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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유연근무제는 여성 취업률 증가, 일·가정 양립에 관한 사회적 요구 등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근무형태, 근무시간, 근무 장소, 근무방법

등 근로자의 환경여건을 보다 나은 상태에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조건으로 맞춤형 근로복지의 한 형태라 볼 수 있다.

우리정부는 육아 및 가사노동과 직장 일을 병행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이러한 유연근무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였고, 공공기관에도 2011년부터

동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공직 생산성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유연근무제의 활용으로 근로자의 가족관계 및 삶의 질을 향상을 기대

할 수 있고, 자기 능력계발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

구성원들의 사기 진작, 이직율의 감소, 고객 서비스 향상 등과 같은 업무

효율성 제고(행정생산성 향상)가 가능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유연근무제

의 이점이 공기업의 경영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

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론 및 선행연구에서 다양하게 논

의된 유연근무제와 공기업 경영성과를 참고하여 유연근무제 활용정도가

실제의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패널데이터 분석방

식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공기업의 경영성과는 재무적성과(자산회전율, 자본생산성, 노동생산성)

와 비재무적성과(고객만족도, 청렴도)로 나누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공운법상 공기업의 유연근무(시간제근무, 탄력근무제, 원격근무

제) 활용실적을 설정하여 이것이 공기업에 유연근무제가 정식 도입된 이

후 최근까지 4년간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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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유연근무제 중 원격근무제는 공기업의 재무적 경영성과인 노

동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래 원격근무제

는 근무 장소적인 문제로 관리적 측면, 업무수행적 측면, 인간적 측면에

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으나, 공기업의 경영성과

에는 실질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재무적성과(노동생산성)를 향상시

킨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타 나머지 유연근무 참여실적은 공

기업의 자본생산성, 고객만족도, 청렴도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이라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준시장형 K공기업 직원들을 상대로 설

문조사를 하였는데, 구성원들은 유연근무제의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동 제도에 대

한 간부들의 부정적 인식 등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아 제도가 사실상 형

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유연근무 실적과 경영성과와의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형식적으로 유연근무제를 운영하는 것에서 벗어

나, 도입 효과성 검증하고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실제 제도운영에 문제

점을 밝혀냈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동 제도 이용의 확

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점이 의의라 하겠다. 하지만 표본대상을 소규모로

한정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유연근무제 형태를

좀 더 세분화하여 조사하지 못한 것은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유연

근무제와 공기업의 경영성과 대한 보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요어 : 유연근무제, 공기업, 경영성과

학 번 : 2015-2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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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유연근무제도가 기관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유연근무제도의 형식적인 시행에서 벗어나 도입 효과성과 공

공기관의 바람직한 유연근무제도 추진 및 활성화 시키는데 그 주된 목적

이 있다.

조직 내에서 인적자원은 물적 지적자원과 더불어 조직의 핵심 역량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산이다. 인적자원에 기반을 둔 내적 경쟁력과 물적자

원에 기반을 둔 외적 경쟁력이 함께 확보할 때 지속적인 조직성과 향상

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인사관리 방법인 조직구성원 ‘개

인’의 업무 만족도와 참여도, 몰입도를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했던

것은 요즘 같은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주목 받는 것이 바로 유연근무제이다. 이 제도는

현재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인적자

원의 활용을 통한 조직성과 향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 구성원

들의 욕구 체계를 파악하는 것이며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들의 역

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인적자원 관리의 핵

심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역할 갈등 이론과 전이 이론 등에 의해 가정에서의 스트레스가

직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조직성과를 저하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직장생활의 질과 가정생활의 질을 분리시켜 다루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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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것을 우리사회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보다 더 광의의

개념인 ‘일과 삶 균형(WLB: Work-Life Balance)’ 정책(이하 WLB 정책)

이 인적자원관리 부문에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일과 삶 균형 정책은 다

음과 같은 측면에서 중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첫째,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을 개인적 차원의 성과로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직무만족, 조직 몰입, 업무성과 향상, 이직률 저하 등과 같은 ‘근

로의 질(Quality of Work Life) 향상’을 조직적 차원의 성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적 차원의 성과, 특히 공기업 전체에 미치는 업

무성과(경영성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출산율 향상,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차원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일과 삶 균형 정책은 조직 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

상, 조직성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이 생산하는 서비스

품질 제고라는 소위 연쇄효과를 일으켜 사회 전반의 삶의 질 향상 및 높

은 수준의 사회자본(Social Capital)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

유연근무제는 정형화된 근무양식에서 탈피하여 근로자가 과업을 ‘언제,

어디서, 얼마나, 오래’ 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제도이다. 유연근무제가 적절히 시행된다면, 당면한 사회적

이슈의 해결은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 생산성 제고, 근로자의 조

직몰입도 증대, 이직률 축소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 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근무제의 적극 확대시행을 검

토해야 할 시기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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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우리정부는 육아 및 가사노동과 직장 일을 병행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조직에 유연근무제도의 활성화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자신의 환경에 따라 출퇴근 시간, 근무 장소, 고용형태 등을 유연

하게 조절하는 유연근무제도는 최근 공직사회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

른 생산인구 감소, 장시간 근로에 의한 노동생산성 저하, 공공기관의 지

방이전 등의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근로자

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정

부는 유연근무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으나, 정작 유연근무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어왔다.

기존의 관련 선행연구들은 유연근무제도의 선호정도 혹은 제도를 시행

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 제도 자체에 대한 만족도

등 유연근무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 등에 포커스가 맞춰져 왔다. 그리하

여, 본 연구에서는 유연근무제도가 조직성과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유연근무 실적과 경영성과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공기업 유연근무제도의 직·간접적 효과를 실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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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유연근무제

1. 유연근무제 도입배경 및 개념

유연근무제(Flexible working Program)란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

라 근무형태, 근무시간, 근무 장소, 근무방법, 근무복장 등 근로자의 환경

여건을 고려한 상태에서 조직에서의 역할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근무환경으로 개인 맞춤형 근로복지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법(1988년) 제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2007년)에서 여성고용촉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유연근무제와 같은 새로운 제도 도입

을 규정하였고, 대통령이 주재한 2010년 2월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

서 공공부문 유연근무제 선도모델을 발굴하여 민간에 확산할 것을 협의

하면서 본격적으로 동 제도를 추진하였다.

최근 보육 서비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정책

등의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시대적 경향성과 맞추어 노동시간 정책의 일

환으로서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관심도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유연근무제

도는 육아, 자기계발 등 개인생활과 업무를 적절히 배분할 수 있도록 근

로시간을 유연하게 하며, 발달된 기술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업무수행이 가능한 장소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5 -

2. 유연근무제 관한 정부의 목표 및 노력

정부는 육아 및 가사노동과 직장 일을 병행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유연

근무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시장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과 임금 등의 유연

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 추진을 2010년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추진하

였다. 그 결과 공무원은 2010년부터, 공공기관은 2011년부터 동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공직 생산성 향상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공직자들이 선택하

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더불어, 정형화된 근무형태에서 벗어나

출․퇴근 시간, 근무 장소, 고용형태(Full/Part time)등을 다양화하여 생

산성을 제고하려는 조직관리 전략으로 근무시간․근무 장소 등의 다양화

에서부터 근무 복장․근무방식 등 근무문화(culture)의 유연화도 포함하

는 개념이다(행정안전부 2012).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단시간 근로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정

부의 이 같은 방침은 상용직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해 고용 인원을 늘려

일정 기간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 놓았으며, 시간제 근

무 공무원을 전격 도입키도 하였다.

유연근무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목표는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구체

화 된다. 첫 번째는 ‘가정 친화형 조직문화의 조성’이다. e-나라지표에 따

르면 2015년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1.8%로 노동력의 절반을 차

지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에도 2015년 기준으

로 여성공무원 비율이 43.9%를 차지하고 있고, 기혼 여성공무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가사나 육아 등은 이제 여성

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에게도 부담스러운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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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유연근무제의 활용은 가용 여성노동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

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하세정, 2006).

미국의 경우에도 유연근무제를 포함한 가정친화 정책은 일과 가정의 갈

등을 줄이고 아이의 양육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Newman and Mathews, 1999).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공무원들은 유연

근무제도가 ‘가정생활에 충실’하게 만들고, ‘가족관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이상윤 박흥식, 1995; 장현주, 2009).

두 번째 목표는 ‘자기 능력 개발’이다. 공무원들은 유연근무제 활용을

통하여 근무시간을 스스로 조절하고, 방해받지 않는 개인시간을 이용하

여 외국어 학습, 대학원 진학, 자격증 취득 공부 등의 자율적인 잠재능력

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이상윤 박흥식, 1995). 급속히 변화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자기개발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증가된 소득을 가지고

소비와 여가를 누리려는 심리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유연근무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하세정,2006). 공무원들도 유연근무제

의 사용을 통해 ‘자기 능력 개발’의 기회나 ‘취미나 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열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상윤 박흥식, 1995; 장현주,2009).

세 번째 목표는 ‘행정생산성 향상’이다. 유연근무제의 외국의 편익 연

구들은 이 제도가 근무효율의 향상, 직무만족, 사기의 향상 등 생산성 향

상이 기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Rubin, 1979; Ronen & Primps, 1980;

Rainey & Wolf, 1981). 또한 조직의 욕구와 조직원의 욕구가 균형적으로

충족될 때 조직목표의 달성도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Ezar et al.,

1996).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유연근무제도의 도입은 공무원들의 근무

효율의 증가, 직원사기의 제고, 대민서비스의 향상, 생산성 향상, 직무수

행 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상윤 박흥

식, 1995; 김준모, 2001; 장현주, 2009).



- 7 -

참여정부는 공무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정친화적 근무 및 복지제도

를 도입하였다. 가정 친화적 근무제도에는 탄력근무제, 시간제 근무제,

재택근무제 등의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도 일 가정 양립과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유연근무제를 강조하였고, 박근혜 정부에서

는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에 동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유도를 강화하

고 있다. 특히 서울시 내 지자체인 도봉구, 동작구, 강동구 등은 2015년

부터 민간에 동 제도를 확산하기 위해, 2015년 5월부터 유연근무제에 시

행하는 기업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20% 감면해 주는 정책을 도입하

여 동 제도의 확대를 장려하고 있다.

유연근무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목표는 사회전반적인 변화와 정책대상

인 공직자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정책목표의 수준도 적당한

수준이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책목표는 적합성과 적절성을

갖추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유연근무제가 여태껏 우리사회에 확실히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정책목표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집행에 문제

가 있음을 시사한다. 아무리 정책목표가 잘 설정되어 있어도 집행이 잘

되지 않으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유연근무제의 형태

우리나라의 유연근무제는 노동자가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과 형

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이다. 주5일 전일제 근무 대신 재택근무나 시

간제, 요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글

로벌기업을 중심으로 유연근무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기업의 유

연근무제 도입 비율은 초기인 1990년대에는 30%대 였지만 2000년 이후

에는 70% 이상까지로 확대되었다. 일본의 경우도 최근 저출산,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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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대두되자 기업과 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으로 유연근무제 특히,

재택근무제를 활발히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노동생산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대안적인 근무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시기이다.

