디지털 노마드 마을
2021년 2월, 포르투갈의 

대표 휴양지 마데이라섬에 

조성한 유럽 최초의 디지털 

노마드 마을

디지털 노마드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디지털 유목민’을 뜻한다. 

인터넷과 업무에 

필요한 각종 기기, 

작업 공간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이다. 

일에 대한 인식 변화
특정 집단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스스로 1인 기업이 되어 

주체적인 삶을 살려는 의지 반영

테크놀로지의 발전
인터넷 보급률 증가와 클라우드 기술 개발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연결과 데이터 접근이 용이해짐

텔레포트(Teleport)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검색엔진이다. 

세계 각국의 물가, 날씨, 인터넷 환경 등 정착하려는 

장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해시태그 노마드(#nomads)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다.

전 세계에 분포하는 노마드가 지역별 채널을 개설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정보를 교환한다.

노마드 리스트(nomadlist.com)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세계 곳곳의 근무 환경 정보 제공 

플랫폼이다. 각 도시에서 실제로 일한 경험이 있는 디지털 

노마드가 올려놓은 정보와 사진을 볼 수 있다. 

1위 리스본 
유럽 도시 가운데 비교적 저렴한 

생활비와 풍부한 문화유산,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

2위 방콕
동남아시아 지역 중 싼 물가와 

대도시의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

디지털 노마드 탄생 배경

디지털 노마드 인기 도시

디지털 노마드 관련 서비스

어떤 날은 푸른 바다가 펼쳐진 백사장에 누워 업무를 처리하고, 또 어떤 날은 호텔 

방에서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감상하며 일하는 모습을 상상해본 적 있는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라면 가능하다. 원래의 

유목민이 가축 방목을 위해 목초지를 찾아 옮겨 다니는 민족을 뜻한다면, 오늘날은 

디지털 기기를 들고 새로운 일을 찾아 장소를 옮겨 다니는 사람을 현대의 유목민, 

디지털 노마드라고 한다. 프랑스 경제학자 자크 아탈리에 의해 1997년 등장한 

개념이지만, 최근 새롭게 부상한 이유는 팬데믹의 영향이 크다. 도입 시기를 저울질하던 

재택근무와 온라인 원격근무가 팬데믹을 기점으로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클라우드로 데이터 관리가 손쉬워진 점도 디지털 노마드 

현상을 부추겼다. 디지털 노마드 마을을 조성하고 전용 비자를 발급하는 등 세계 각국의 

인력 유치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최근 뜨겁게 부상한 디지털 노마드 트렌드를 짚어본다.

글 편집실

새롭게 일하는 방식, 
디지털 노마드

3위 발리
저렴한 물가와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서핑과 

휴식을 즐기며 일하기에 최적화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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