한편 유연근무제의 근무형태는 지식정보 사회화의 흐름에 맞추어 직무

수행에 따르는 시․공간적 제약을 최소화 하는 것을 뜻한다(Starvrou

2005‚924; 진종순 2010‚40).

우리나라에서는 주 40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근무시간을 자율조

정하거나 계약에 의하여 근무시간을 인정해주는 근무시간제와 근무 장소

에 따라 재택근무와 스마트오피스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원격근무제 그리

고 핵심근무시간을 설정하여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집중근무제 등 여

러 형태의 근무유형을 제시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2). 우리나라 정부

에서 추진중인 유연근무형태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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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공공부문 유연근무제 형태

유 형 세부형태 개 념

시간제
근 무

주40시간보다 짧은 시간 근무

탄력
근무제

주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근무시간·근무일을 자율 조정

◦시차출퇴근

형

▸ 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

- 출근시각을 자율적으로 조정

◦근무시간선

택형

▸ 주5일 근무

▸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근무시간(출 퇴근

시각)을 자율 조정

◦집약근무형
▸ 주5일 미만 근무

* 예: 1일 10시간 근무시 주 4일만 출근

◦재량근무형

▸ 출퇴근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

인정

*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

요가 있는 분야

원격
근무제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

◦재택근무형 ▸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

◦스마트워크

근무형

▸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 근무

▸ 모바일기기를 이용,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

※ 출처: 행정안전부(2012)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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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제근무

시간제근무는 원래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주40시간, 일8시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며,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시

간에서 35시간을 근무하는 개념의 제도인데 현재는 공공기관 등 민간에

서도 보편적으로 사용이 장려되고 있다.

정부가 2012년 행정안전부를 통해 제시한 총 7개의 근무유형 중 정부

가 가장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 시간제근무다. 정부는 별도의 조

직(TF)를 운영하고 이의 확산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시간제근

무를 중심으로한 유연근무제를 확산시키는데 온힘을 쏟아왔다.

현재 시간제근무 운영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전일제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시간제근무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시간제근무로 전환한 직원의 정규직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둘째, 시간제 계약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것이다. 전문기술이 요구

되거나 일정 기간 및 특정 시간대에만 필요한 업무에 행정 수요가 발생

할 경우 이 방법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다.

[표 2-2] 시간제근무 형태 예시

‣매일 특정 시간대 근무
- 09:00～12:00(3시간), 09:00～14:00(4시간), 14:00～18:00(4시간),
10:00～14:00(3시간), 10:00～15:00(4시간) 등

‣격일제 근무
- 월 09:00～18:00․수 09:00～18:00․금요일 09:00～12:00
- 화 09:00～18:00․목 09:00～18:00․금요일 14:00～18:00 등

‣요일별로 다른 근무시간
- 월 10:00～14:00․화 09:00～18:00․수요일 14:00～18:00,
- 화 14:00～18:00․목 09:00～18:00․금요일 09:00～14:0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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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력근무제

 
① 시차출퇴근형

시차출퇴근형은 주5일을 모두 근무하고, 1일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

하면서, 근로자가 자신의 출근시간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통

상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공동근무시간대와 자

유로이 근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탄력적 시간대로 구분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너무 늦게는 출근할 수는 없다.

[표 2-3] 시차출퇴근 운영의 예시

시차출퇴근형 운영

07:00 10:00 12:00 13:00 16:00 19:00

탄력시간 공동근무시간 중식시간 공동근무시간 탄력시간

근무시간대

공동근무시간의 지정은 부서간 업무협조 및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근무시간대(Core Time)를 설정(예: 10:00~16:00)하여 이 시간에

는 모든 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 근무시간선택형

  근무시간선택형은 1일 8시간근무에 제약 받지 않고 출근시간 및 퇴

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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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매일 다를 수는 있으나, 주5일 매일 출근하고 총 40시간을

근무해야 한다는 것은 시차출퇴근형과 유사하다. 단, 업무협조 등 효율적

인 조직관리를 위해 공동근무 시간대를 설정(예: 10:00 ~ 12:00 또는

13:00 ~ 15:00)하여 이 시간에는 반드시 근무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 2-4] 시차출퇴근 운영의 예시

근무시간선택형 운영

06:0

0

09:0

0

10:0

0

12:0

0

13:0

0

16:0

0

18:0

0
24:0

0

탄력
시간

공동근
무시간

중
식
시
간

공동근
무시간

탄력시간

표준근무시간대

근무시간대

※ 출처: 행정안전부(2012)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③ 집약근무형

집약근무형은 주40시간 근무제를 준수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

무가 가능한 것으로, 1주일의 출근일을 5일 미만으로 유지하는 제도이다.

예를들어, 1일 10시간씩 근무할 경우 주 4일만 출근하면 된다. 5일 미만

으로 근무한다는 점에서 편리성은 있으나, 주40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어

떤 날은 업무시간이 굉장히 길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업무의 효율성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1

일 최대 근무시간은 보통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 



- 13 -

④ 재량근무형

재량근무형은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배분 등에 고도의 전문성과 재량

이 필요한 업무에 적용 가능하다. .실제 근무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관과

근로자 개인이 별도로 정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하는 유연근무제

유형이다. 이 유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이 필요해 업무 수행방법이나 시간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보편적인 제도는 아니다. 영화제작,

TV 프로그램 제작 등과 같은 특수한 업무에 적용된다.

(3) 원격근무제

① 재택근무형

재택근무형은 고객과의 대면접촉이 거의 없는 업무, 결재·보고가 적고

독립성이 강한 업무, 회사(또는 기관) 간 업무협조가 적거나, 조직운영에

서 독립성이 강한 업무, 업무실적 평가의 계량화가 용이한 업무, 현장에

서 행정처리가 이루어지는 단속업무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 근무형태

의 핵심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여 받은 업무를 집에서 수행하는

근무방식이다.

② 스마트워크근무형

스마트워크근무형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재택근무형과

유사하나, 부여 받은 업무를 주거지 인근 또는 교통요지에 마련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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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센터 등)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로 그 차이가 있다. 적용가능

업무는 재택근무형과 동일하다. 스마트워크는 2012년 국무총리실을 필두

로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을 본격화하면서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부처 간 소통과 협업을 촉진하여 정부 3.0의 가치를 실현할 핵심 수단으

로도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워크센터는 사무실 근무를 대체하는 유연근

무의 한 형태이며, 출장 시 긴급업무를 처리하고 원격지에 있는 기관과

화상을 통해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되면서 중앙행정기

관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 우려를 상당부분 감소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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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연근무제에 대한 평가(장·단점 등)

유연근무제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김준모, 2001; 이상

윤 박흥식,1995; 양건모, 2010; 장현주, 2009).

첫째, 가정친화형 조직문화의 조성을 통해 가족관계 및 삶의 질을 향

상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일과 개인적 요구의 조화를 통한 자기계발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업무의 효율성 향상, 구성원들의 사기 충천, 이직률의 감소, 고객

서비스질 향상 등과 같은 업무효율성 제고할 수 있다. 이외에도 출퇴근

교통문제의 해결, 근무환경의 개선, 조직 분위기 향상 등과 같은 복지증

진도 기대한다. 이러한 점은 정부가 설정한 목표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

여주고 있다.

한편 유연근무제에 관한 부정적 기대 역시 관리적 측면, 업무수행 측

면, 인간관계 측면의 3가지로 제기되고 있다.

첫째, 관리·감독의 어려움, 부서업무 추진력 부진, 회의시간 통일 곤란,

일시적 근무 공백 등 관리적 측면에서는 이 제기되는 문제점이다.

둘째, 대외적 업무협조 또는 갑작스럽게 생기는 업무대응의 어려움, 근

무환경의 신축성 남용, 근무자 간 업무분담 문제 그리고 민원인들의 불

편 등 업무수행의 측면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이다.

셋째, 부서장과 근무자들 간의 관계 소원, 직장 내 단결의 저해, 근무

자간 문제발생 등 인간관계 측면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기대들은 유연근무제를 추진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 된

다(Craddock, Lewis & Rose, 1981: 206).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연구에

서 유연근무제에 대한 공직자들의 긍정적 기대가 부정적 기대보다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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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높다. 긍정적 기대는 적극 홍보하고 부정적 요인은 잘 관리하

면 유연근무제가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표 2-5] 유연근무제 실시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기대

긍정적 기대 부정적 기대

가. 가정친화형 조직문화의 조정

: 가사 및 여가생활의 충실, 삶의

질 향상

나. 자기 능력계발

: 자기 능력의 개발, 업무와 개인적

요구의 조화

다. 업무효율성 제고

: 직원의 사기진작, 병가 및 이직률

감소, 직무수행 성과의 향상, 고

객서비스 향상, 결근율의 감소,

연장근무의 감소

라. 복지 증진

: 출퇴근 혼잡시간대 교통문제(체

증 등) 감소, 근무환경의 개선,

조직 분위기 향상

가. 관리 측면

: 관리감독상의 어려움, 부서업무

추진력 저하, 회의시간 맞추기 어

려움, 업무공백, 퇴근시간 미준수,

직장내 협동심 약화

나. 업무 측면

: 대외적 업무 협조나 갑작스럽게

생기는 업무처리 곤란, 근무환경

의 신축성 남용, 근무자간 업무

분담 문제, 민원인들의 불편, 부

서업무의 추진력 저하

다. 인간관계 측면

: 부서장과 근무자 간의 관계소원,

직장 내 단결을 저해, 근무자간

문제 발생

※ (출처 : 양건모(2010)를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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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측면에서 동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

고자한다.

기업 관점에서, 유연근무제도의 도입은 사무실 공간비용과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조직구성원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

하여 직무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곽임근 외, 2011). 또한 업무량의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 배치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즉, 여러

가지 유연성 제도를 조합하여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비용을 절감하려는 경우, 단기파트타이머 또는 파견 근

로자를 활용할 수 있고, 제조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규직 근로자와

계약직 및 임시자원을 조합할 수 있다(Reilly, 2001). 그러나 큰 틀의 차

원에서 유연근무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가 같은 선결 과제

가 있다. 조직목표와의 일치화, 경력개발 문제, 공동목표 설정,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보상 및 복리후생 패키지, 일관된 정책, 시너지 창조, 조직

문화 개선 등이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시간 및 공간관리를 자율적

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좀 더 유연한 근무 통해서 일과 삶의 조화를 꾀

할 수 있다는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남수현 외, 2011). 게다가, 근로자에

게 노동시간과 장소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됨으로써 일과 가정의 갈등이

줄어들어 업무의 효율성과 조직몰입도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

고 있으며, 특히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고 있다

고 알려져 있다. 칼슨 등(Carlson, Grzywacz & Kacmar, 2010)의 연구에

서는 업무시간 유연성이 업무성과를 높이며, 일과 가정의 조화를 향상시

킴으로써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고 일에 대한 통제감과 같은 내적인 측면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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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식할 때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생산성도 향상된다. 건강문제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육아 스트레스를

줄이고, 통근시간 및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양인숙, 문미

경, 2011). 라일리(Reilly, 2001)는 한 가지의 유연성 제도가 편익을 창출

하기도 하고, 다양한 제도를 통해 편익이 창출되기도 한다고 했다. 다만,

유연근무제와 관련하여 개인적 차원에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는, 고립

화, 사회적 만족도, 경력 개발, 사회적 관계 저하, 직무와 사적인 일과의

경계 모호, 자기효능감, 비공식적 관계 및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감소

등이다. (Madsen, 2011)

제 2 절 유연근무제 배경 이론

1. 전이이론

전이 및 갈등이론은 일과 가정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간주

된다. 초기 전이이론은 하나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감정 및 사고가 다른

영역에 보강효과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Payton-Miyazaki &

Brayfield, 1976). 전이효과가 입증된 초기에는 일과 가정 사이에 높은 상

관관계가 있음이 드러났지만 전이효과가 일 또는 가정 어느 영역에서 먼

저 시작되어 전이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최근

의 전이효과에 대한 연구는 일과 가정의 균형은 물질적자원 등의 획득과

양의 전이효과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Grzywacz, et al., 2002).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일과 가정 사이의 부정적 전이에 관한 연구도 함께 진

행되었다. 즉, 가족 간의 상호작용의 감소는 결혼 및 가정생활의 갈등,



- 19 -

일과 삶에 대한 만족도 감소, 결근, 이직가능성 등의 부정적 전이가 주장

된 것이다(Hill, et al., 2001).

2. 갈등이론

갈등이론은 제한적인 시간과 자원을 기초로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하는

다중역할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근거한 이론이다(Greenhaus &

Parasuraman, 1999; Marks, 1977). 이미 역할에는 그 안에 갈등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있다. 다시 말해, 한 개인의 일에 대한 역할에서 발생하

는 갈등은 역할 수행에 따른 긴장감과 둘 이상의 역할 간의 갈등을 의미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일과 가정 사이에 분리는 개인의 일과

가족의 역할 사이에 부조화로 인해 갈등이 생성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Greenhaus & Beutell, 1985). 이러한 일과 가정의 갈등은 시간에 근거한

갈등, 긴장에 근거한 갈등, 그리고 행태에 근거한 갈등으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과 가정의 갈등은 직무 불만족(Koss다 &

Ozeki,1998) 및 스트레스 혹은 우울증(Frone, 2000) 그리고 삶에 대한 만

족도(Beutell &Wittig-Berman, 1999)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3. 일과 가정의 조화 및 촉진

이 이론은 일과 가정의 갈등 개념을 넘어 일과 가정의 조화를 추구하

는 한편, 일과 가정의 부조화로 인해 발생되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행동

을 수용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Barnett, et al., 1999). 조화(Fit)는 근

로자들이 직장에서 가족중심 적응전략을 최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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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가정의 조화(Work-family fit)는 일과 가정의 갈등보다 포괄적인 개

념으로서 근로자들이 스스로의 삶과 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에 적

응하는 내적 과정을 개념화하는 것이다. 이때의 조화는 일과 가정에 적

응하려는 전략적 수단을 구체화하는 정도로 이해되어 질수 있다(Barnett,

1998). 이와는 달리, Grzywacz & Butler(2005)는 일과 가정은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는 차원에서 일과 가정의 촉진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여

기에서 촉진이라는 개념은 개개인이 일 혹은 가정 중 하나의 영역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면 또 다른 영역에서도 서로 참여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과 가정의 촉진은 하나의 영역에서의 기술이 의

도하든 혹은 의도하지 않던 간에 다른 영역으로 이전될 때 발생된다.

4. 일과 삶의 균형이론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란 표현은 1970년대 후반 영국에

서 처음 출현하였으며, 1986년경 미국에서도 이 표현이 사용되기 시작했

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직장과 업무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고, 원격근무 특히 재택근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적 근

무 형태로 떠오르면서 직장과 가정의 경계가 모호해 지고 있으며, 직장

과 가정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가 고려되어

1990년대 이후 “일과 삶의 균형(work-family balance)”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기존 연구는, ‘일과 가정(가족)의 균형’과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특별히 관심을 두지는 않았다. ‘일과 가

정의 균형’(work-family balance)이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에 비해 먼저 사용된 개념으로서, 두 용어는 호환 가능할 정도로 유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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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몇몇 연구는 이 둘의 차이에 관심을 갖기도 했다.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해서는 너무 다양한 정의가 있어 공통된 하나의

정의를 찾아내기 쉽지 않다.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정의가 다양한데 이

는 ‘Work’, ‘Life’, ‘Balance’ 이 세 단어가 각각 모두 너무도 다양한 의미

를 내포하기 때문일 것이다. 논문을 발표하는 연구자마다 각기 다른 정

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이다(Kirchmeyer, 2000).

Yuile et al. (2012)는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은, 일과 인생 역할에 시간을 배분할 때, 개인의

선호도와 직장과 삶의 요구를 모두 고려함으로써 다양한 요구가 충족되

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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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 가정 갈등 이론

Bellavia & Frone(2005)는, 일/가정 갈등(work-family conflict)의 정의

와 관련, (Greenhaus & Beutell, 1985)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일/가정 갈등은 직장과 가정 두 영역에서의 역할이 상호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역할 간 갈등이다. 즉, 일(가정)에 중점을 둘 경우에는

가정(일)에 중점을 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일/가정 갈

등은 양방향으로 발생한다. 가정이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이 가

정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일과 가정의 갈등은 조직 몰입도를 낮추고, 이

직률을 높이며, 삶의 만족과 결혼생활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 가정 양립에 대한 초기 연구자들은 일과 가정의 갈등

이 야기하는 부정적인 현상들에 관심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두 영역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역할압력을 최소화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다수의 연구들이 일과 가정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과 형태, 이러

한 장애요인을 없애고자 하였으며 잠재적 자원에 대한 발굴, 그런 자원

을 일과 가족이라는 두 곳에 적절히 분배하는 문제, 배분된 자원을 효율

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관심을 두었다. 국내외 연구에서 일 가정 양립

갈등은 자녀, 배우자의 지지, 가사노동시간 등과 같은 가족환경, 연령, 소

득, 교육수준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근로시간, 업무량, 가족 친화

적 근무제도, 직무에 대한 통제력과 같은 근무환경의 변수 등에 의해 영

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대체로 자녀가 어릴수록, 가사

노동시간과 근무시간이 길고, 업무량이 많고 가족의 지원이 적을수록 일

가정 양립갈등은 증대되며, 직장 내 상사의 지지가 있거나 좋은 조직문

화가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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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인 정책 지원보다는 비공식적 지원이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더 준다

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6. 경계/테두리 이론

초기 일과 가정에 대한 이론가들은 일과 가정의 영역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Kanter, 1977; Pleck, 1977). 그러나 여

기 경계이론은 어떻게 사람들이 일과 가정의 영역을 서로 전이시키는 지

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테두리 이론은 일과 가정에서의 특별한

역할에 초점을 둔다. 테두리이론은 일과 가정은 각기 별개의 영역으로

이해하면서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과 가정의 영역

을 넘나드는 현상을 설명한다. 경계/테두리 이론은 일과 가정의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통합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Ashforth, et al.,

2000; Clark,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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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성과의 의의

연구자들은 다양한 구성을 사용하여 성과를 측정하고 개념화해 왔다.

조직학과 전략경영 분야에서는 조직의 성과부문에 더욱 중점적으로 초점

을 두었다(Schendel & Hofer, 1979). 성과는 상당히 모호한 개념이고 그

의미는 이용자의 인지와 요구에 따라 달라진다(Lebas, 1995).

성과(Performance)라는 용어의 의미는 생산성(Productivity)이라는 용

어와 유사한데 예를 들면, 결과를 성취하기 위한 자원의 효과적이고 능

률적인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Kearmey & Berman, 1999). 성과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보면 Rogers(1990)는 “정부가 설정한 목표를 정부의 활

동을 통하여 어느 정도 달성한 정도”를 성과라 하고 있다 성과의 의미에

관한 의견의 차이는 관리자의 기능과 교육적 배경 소속한 조직의 특성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노화준 2000). 성과에 대한 정의는 이외에도 구성

요소나 측정변수를 통해 성과의 개념을 대신하기도 하는데, Drew(1997)

는 성과를 업무수행 능력이나 효율성으로 보았고, Ammons(1995)는 성

과를 목표에 대한 실적 또는 효과정도로 보았고, Keidel & Bell(1994)은

성과를 예산절감과 서비스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 등 능률성 혹은

생산성 개념으로 보았다. 이처럼 공공부문의 성과와 관련하여 정의가 다

양하게 이루어지고 그 중요성이 강조된 것은 신공공관리론의 등장과 관

계가 깊다. 그러나 성과는 능률성과 같은 생산성의 좁은 의미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김영록 2011).

민간영역에서는 성과 얘기할 때 주로 능률적인 측면을 강조하지만 공

공부문에서는 성과가 능률성, 효과성, 그리고 경제성 등 다수의 주요 기

준들에 의하여 관리 및 평가된다. 따라서 성과는 효과성, 능률성,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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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정부정책의 순응 등의 의미를 포함하는 고차원적 개념이라 볼 수 있

다. 이와 같이 성과에 대해 단일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지만, 성과란

대체로 조직과 구성원이 서비스의 생산, 제공을 위하여 수행한 활동 또

는 목표에 대한 실적 또는 효과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박중

훈 1999; 이세구 2003; Ammons, 1995: OECD, 1994; Wholet, 1999; 이윤

식 외 2006).

보편적으로 기업의 재무적 경영성과는 단기성과와 관련된 개념으로 사

용되고 있으며, 비재무적 경영성과는 장기적 성과측정과 관련된 개념으

로 상용되고 있다(Govindarajan, 1984). 기업의 단기성 측정대상인 재무

적 경영성과 지표는 수익성으로 표시되며, 이는 기업체의 최종적인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수익성은 이익 판매이익률,

투자이익률 등 여러 가지 지표에 의해 측정될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투

자이익률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이학종 1992).

비재무적 경영성과는 그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객관화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측정의 범위가 광

범위하여 단기적 경영성과를 나타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장기적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비재무적 경영성과지표는 조직을 중

심으로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의 여러 기준에 의해 경영성과를 측정함

으로 종합적이고 포괄적이며 조직성과의 많은 부분을 설명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Steers, 1975).

기업의 경쟁력의 근원은 최종적으로 기업성과에서 발원되는 것임을 고

려할 때, 기업성과 관련 현상 및 성과의 분석이 바로 기업경쟁력 평가

척도라 할 수 있다. 예전부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경영성과의 정의와

분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성과측정 시스템은 ‘성과기준 표준

그리고 측정치를 가지고 있는 제조 또는 비제조 기업의 투입, 산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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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생산성을 평가하는 체계적 방법(Crawford, 1980)' 또는’ 성과평가시

스템은 사전적인 통제시스템으로써 기업의 목표가 내부 프로세스 및 활

동업무에 전달되면 피드백을 통해 적절한 관리의사결정을 하는 일종프로

세스(BITITCI, 2000)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영성과는 크게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성과로 구분되고

있으며, 기업의 수익성 성장성 생산성 매출액 등이 재무적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로 구성원의 사기(Morale),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이 비재무적

성과 측정지표로 활용되고 있다(하세근 2011). Poister(2004)는 성과측정

을 자원(Resources), 산출물(Outputs), 생산성(Productivity), 효율성

(Efficiency), 서비스의질(Service quality), 결과물(Outcomes), 비용효과성

(Cost-effectiveness), 고객만족도(Customer satisfaction) 등을 성과측정

의 여러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여 유용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측정지표와 방법은 다양하고 학자마다 다른 견

해를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관리의 수단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기관 경

영평가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BSC(Balanced score card, 균형성과

관리지표)를 공공부문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동시에 정부 경영평가제도

를 몇차례 재설계하여 실행하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궁극적으로

투입중심의 공공기관관리에서 성과중심의 공공기관 관리로 그 시스템을

변경하여 평가결과를 통한 성과급 차등지급 및 부진기관의 경영진에 대

한 경고 또는 해임 등 평가결과 피드백을 통한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목

적을 둔다(최홍석 외 2008).

각 시기별로 경영평가의 명칭은 다르지만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책임성

을 증진시키기 위한 평가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가방법도 점

진적으로 변화 및 발전되어 왔다. 공공기관에 대한 사전적 통제가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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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1984년 정부투자기관

에 대한 경영평가가 도입된 이후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는 2005년에 처

음 실시되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민간조직과 달리 시장의 최저선과 같은 자율적 통제

체제의 결여로 성과관리에 근본적인 제약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경영평가제도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관혁신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직성과 평가를 통한 경영효율화 유도 등 공공기관 성

과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조택 2008; 조택 송선하 2010).

제 4 절 성과의 이론적 배경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이론적 배경은 일반적으로 성과계약이론, 성과

측정기법, 주인-대리인 이론, 시장실패이론 등으로 해석·설명될 수 있다.

먼저 성과계약이론에 관해 말하자면, 이는 공공부문 참여자 간의 상호

계약을 통해, 참여자가 다른 참여자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자원의 수준과

특정한 결과물을 유형, 양과 질 등을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평가

제도는 ‘성과에 관한 계약’을 통해 정부와 공기업 각각의 역할을 명확하

게 정의하고 공식화함으로써 정부부처에 의한 무분별한 개입의 문제를

해소하게 된다(김준기, 2010; 천주희, 2010).

둘째, 성과측정 기법은 198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의 흐름 하에서 공공

부문의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포커스가 맞춰

진 것이다. 공공부문에서의 성과측정은 책임성 확보 및 사업 목적 명확

화를 위하여 통제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주인-대리인이론에 의하면, 공기업의 CEO는 정부가 임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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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전형적인 대리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기업의 경우

에는 국민-대통령-관료(또는 정치인)-공기업 순이기 때문에 ‘복대리인

관계’가 형성된다. 따라서 정보의 비대칭이 심각하고, 공기업 경영자 및

근로자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곤란하여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다양

한 형태의 비효율성이 유발될 수 있다.

넷째, 공공부문의 실패를 야기하는 수요와 공급의 조건을 연구한 울프

(C, Wolf)의 비시장 실패이론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결과물의 측정이 쉽

지 않으며, 경쟁자가 없는 것이 보통이며, 고객으로부터 환류가 거의 없

고, 단기적 이익추구, 서비스 공급에 따른 이익과 비용분담의 연계 미흡

등에 기인해 실패현상을 야기하게 된다고 보았다.

제 5 절 선행연구 검토

1. 유연근무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앞서 논한 바와 같이, 선행 연구는 대부분의 유연근무제에 관한 지지,

선호정도 또는 제도를 시행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 제

도 자체에 대한 만족도 등 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 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연근무를 공공 및 민간에서 모두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활성화 단계는 아니므로 이러한 유연근무제도에 자체에 대한 선

행연구를 살펴보고,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보고자 한다. 그 연구 요지 및

결과들은 아래와 같다.

배귀희 외(2011)의 연구에서는 유연근무제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과 가



- 29 -

정의 양립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자기계발, 조직의 만족도, 조직의 성과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논문에

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의 대다수가 유연근무제를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유연근무제도의 사용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동료간 업무의 전가를 들었다. 따라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동료에

게 업무의 전가가 적은 업무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확산할 필요가 있

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선호도가 높은 하위권(8급~10급)을 대상으로 탄력

근무제를 확산하고, 시간제근무와 재택근무는 적용이 가능한 업무에 우

선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자성(2013)의 연구에서는 경상남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의

인식조사를 하였는데 유연근무제의 인지도와 향후 활용 형태에서 탄력근

무제의 일종인 시차출퇴근제와 근무시간선택제가 다소 높게 나타났고 이

에 반해 다른 형태의 유연근무제는 상당히 낮게 나타나 제도에 대한 편

중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업무별 다양한 유연근무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추가적으로, 유연근무제의 활용의 이유로 일·가정 양

립의 관점에서 양육 등 가정생활과 개인의 생활이나 취미 등을 소중히

여기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보급·확대하여 공무원의 인식

변화에 맞는 근무형태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유

연근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특히 최고

관리자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혜진 외(2011)의 연구는 지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인 ‘저탄

소 녹색성장’을 유연근무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과 국내의 정책 현황을 비교한 후 실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공

공 및 기업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유연근무제 중 특히 원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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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 관한 시스템 정비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 확립이 필요

하다고 주장하였다.

임승혜 외(2013)의 연구는 기술적 관점의 검토 보다는 사회-기술적 접

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유연근무제 확산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원격근무를 위해서는 제도 정비가 중요하다고 하였

는데,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성과평가 구축이 그 중 하나이다.

김문성 외(2013)의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와는 다른 측면에서 유연

근무제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유연근무를 경험

해 본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의 인식에 대한 차이를 비교분석함으

로써 어떤 리더십 역량이 중요한지를 도출해 냈다. 결론적으로 융통성과

정서적 성숙이 리더의 특성 측면에서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 경영평가 결과에 관한 선행연구

경영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방대한 편이다. 관련 선행연구로는 크

게 경영실적이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 기관특성이 경영평가 결과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유형, 경영평가 지표 특성이 경영평

가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권민정·윤성식(1999)은 조직규모 및 기관특성이 경영평가결과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수인 정부투자기관의 규모를 나타

내는 변수로 자산, 매출액, 비용, 정원 등 4가지를 설정하였는데 분석결

과 규모와 경영평가 종합평점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장석오(2007)의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의 기업성 및 공공성에 대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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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측정치가 실제 경영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총 565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수지 비율 및 개선정도를 기업성을

대표하는 재무적 성과로 놓고, 고객만족도가 공공성을 대표하는 성과로

설정하고 이러한 것들이 경영평가결과와 어떤 관련성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규모가 경영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영업수지 비율 및 개선정도, 고객만족도, 기업규모 모두 긍정

적인 관련성을 보이나, 특히 기업규모는 성과변수에 비하여 경영평가 결

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진(2010)은 지방공기업의 인력, 이익, 자산, 사업예산 비중 등 기관

특성과 자치단체 자주재원 비율, 소득수준, 도시화 수준, 인구밀도 등환

경적 특성이 경영평가 결과에 미친 영향을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경

영평가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력, 자산, 이익이 높은

기관일수록, 환경적 요인에서는 해당 공기업을 설립한 자치단체 주민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경영평가 결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성·남형우(2011)는 경영평가 종합결과와 기관연령, 기관규모(자산,

총수입, 총매출, 순매출, 임직원 수), 재무건전성(부채비율, 당기순이익)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유의하게 나타난 자본총액, 부채비율, 총수입액의

변수를 이용, 73개 공공기관의 2007년부터 2009년 자료에 대하여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부채비율만이 유의한 양(+)으로 나타났

고, 기관규모는 일부 변수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박정수·유호정(2011)은 1988년부터 2010년까지 평가대상으로 실제 평

가를 받은 32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리더십, 전략, 조직·인사관리, 보수·노

사관리, 재무·예산관리, 내부성과관리의 6가지 변수를 설명변수로 선정하

고 이를 패널데이터로 구축하여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

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기업의 경영성과가 세부평가 지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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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전략, 보수·노사관리, 재무·예산관리, 내부성과관리에 의해 유의

한 양(+)의 영향을 받으며, 특히 재무, 예산관리는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숙찬(2014)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 자료와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기관유형, 규모, 재무적 특성, 기

관장의 재직년수 등 기관특성과 경영평가 결과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기관유형에 따라 종합평가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기관의 규모가 크고 수익성·성장성이 높고 기관장의 재직 년수가 많을수

록 경영평가 종합점수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기(2014)는 여성인력(여성근로자와 여성관리직으로 구분)이 공기

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실증분석 하였는데, 노동생산성,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1인당

매출액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유연근무제도(탄력근무, 원격근무, 시간제근무)를 다양성 친화

제도로 정의하여 여성인력이 공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조절작용

을 할 것이라는 가설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3. 유연근무제도와 조직 효과성과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유연근무제도와 성과 등에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영역을 스마트워크

에 관한 선행연구까지 확대하여 분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영역을 확대

하는 이유는 본 연구의 대상인 유연근무제도와 성과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워크에 관한 일부 선행 연구에는 탄력근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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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근무의 또 다른 명칭인 텔레워크(Telework)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일경(2013)의 연구에서는 가족친화제도의 이용 용이성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 대하여 일 가정 양립갈등의 매개효과에 관하여 연구·분석하

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족친화제도 활용 용이성이 직무만족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친화제도의 활용 용이성과 일

가정 양립갈등과의 관계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 가정 양립갈등의 매개효과는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일-

가정 양립 갈등의 경감 없이는 직무만족의 증가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을 의미하고 있다.

서아영(2012)의 연구에서는 유연근무제를 이용하여 근무하고 있는 266

명의 개인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유연근무 제

도를 통해 부여된 직무 자율권은 일-가정 갈등과 업무 과부하에 대한

지각 수준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분석 결과에

따라 직무 자율권은 유연근무제도 환경에서 개인의 직무 만족도를 결정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유연근무제도 환경에서 증가할 수 있는 업무 과부

하 및 일-가정 갈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

적으로 유연근무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유연근무제도 환경을

통해 직무 자율권을 보장하고 아울러 시스템의 정보화 뿐 아니라, 개인

의 심리, 조직문화, 그리고 제도적 관리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 이라

고 말하고 있다.

Lee & Hong(2011)은 유연근무제가 이직률과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였다. 동 연구에서 유연근무제는 일과 가정의 의무로부터 갈등하

고 있는 구성원이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능력 있

는 인재를 영입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는데,

Telework는 업무성과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는 점이 눈에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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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공기업의 유연근무제도 활용이 공기업 기관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데 있다. 유연근무제를 형식적으로 운

영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더 나아가 도입 효과성 검증을 통해 유연근무

제의 활성화 등 동 제도의 확산을 장려하는데 연구의 주된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실증 분석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은 유연근무제

활용에 따른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다.

1. 유연근무 활용정도

공기업의 유연근무제도에 대하여 직원들의 실질적 활용실태를 알아보

기 위해 유연근무제 참여정도를 측정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

하고자 한다.

· 공기업의 유연근무 활용정도 수준은 어떠한가

2. 유연근무 실적이 공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다음은 유연근무제 실적이 기관성과와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

다. 따라서 유기관성과를 재무적, 비재무적 형태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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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를 제기한다.

· 유연근무는 기관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제 2 절 연구의 분석틀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종속변수는 크게 재무적성과와 비재무적성과로

측정하고자 하며, 세부적으로는 조직성과인 효율성, 생산성의 재무성과와

외부평가 위주인 고객만족도, 청렴성의 비재무성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먼저 효율성 지표로는 자산효율성의 지표인 자산회전율로, 많이 사용

되는 총자산 대비 매출액 비율을 이용한다. 아울러 생산성 지표로는 조

직생산성을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의 변화를 보고자 한다.

노동생산성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계량지표 평가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균인원당 부가가치를 적용하였고. 자본생산성은 부가가치를 총자산으

로 나눈 값, 자산회전율은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을 적용하였다.

고객만족도 평가는 2014년에는 178개 기관이 기획재정부 주관 하에 통

합조사 평가를 받았으며 동 평가점수는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의 국민평

가 지표로 반영(100점 중5점)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에 있어 유연근

무제 도입에 따른 조직적 차원에서 기업의 이미지, 고객의 편의 등 주관

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고객만족도 점수를 변수로 선정

하였다.

공공기관의 청렴도 역시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공공기관 업

무처리와 관련이 있는 외부인과 측정대상 기관 직원의 청렴도를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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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평가, 기관의 종합적 청령섬 및 내·외부 청렴도를 측정한다. 유종해

(1992)는 부패의 원인으로 환경적 요인으로 정치경제 불안정, 공동체 의

식 박약, 공무원의 상대적 박탈감, 전통적 행정 문화, 조직적 요인으로

낮은 보수, 신분적 불안, 행정규제 및 기준의 비현실성, 개인적 요인으로

관료의 재량권 남용을 들었다. 유연근무제도 조직적 요인의 하나로, 이로

인한 변화를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자기계발, 취미활동, 건

강관리 등을 이유로 유연근무를 신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때 늘

어난 개인여가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였는지, 업무태만 등 기강해이 현

상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여부 등을 이러한 청렴도라는 조직성과를 통

해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2. 독립변수

유연근무제 관련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정책의 도입과 활성화 부분

에 중점을 두고, 유연근무제 만족도를 주로 독립변수로 두었지만, 본 연

구에서는 유연근무제에 따른 기관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연도별 기관의 유연근무 참여율, 기관의 유연근무제의 유형별(시간제근

무, 탄력근무제, 제택근무제) 참여율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먼저 조직규모가 클수록 경영혁신에 필요한 잉여자원이

많아지므로 ‘기관 규모’, 그간 조직구성원들이 시행착오 등을 통해 축적

한 경험 및 암묵지 등을 활용하는 학습유효를 발휘해 조직성과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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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관 연령’, 기관의 부채율이 높을수록 부채를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여 경영성과를 잘 받는다는 관계가 있으므로 ‘기

관 부채율’ 까지 3가지를 기본적인 통제변수로 두었다..

또한, 분석대상 공기업의 유형이 시장형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세분

되는데, 시장형 공기업은 정부의 보조금 또는 기금 등 지원에 의해 운영

되는 공기업과 달리 순수사업으로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렇지 않은 준시장형 공기업과의 구분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

기업 유형’을 추가로 통제하고자 하며, 이는 더미변수를 활용하여 구분하

였다.

[그림 3-1] 연구 모형

독립변수 종속변수

유연근무 참여

실적

(시간제근무,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경영 성과

① 재무적성과
(자산회전율,

자본생산성,

노동생산성)

② 비재무적성과
(고객만족도, 청렴도)

통제변수
기관규모, 기관연령,

공기업 유형(공운法상), 부채비율



- 38 -

[표 3-1] 변수의 정의

구분 변수명 조작적 정의

종

속

변

수

재무적

자산회전율 ▪매출액÷총자산

자본생산성 ▪부가가치÷총자산

노동생산성 ▪부가가치÷평균인원

비

재무적

고객만족도
▪기획재정부 실시 고객만족도 평가

점수

청렴도
▪국민권익위 실시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10점 만점)

독

립

변

수

유연

근무제

시간제근무

▪해당제도를 활용한 인원수 ÷

총인원수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통

제

변

수

기관규모 ▪공공기관의 연도별 정원

기관연령 ▪해당년도-설립년도

부채비율 ▪총부채 ÷자기자본

(공운법상)
공기업 유형

▪준시장형공기업 = 0

▪시장형공기업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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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유연근무제가 조직의 경영성과(재무성과 및 고객만족도

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으로, 연구대상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기업(시장형 및 준시장형)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표 3-2] 공기업 지정현황

구 분 (주무기관) 기관명

시장형
공기업
(14)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6)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국토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출처 : 기획재정부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현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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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은 유연근무제가 공공기관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2011년 이후

2014년까지 4개년도이며, 통계 기초자료는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기

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사이트 알리오(www.alio.co.kr)

및 각 업무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고객만족도), 국민권익위원회(청렴도)

그리고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였다.

2. 분석방법

가설 검증을 위해 핵심적인 사항은 패널데이터 분석(Panel Data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먼저 유연근무실적을 투입하고, 통제변수인 기

관규모, 기관연령, 기관유형(공운法상), 부채비율을 함께 투입하는 방식으

로 진행하였으며, 통계분석은 STATA 프로그램(13버전)을 활용하였다.

제 4 절 연구방법 및 가설 설정

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유연근무제가 공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간 시계열 분석과 횡단면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는 패널데이터 분석(Panel Data Analysis) 방법을 활용하

였다.

패널데이터 분석은 횡단면 자료(Cross-section Data)를 시간적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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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한 자료이기 때문에 횡단면 자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분산의 문제와

시계열 자료의 계열상관의 문제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계열․횡단면 자료를 통합한 패널자료를 형성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패널자료 분석은 순수한 횡단면이나 시계

열분석에서 간단하게 찾을 수 없는 랜덤효과들을 측정하고 확인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시간에 따른 개체특성의 변동효과(Individual

Specific Effect)와 개체에 따른 시간특성의 변동효과(Time Specific

Effect)를 복합적으로 반영하여 신뢰할 수 있는 모수들의 추정과 예측이

가능할 수 있다(곽철효 외, 2007). 패널데이터는 합동(Pooled) 횡단면데이

터와는 구별되는데, 시계열데이터와 횡단면데이터를 합쳐 놓은 것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합동 횡단면 데이터에서는 동일한 개체를 반복적으

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개체가 매 시점에서 조사된다. 이에

반해 패널데이터 분석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개체를 시간에 따라 반복적

으로 조사한다. 또한 분석모형의 추정에서 성별다양성과 기업성과 간에

나타나는 내생성(endogeneity) 문제의 처리 여부에 따라서 분석결과는

달라지기 때문에, 패널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 패널데이터 분석은 추정방법에 있어서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으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

에 적용할 모형은 Hausman Test를 통해 검증하였다.

Hausman Test의 경우

귀무가설 H0 : cov(xit, ui) = 0,

대립가설 H1 : cov(xit, ui)≠ 0

으로 쓸 수 있다. 만약 귀무가설이 맞다면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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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추정량 모두 일치추정량이므로 서로 비슷한 값을 갖게 될 것이

다. 그러나 귀무가설이 틀리다면 확률효과모형이 아니라 고정효과모형을

통한 추정이 성립된다.

2. 가설설정

(1) 유연근무가 공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공기업의 유연근무제 실적이 공기업의 경영성과(재무적성

과, 비배무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자료를 통해 분석하기 위한 것

이다.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면 유연근무제는 기업에게는 조직운영상 인력

배치와 우수한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되고, 비용절감 효과 등의 이점이 있

고, 근로자에게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 및 조직몰입

도가 증가하여 긍정적 조직성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조

직성과를 크게 재무적성과와 비재무적성과로 나누어 가설을 설정하고 유

연근무제 실적이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

다. 앞서 거론하였듯이, 재무적성과는 효율성측면에서 자산회전율을, 생

산성 측면에서 노동생산성 및 자본생산성으로 세분화하여 가설을 수립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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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공기업 직원의 유연근무제 참여실적은 공기업의 재무적 성

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유연근무 참여실적은 공기업의 자산회전율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유연근무 참여실적은 공기업의 자본생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유연근무 참여실적은 공기업의 노동생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유연근무가 공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유연근무로 인하여 이를 적용받는 직원의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근무 시간과 장소의 변동에 따라 다른 동료가 일을 대신처리

하게 되며, 사무실 전화의 착신전환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고객은 유연

근무를 하는 담당직원과 접촉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탄력근무

제와 같은 근무형태는 직원의 근무시간이 더 길어져 일과업무 시간외에

도 직원과 접촉이 가능하여 고객만족도는 더 증가할 수 있다. 한편 민병

익·이상범(2008)의 연구에서 부패와 친숙한 행정문화에 관한 요인으로

제도적 요인이 청렴도에 영향 준다고 하였는데, 유연근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비정상적 근태관리 등의 기강해이를 바로 잡기 위해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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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공기업 직원의 유연근무제 참여실적은 공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유연근무 참여실적은 공기업의 고객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유연근무 참여실적은 공기업의 청렴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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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연구 분석

제 1 절 기초통계분석

1. 기술적 통계분석

(1) 종속변수의 기초통계량 분석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자산회전율은 최솟값 0.01, 최댓값은 3.21이고

평균은 0.48이다. 종속변수를 구성하고 있는 또 다른 값인 자본생산성,

노동생산성, 고객만족도, 청렴성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자본생산성의 최

솟값은 -9.73, 최댓값은 49.15, 평균은 8.94이고, 노동생산성의 최솟값은

-777,600천원, 최댓값은 1,443,000천원, 평균은 , 그리고 고객만족도 최솟

값이 77.1, 최댓값은 100, 평균은 93.56211을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청렴

성은 최솟값은 0.69, 최댓값은 9.28, 평균은 8.45였다.

[표 4-1] 독립변수의 기초통계량

Variable
(변수)

Obs
(개체)

Mean
(평균)

Std. Dev.
(표준편차)

Min
(최솟값)

Max
(최댓값)

turnover
(자산회전율) 120 0.48 0.59 0.01 3.21

capital
(자본생산성) 120 8.94 10.47 -9.733 49.15

labourunit
(노동생산성) 120 420,734.5 375935.3 -777,600 1,443,000

CS
(고객만족도) 95 93.56 4.09 77.1 100

integrity
(청렴도) 115 8.45 0.83 0.69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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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의 기초통계량 분석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시간제근무,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의 기초통계

량을 분석하였다. 시간제근무의 최솟값은 0이며, 평균값은 0.03이다. 특히

대한석탄공사는 조사대상 기간인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단 1명의 시간

제근무자를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제근무의 최댓값은 대한

주택토지공사로 그 값은 0.42이다. 이처럼 공공기관 수입의 최솟값과 최

댓값이 크게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공기업에서 시간제근무

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공기업 탄력근무제의

평균값은 0.09로 유연근무제의 대분류 3가지 유형 중 가장 많이 활용되

는 유형으로 표준편차는 0.13로 나타냈다. 또한, 원격근무제의 평균값은

0.01, 최댓값은 0.22를 보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이며, 조사기간 중 공기업의

22%만이 동 제도를 도입(또는 운영)하고 있어, 공기업은 원격근무제를

가장 소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 독립변수의 기초통계량

Variable
(변수)

Obs
(개체)

Mean
(평균)

Std. Dev.
(표준편차)

Min
(최솟값)

Max
(최댓값)

time_total
(시간제근무) 120 0.03 0.06 0 0.42

flexible_total
(탄력근무제) 120 0.09 0.13 0 0.67

remote_total
(원격근무제) 120 0.01 0.03 0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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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의 기초통계량 분석

공공기관이 보유한 인적자원 규모(직원) 수는 최솟값이 울산항만공사

로 82명이고, 최댓값은 한국철도공사로 29,480명이다. 공기업의 직원 수

는 최솟값과 최댓값이 약 360배 정도 차이가 난다. 평균값은 3276명 표

준편차는 6015명이다. 또한 기관연령은 평균이 26.4년이며, 가장 낮은 수

는 대한주택보증으로 0.5년이며, 기관연령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마사회

로 설립 후 66.3년이 지났다.

[표 4-3] 종속변수의 기초통계량

Variable
(변수)

Obs
(개체)

Mean
(평균)

Std. Dev.
(표준편차)

Min
(최솟값)

Max
(최댓값)

age
(기관연령) 120 26.39 20.65 0.5 66.3

scale
(기관규모) 120 3276 6015.37 82 29480

debt
(기관부채) 116 122.21 112.62 2.7 468

public_style
(공기업유형) 120 0.47 0.50 0 1

2.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은 연구하고자 하는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

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와 상관성이 있는지, 그

리고 관계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상관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통계기법이

다. 상관분석은 설정된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는데 활용되며 2개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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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상의 변수 간에 존재하는 선형관계의 정도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즉,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통해 설정된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

하는 것이다. 상관분석에서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를 통해 두

변수 간 관계의 강도와 방향을 가늠하여 볼 수 있다. 상관계수는 –1과

1사이에 존재하는데 두 변수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면 한 변수

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도 증가하는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고, 음(-)의

관계를 나타내면 한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

음을 나타낸다. 또한, 상관관계의 정도는 0에서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

계는 높아지고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는 낮아진다. 두 변수 간 선형관

계는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강하게 나타나며, 상관계수가 1인

경우 완전상관(perfect correlation)이 존재한다고 한다. 상관관계분석에서

변수들 간의 관련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4-4] 상관관계 계수와 강도

상관관계 계수 상관관계 강도

±0,9이상 매우 높은 상관관계

±0.7∼±0.9미만 높은 상관관계

±0.4∼ 0.7미만 다소 높은 상관관계

±0.2∼ ±0.4미만 낮은 상관관계

±0.2미만 상관관계가 거의 없음

한편 회귀모형을 설정할 때 독립변수들의 값은 주어진 상수이며 각각

의 독립변수는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독립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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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들은 독립적이 아니며 독립변수들끼리 완전하지는 않아도 선형결합 관

계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추정된 회귀계수의 추정량은 추정량

의 표준오차가 매우 크므로 대단히 불안정하다고 본다. 이런 문제가 발

생할 때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갖고 있다고 하며 절대값이 0.5

이상 1.0 이하의 상관성을 보일 경우 변수를 분리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다중회귀분석은 기본적인 논리는 단순회귀분석과 동일하나, 변수가 여

러 개이므로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을 경우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

가 생길 수 있다.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면 한 설명변수의 변화가 다

른 설명변수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제 3의 변수를 통제하는 회귀

분석의 기본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고길곤, 2014). 다중공선성

을 검사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설명변수간의 상관관계 행렬을 분석하는

것인데,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다중공선성 문제가 높으며, 통상 0.7

이상인 경우 강한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0.4 이상인 경우

약한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다

[표4-5] 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표로서, 변수들 간의 방

향성과 선형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및 통제변수 간 상관관계에서 독립변수 중 시간

제근무 비율의 경우 종속변수인 노동생산성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

고, 나머지 종속변수인 자산회전율, 자본생산성, 고객만족도, 청렴성과 약

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유의미한 상관관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무제는 자산회전율, 청렴성과 약한 부(-)의

관계에 있고, 나머지 종속변수들과 정(+)의 관계를 보이나 이 또한 유의

미한 결과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근무제 역시 자산회전율, 청렴성

과 약한 부(-)의 관계를 나타내고, 전체적으로 볼 때 노동생산성과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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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상관관계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 또한 유의미한 수준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닌 것은 아니다.

유의한 상관관계 중 가장 높은 상관계수 값을 가지는 시간제근무와 노

동생산성의 값은 0.2026으로 강한 다중공선성 관계를 뜻하는 0.7보다 작

으며, 약한 다중공선성 관계를 진단하는 값인 0.4보다도 작다. 따라서 상

관관계분석을 통한 다중공선성 문제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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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표

　 시간제
근무

탄력
근무제

원격
근무제

자산
회전율

자본
생산성

노동
생산성 CS 청렴도 기관

연령
기관
규모

기관
부채

기관
유형

시간제근무 1.00 　 　 　 　 　 　 　 　 　 　 　

탄력근무제 -0.03 1.00 　 　 　 　 　 　 　 　 　 　

원격근무제 0.1839
* 0.13 1.00 　 　 　 　 　 　 　 　 　

자산회전율 -0.1813
* -0.02 -0.10 1.00 　 　 　 　 　 　 　 　

자본생산성 -0.15 0.04 0.02 0.13 1.00 　 　 　 　 　 　 　

노동생산성 0.2026
* 0.01 0.1867

*
-0.1984

* -0.06 1.00 　 　 　 　 　 　

CS -0.04 0.05 0.11 0.02 0.2686
* 0.04 1.00 　 　 　 　 　

청렴도 -0.09 -0.07 -0.05 0.11 0.11 0.06 -0.16 1.00 　 　 　 　

기관연령 -0.03 -0.05 0.09 0.4008
* 0.06 -0.4590*

0.2670
* -0.11 1.00 　 　 　

기관규모 0.03 -0.10 -0.01 -0.12 -0.02 -0.1797* 0.12 -0.3596* 0.03 1.00 　 　

기관부채 0.3924
* -0.04 -0.08 -0.15 -0.17 -0.01 0.05 -0.17 -0.01 0.4186

* 1.00 　

기관유형 -0.2839
* 0.03 -0.04 -0.02 0.10 0.1842

*
0.2905

* -0.05 -0.2386* 0.02 0.0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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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패널데이터 분석

1. 하우스만검정(Hausman Test)

패널데이터 분석은 오차항을 고정효과로 볼 것인지 확률효과로 볼 것

인지에 대한 하우스만검정(Hasman Test)을 실행하였다. 패널데이터 분

석을 위해 고정효과 모형 또는 확률효과 모형 중 어떠한 모형을 적용할

것인지 판단하는 일차적인 기준은 패널회귀식에서 패널개체의 특성을 의

미하는  에 대한 추론이다. 패널 개체들이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의 개념이라면 오차항은 확률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수 있으나, 패

널 개체들이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의 일부분이 아니라 모집단 그 자체

라면 오차항  는 고정효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하다(민인식 외, 2012,

174-175).

[표 4-6] 하우스만검정(Hausman Test)

구 분 Chi2 p > Chi2

자산회전율 1.85 0.8698

노동생산성 5.86 0.3198

자본생산성 1.32 0.9333

고객만족도 3.45 0.6306

청렴도 3.60 0.6087

먼저 독립변수를 유연근무 활용 실적으로 하고 종속변수인 자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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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에 대한 Hausman

Test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행한 Hausman Test 결과 종속변수에 상관

없이 모두 p값이 0.05보다 크기 때문에 귀무가설(H0 : cov(xit, ui) = 0)

을 기각 할 수 없고, 따라서 고정효과 모형 보다는 확률효과 모형을 통

해 패널데이터 분석을 실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2. 패널데이터 분석(Panel Data Analysis)

패널데이터 분석은 다음과 같이 실행하였다. 우선, 독립변수에 유연근

무제의 대표적 3가지인 시간제근무,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를 같이 넣고

종속변수를 각기 넣어 실행하였다. 아래의 [표 4-7], [표 4-8], [표 4-9],

[표 4-10], [표 4-11]은 독립변수인 공기업의 유연근무 실적 비율과 종속

변수인 자산회전율, 자본생산성, 노동생산성, 고객만족도, 청렴도에 대한

패널데이터 분석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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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자산회전율에 대한 패널데이터 결과

Coef. Std. P>z

시간제근무 -0.0737037 0.2410243 0.76

탄력근무제 -0.2820519 0.0864127 0.001
***

원격근무제 -0.0516708 0.4505219 0.909

기관연령 0.0142288 0.0055511 0.01
**

기관규모 -0.000018 0.0000163 0.271

기관부채 -0.0004963 0.0002003 0.013
**

기관유형 0.0717257 0.2175738 0.742

상수 0.2505421 0.2239675 0.263

- obs = 116
- R-sq : 0.2379
- Prob > chi2 : 0.0003

주) *** p<0.01, ** p<0.05, * p<0.1을 의미한다.

[표 4-7]은 종속변수를 자산회전율로 하여 통계를 실행·분석한 결과로,

먼저 전체 모형의 유의확률은 < 0.0003로 1% 유의수준 내에서 전반적인

모형의 신뢰도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R2값은 0.2379로 23.8%의

설명력을 보여주는데, 이는 독립변수로 투입된 그 변수들의 변동이 종속

변수인 자산회전율의 변동을 설명하는 정도가 23.8%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유연근무제 중 탄력근무제의 경우 5% 유의수준에서 자산회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당초 가설로 예상했던 것과 방향이 반대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두 유

연근무(탄력, 원격) 유형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

에 따르면 탄력근무제 비율이 1%P 증가할수록 자산회전율이 –28.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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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만큼 감소한다. 즉, 탄력근무제 실적이 늘어나면 자산회전율에는 부정

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탄력근무제를 하면 공통근무 시간대가 달라

지고 이는 곧 공통근무시간이 줄어들고 동료 간 함께 집중하고 협업할

수 있는 시간도 적어지고 이는 곧 매출에 영향을 주어, 기업의 수익성

지표인 자산회전율이 약화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통제변수인 기관연령은 자산회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

(＋)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연령이 오래될수록

기업성과를 나타냄에 있어 학습효과가 발생, 기업성과(관리)에 영향을 미

친다는 이론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반면, 기관부채율은 자산회전율에 유

의미한 음(-)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채는 자산의 일종

으로 부채를 줄이지 못하면 자산회전율의 분모에 부채가 포함되므로 자

산회전율 수치는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기업규모 및 기업유

형 등 다른 변수에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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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자본생산성에 대한 패널데이터 결과

Coef. Std. P>z

시간제근무 3.158702 9.482124 0.739

탄력근무제 2.433985 3.425252 0.477

원격근무제 2.991292 17.74878 0.866

기관연령 0.0121159 0.1114239 0.913

기관규모 0.0002387 0.0003476 0.492

기관부채 -0.0153482 0.0076473 0.045
**

기관유형 2.918782 4.377343 0.505

상수 7.649899 4.572608 0.094

- obs = 116
- R-sq : 0.0425
- Prob > chi2 : 0.6125

주) *** p<0.01, ** p<0.05, * p<0.1을 의미한다.

[표 4-8]은 유연근무제에 대한 종속변수를 자본생산성으로 하여 패널

데이터를 실행·분석한 결과 값으로, 전체 P값이 0.6125로 자본생산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해 (시간제근무, 탄력근무제, 원격근무

제)유연근무는 자본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것이다. 이는 현 박

근혜정부에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18개 주요 공기업 부채

감축 추진과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기관부채는 자

본생산성에 유의미한 음(-)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관

부채가 증가할수록 자본생산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는데(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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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부채도 자산의 일종으로 부채의 증가로 자산도 더 커져서, 자본생

산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표 4-9] 노동생산성에 대한 패널데이터 결과

Coef. Std. P>z

시간제근무 513798.2 447766.3 0.251

탄력근무제 -46017.21 165080.9 0.78

원격근무제 2257.578 837566.5 0.007
***

기관연령 -8108.79 3054.433 0.008
***

기관규모 -9.545051 9.868372 0.333

기관부채 -131.972 339.4615 0.697

기관유형 87433.59 120756.8 0.469

상수 612762.1 129405.2 0

- obs = 116
- R-sq : 0.2979
- Prob > chi2 : 0.0109

주) *** p<0.01, ** p<0.05, * p<0.1을 의미한다.

[표 4-9] 종속변수를 노동생산성으로 하여 통계를 실행·분석한 결과로,

먼저 전체 모형의 유의확률은 < 0.0109로 5% 유의수준 내에서 전반적인

모형의 신뢰도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R2값은 0.2979로 약 30%의

설명력을 보여준다. 노동생산성에 대한 통계를 실행·분석한 결과, 원격근

무제가 1% 포인트 만큼 증가할 때 노동생산성은 22.57578백만원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원격근무제가 관리적 측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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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행적 측면, 인간적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실질

적으로 기관의 성과에는 적잖은 효과가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한

편 통제변수인 기관연령이 1년 증가할수록 노동생산성은 오히려 –

8108.79백만원 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오래된 기관일수

록 잘못된 관습, 즉 좋지 않은 분위기가 팽배하거나 타성(惰性)에 젖어

생산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10] 고객만족도(CS) 대한 패널데이터 결과

Coef. Std. P>z

시간제근무 -2.199028 7.324086 0.764

탄력근무제 6.056493 3.213229 0.059
*

원격근무제 5.297564 13.68577 0.699

기관연령 0.0493148 0.0304366 0.105

기관규모 0.0000805 0.0001033 0.436

기관부채 0.0006253 0.0049879 0.9

기관유형 2.912583 1.384715 0.035
**

상수 90.2363 1.371622 0

- obs = 91
- R-sq : 0.1886
- Prob > chi2 : 0.1069

주) *** p<0.01, ** p<0.05, * p<0.1을 의미한다.

[표 4-10]은 고객만족도(CS)를 종속변수로 한 결과값을 나타내는데,

본 결과에서 시간제근무,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는 고객만족도에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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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탄력근무제가 1% 포인트

만큼 증가할 때 고객만족도는 6.056493점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P<0.1). 이는 공기업직원의 탄력근무에 의해 출퇴근 시간에 변동이

생기는데, 이러한 점이 오히려 고객에게는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관유형에서 1(시장형공기업)이 0(준시장형공

기업)보다 2.91만큼 크다(P<0.05)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시장형 공기업은

준시장형 공기업 비해 수익적인 측면을 더 강조, 수익창출을 위해 고객

관리에도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4-11] 청렴도에 대한 패널데이터 결과

Coef. Std. P>z

시간제근무 -1.61827 1.508868 0.283

탄력근무제 -0.9033972 0.6050188 0.135

원격근무제 -0.3969553 2.662385 0.881

기관연령 -0.0061065 0.0045613 0.181

기관규모 -0.0000545 0.000016 0.001
***

기관부채 0.0001684 0.0009114 0.853

기관유형 -0.2050318 0.1883346 0.276

상수 8.999113 0.2181264 0

- obs = 111
- R-sq : 0.1728
- Prob > chi2 : 0.0096

주) *** p<0.01, ** p<0.05, * p<0.1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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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은 종속변수를 청렴도로 하여 통계를 실행·분석한 결과로, 먼

저 전체 모형의 유의확률은 < 0.0096로 1% 유의수준 내에서 전반적인

모형의 신뢰도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R2값은 0.1728로 약 17.3%의

설명력을 보여주며, 독립변수로 투입된 그 변수들의 변동이 종속변수(청

렴도)의 변동을 설명하는 정도가 23%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패널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시간제근무,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는 청렴도와는 통

계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

해 한 공기업의 경영성과업무 담당자는 “청렴한 정도는 주로 주변의 여

건, 환경 등과 관계되어 유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유연근무는 개인생활

의 만족 또는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해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

질적으로 청렴도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을 것1)” 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통제변수인 기관규모는 청렴도에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관규모가 1

만명 증가할 때 청렴도는 오히려 –0.545 감소한다는 것이다(P<0.01). 다

시 말해 기관규모가 크면 그만큼 관리인원이 많아져 청렴도는 오히려 떨

어진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K 공기업 경영성과담당자와 인터뷰 내용 (’1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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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가설 채택 여부

[표 4-12] 가설검정의 결과 정리

구 분 내 용 근무유형 결 과

가설 1
공기업 직원의 유연근무제 참여실적은

공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

가설 1-1
유연근무 참여실적은 공기업의 자산회

전율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간제근무 기각
탄력근무제 기각
원격근무제 기각

가설 1-2
유연근무 참여실적은 공기업의 자본생

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간제근무 기각
탄력근무제 기각
원격근무제 기각

가설 1-3
유연근무 참여실적은 공기업의 노동생

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간제근무 기각
탄력근무제 기각
원격근무제 채택

가설 2
공기업 직원의 유연근무제 참여실적은

공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 -

가설 2-1
유연근무 참여실적은 공기업의 고객만

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간제근무 기각
탄력근무제 기각
원격근무제 기각

가설 2-2
유연근무 참여실적은 공기업의 청렴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간제근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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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은 공기업의 유연근무제 참여실적이 높을수록 공기업의 재무

적 성과 결과가 높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기업의 재무적성과를

측정하는 주요지표별로 설정된 하위 가설들을 검정하면,

첫째, 유연근무제 중 탄력근무제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자산회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당초 생각했던

정(+)의 결과가 아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채택이

불가능하였다. 이는 탄력근무제가 주 40시간 중 업무시간을 자율로 조절

해서 근무하는 방식인데, 이러한 근무방식은 직장 내 단결 저해, 근무자

간 업무분담 문제 등의 기관 내 내부적요소가 성과향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이것이 곧 매출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노동생산성의 원격근무제는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경영성과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3>은 부분적으로

채택된다. 즉, 비록 모든 직원이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지 않는다 하더라

도, 일정 시간이 투입된 노동량과 그 성과인 생산량과의 비율을 나타내

는 노동자 1인이 일정기간동안 산출하는 생산량 또는 부가가치에는 부정

적인 영향이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반면 유연근무제가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

<가설 1-2>, <가설 2-1>, <가설 2-2>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

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공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연근무제(시간제

근무,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는 단기적성과를 측정하는 재무성과, 장기

적성과를 측정하는 비재무적성과와 큰 관계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요컨대, 국가정책목표로 공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연근무제가 공

공기관의 경영평가에 포함되며 활성화 되고 있으나 공기업에서 제대로

그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패널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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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보았을 때 공기업의 주요 경영성과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즉 유연근무제 시행에 관한 국가정책목표인 ‘가정 친화

형 조직문화의 조성’, ‘자기 능력 개발’은 선행연구들을 봤을 때 비교적

큰 효과를 보고 있으나, 본 연구결과 ‘행정생산성 향상’ 에는 큰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논의와 대책이 강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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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유연근무제에 관한 공기업 실사(實事)

본 연구에서는 유연근무제 활용이 공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으나 그 결과가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나왔다. 따라서 공

기업에서 유연근무제 실제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지는 않

은지 알아보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떤 점을 개선해야 실제 유연근무

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지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준시장형공기업인 K사에서 유연근무 신청이 가능한 424

명(일부 기술직군 직원은 업무특성상 유연근무 신청 불가)의 직원을 대

상으로 2015년도 3월 20일부터 7일간 실시한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설

문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이중 유연근무 경험이 있는 본부직원 151명에

게 2016년도 3월 9일부터 5일간 동일한 대상에게 유연근무 신청목적 및

경영성과와의 관련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약식 추가설문을 실시하였다.

우선 2015년도 실시한 전직원 대상 유연근무제 설문에는 총 237명 참

여하여 55.9%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먼저 응답 직원 중 73.7%는 유연근

무제에 대하여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 활용에

장애요인으로 주변 동료직원들의 눈치가 보여서 인가’ 라는 설문에 응답

자의 37.7%인 89명만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는데, 이는 유연근무제 활용시

단점으로 지적된 동료에게 업무부담이 전가된다는 것에 대해 크게 동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다음문항인 유연근무 활용시 인사

상의 불이익이 예상되냐는 질문에 응답자중 절반가량인 49%의 직원이

그러하다고 밝혀, 이러한 우려가 유연근무 활성화에 크게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유연근무제는 장시간근로 해소 등 조직문화 개선에 도움이 된다

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6.3%가 그렇다고 밝혀 유연근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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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연근무제를

통해 일과 개인적인 삶을 잘 조화시키고 있냐는 질의에 11%만이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고, 설문응답자의 69.4%가 유연근무제의

활용에 만족한다고 답함으로써 동 설문이 실제 유연근무를 하지 못했던

직원까지 포함된 조사임을 감안하면 유연근무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해

본 직원들의 거의 대부분이 유연근무제를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연근무로 인해 업무처리속도, 소통 등에 문제가 생겨 부서성과가 저하

되었냐는 질의에 59.5%가 이를 부정함으로써, 유연근무 활용이 오히려

부서성과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직원들은 판단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또한, 응답직원의 11.9%인 28명만이 유연근무로 인해 대민서비스 소홀

등 고객 불편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응답하여, 소속직원들은 유연근무로

인해 대민서비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부서는 다른 부서에 비해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없는 분위기

이다’ 에 51.9%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는

정서는 대체로 갖춰진 것으로 판단되며, ‘유연근무제 활용으로 인해 우리

부서에는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에 69.9%가 그렇다고 응답하

여 유연근무제에 대한 직원들의 긍정적 인식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연근무에 대한 ‘간부급의 인식변화 등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

하냐’ 는 질문에 16.5%만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는데, 다시 말하면

이는 곳 상당 수 직원이 간부들은 유연근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연근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설문에 응답자의 74.2% 176명이 그렇다고 대답하여 유연근무에 대한 직

원들의 갈망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유연근무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

동의 강화가 필요하냐는 설문에 답변자의 11.4%만이 필요없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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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곧 역으로 유연근무제 실행의 적극성을 위해서는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달라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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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K공기업의 유연근무제 설문조사결과

No. 설문 질의 및 답변 응답자 수(백분율)

1 유연근무제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1) 매우 그렇다. 119( 50.2%)

2) 그렇다. 103( 43.5%)

3) 보통이다. 14( 5.9%)

4) 그렇지 않다. 0(0%)

5) 전혀 그렇지 않다. 1( 0.4%)

2 유연근무 활용에 장애요인은 주변 동료들의 눈치가 보여서이다.

1) 매우 그렇다. 33( 14%)

2) 그렇다. 56( 23.7%)

3) 보통이다. 59( 25%)

4) 그렇지 않다. 55( 23.3%)

5) 전혀 그렇지 않다. 33( 14%)

3 부서장은 유연근무를 장려하지만 나는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1) 매우 그렇다. 32( 13.5%)

2) 그렇다. 62( 26.2%)

3) 보통이다. 46( 19.4%)

4) 그렇지 않다. 67( 28.3%)

5) 전혀 그렇지 않다. 30( 12.7%)

4
유연근무 활용시 인사상(승진, 평가, 전보 등)의 불이익이 있을 것
이라 생각한다.

1) 매우 그렇다. 16( 6.8%)

2) 그렇다. 33( 13.9%)

3) 보통이다. 52(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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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 부서의 유연근무 출퇴근 시간은 잘 지켜지고 있다.

1) 매우 그렇다. 104( 44.4%)

2) 그렇다. 83( 35.5%)

3) 보통이다. 37( 15.8%)

4) 그렇지 않다. 7( 3%)

5) 전혀 그렇지 않다. 3( 1.3%)

6 유연근무제는장시간근로해소등조직문화개선에도움이된다고생각한다.

1) 매우 그렇다. 102( 43.2%)

2) 그렇다. 78( 33.1%)

3) 보통이다. 39( 16.5%)

4) 그렇지 않다. 11( 4.7%)

5) 전혀 그렇지 않다. 6( 2.5%)

7 유연근무제를통해나는일과개인적인삶을잘조화시키고있다고생각한다.

1) 매우 그렇다. 74( 31.2%)

2) 그렇다. 67( 28.3%)

3) 보통이다. 70( 29.5%)

4) 그렇지 않다. 21( 8.9%)

5) 전혀 그렇지 않다. 5( 2.1%)

8 유연근무제 활용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1) 매우 그렇다. 73( 31.1%)

2) 그렇다. 90( 38.3%)

3) 보통이다. 46( 19.6%)

4) 그렇지 않다. 17( 7.2%)

5) 전혀 그렇지 않다. 9( 3.8%)

9 동료 직원의 유연근무로 인하여 업무부담이 가중되었다.

1) 매우 그렇다. 9( 3.8%)

2) 그렇다. 23( 9.7%)

3) 보통이다. 69(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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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연근무로 인해 업무처리속도, 소통 등에 문제가 생겨 부서성과가
저하되었다

1) 매우 그렇다. 8( 3.4%)

2) 그렇다. 23( 9.7%)

3) 보통이다. 57( 24.3%)

4) 그렇지 않다. 89( 37.9%)

5) 전혀 그렇지 않다. 51( 21.6%)

11 유연근무로 인해 대민서비스 소홀 등 고객 불편사항이 발생하였다.

1) 매우 그렇다. 7( 3%)

2) 그렇다. 21( 8.9%)

3) 보통이다. 62( 26.2%)

4) 그렇지 않다. 85( 35.9%)

5) 전혀 그렇지 않다. 62( 26.2%)

12
우리 부서는 다른 부서에 비해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없는 분위기
이다.

1) 매우 그렇다. 31( 13.2%)

2) 그렇다. 32( 13.6%)

3) 보통이다. 50( 21.3%)

4) 그렇지 않다. 67( 28.5%)

5) 전혀 그렇지 않다. 55( 23.4%)

13 유연근무 활용 직원의 근태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1) 매우 그렇다. 7( 3%)

2) 그렇다. 11( 4.6%)

3) 보통이다. 46( 19.4%)

4) 그렇지 않다. 84(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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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유연근무제 활용으로 인해 우리 부서에는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1) 매우 그렇다. 83( 35.2%)

2) 그렇다. 82( 34.7%)

3) 보통이다. 55( 23.3%)

4) 그렇지 않다. 10( 4.2%)

5) 전혀 그렇지 않다. 6( 2.5%)

15 간부급의 인식변화 등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

1) 매우 그렇다. 53( 22.5%)

2) 그렇다. 79( 33.5%)

3) 보통이다. 65( 27.5%)

4) 그렇지 않다. 25( 10.6%)

5) 전혀 그렇지 않다. 14( 5.9%)

16 초과근무 등 장시간 근무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

1) 매우 그렇다. 95( 40.1%)

2) 그렇다. 86( 36.3%)

3) 보통이다. 41( 17.3%)

4) 그렇지 않다. 11( 4.6%)

5) 전혀 그렇지 않다. 4( 1.7%)

17
유연근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내 환경 조성이 필요하
다.

1) 매우 그렇다. 88( 37.1%)

2) 그렇다. 88( 37.1%)

3) 보통이다. 45( 19%)

4) 그렇지 않다. 11(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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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유연근무제 활용실적을 부서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

1) 매우 그렇다. 60( 25.5%)

2) 그렇다. 61( 26%)

3) 보통이다. 46( 19.6%)

4) 그렇지 않다. 36( 15.3%)

5) 전혀 그렇지 않다. 32( 13.6%)

19 유연근무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

1) 매우 그렇다. 65( 27.4%)

2) 그렇다. 88( 37.1%)

3) 보통이다. 57( 24.1%)

4) 그렇지 않다. 19( 8%)

5) 전혀 그렇지 않다. 8( 3.4%)

20
현재 월 단위 신청에서 주 단위 신청으로 신청기간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1) 매우 그렇다. 38( 16.2%)

2) 그렇다. 52( 22.1%)

3) 보통이다. 64( 27.2%)

4) 그렇지 않다. 48( 20.4%)

5) 전혀 그렇지 않다. 3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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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유연근무를 신청한 적이 있는 본부직원 151명을 대상으로 아

래 [표 4-14]와 같이 추가설문(주관식)을 실시하였다.

[표 4-14] K공기업의 유연근무제에 대한 추가 설문조사결과

먼저 유연근무 신청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응답자의 41%가 개인생

활의 여유 라고 답하였다. 즉 병원진료, 은행, 관공서 업무 등 정상적인

업무시간에 갈 수 없는 일들을 처리하는데 할애하기 위해서 라고 답하였

다. 그 다음 사유는 응답자의 26%가 답한 일·가정 양립으로, 이와 같이

답한 응답자는 거의 대부분이 취학 이전 아동을 가진 부모였다. 그 다음

으로는 민원대응 등 업무효율성 제고, 외국어 공부, 노후 대비 자격증 시

험준비, 바리스타 학원수강 등 자기계발이 뒤를 이었다.

두 번째 추가질문으로는 유연근무제가 경영성과와 관계가 없다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55%인 45명이

형식적인 제도 운영이라고 답하였다. 고참급 과장인 한 직원은 “유연근

무를 신청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시각에 맞게 출·퇴근하는 직원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 것이다. 그나마 한 달에 며칠만 이라도 활용할 수 있

21. 유연근무 신청목적 응답 수
22. 경영성과와 관계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

응답 수

개인생활 여유 34( 41%) 형식적인 제도 운영 45( 55%)

일 가정 양립 21( 26%) 본래 무관 30( 37%)

업무효율 향상 11( 13%) 기 타 7 (9%)

자기계발 8( 10%) - -

기 타 8( 10%) - -

합 계 82(100%) 합 계 8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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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다행”2) 이라며 본인 역시 실질적으로 유연근무를 원활히 하고

있지 못함을 간접적으로 토로하였다. 또 대리급 직원은 “유연근무를 눈

치보지 않고 완전히 할 수 있다면, 개인의 업무만족도가 분명 경영성과

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원 대응 및 각종 사내

외 회의참석 등 업무상의 사유로 모든 신청직원이 유연근무를 실질적으

로 완전하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3) 이라고 이야기했다.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을 기록한 답변은 응답자의 37%가 답한 유연근

무제와 경영성과는 본래 직접적으로 무관할 것이란 것이다. 부서성과를

담당하고 있는 한 직원은 “성과는 기본적으로 계량적인 평가요소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게 사실이어서 유연근무제와는 큰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유연근무제는 분명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점이 되고, 만족도

가 높은 만큼 그 성과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어떤식으로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고 얘기했다.

K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2가지 설문을 통해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의 핵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첫 번째 제시한 유연근무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K공기업

직원들은 대다수가 유연근무제의 이점(조직문화 개선, 개인의 삶 조화,

부서성과 향상 등)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 이점을 직·간

접적으로 체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유연근무제에 대한 간부의 잘

못된 인식 등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는 직원들도 적지 않은

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직원들은 유연근무제 실적을 부서성과에 반영하

고,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둘째, 유연근무제 활성화가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

2) 과장급 직원 인터뷰(2016. 3. 16.)
3) 대리급 직원 인터뷰(2016. 3. 17.)
4) 부서성과 담당직원 인터뷰(201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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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을 수는 없다. 다만, 유연근무제가 제도적 뒷받침과 인식변화 등을

통해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다면, 경영성과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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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유연근무제도가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문

제의식을 가지고, 기관별 유연근무 실적과 경영성과 간의 상관관계 및

패널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기업 유연근무제도의 직·간접 효과를 실증해

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유연근무의 만족도조사 등을 통한 유연근무제도의 지지

나 선호정도, 제도를 시행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

제도 자체에 대한 만족도 등 유연근무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 등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었고, 또한 유연근무 실적과 경영성과와의 실증적인 분석

이 없었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 학술적으로는 관련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고, 정책적으로는 형식적으로 유연근무제를 운영하는 것에서 벗어

나, 도입 효과성 검증을 통해 유연근무제의 활성화 등 동 제도의 확산을

장려하는데 연구의 주된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14년까

지 4개년 동안의 공기업의 유연근무 활용실적이 같은 기간동안 공기업의

대표적인 경영성과(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

분석에 있어 공기업(공운法상)의 경영성과를 크게 재무적성과, 비재무

적 성과로 나누어 측정하고, 재무적성과로는 효율성을 측정하는 자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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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율, 생산성을 측정하는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을 알아보고, 비재무적

성과로는 고객만족도, 청렴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대상 30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유연근무제

활용정도가 공기업 재무적,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는 아주 경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 참여실적은 공기업의 자본생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가설을 실증분석 결과, 유연근무제 중 탄력근무제의 경우

5% 유의수준에서 자산회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초 가설에서 유연근무제 활용이 자산

회전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방향이 반대(부정

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탄력근무제를 활용하면 직원

간 공통근무 시간대가 달라지고 이는 곧 공통근무시간이 줄어들고 동료

간 함께 집중하고 협업할 수 있는 시간도 적어져서 결국 이는 곧 매출에

영향을 주어, 기업의 수익성 지표인 자산회전율이 약화된다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유연근무 참여실적은 공기업의 노동생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를 실증분석한 결과, 원격근무제는 노동생산성과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격근무제는 근무

장소적인 문제로 관리적 측면, 업무수행적 측면, 인간적 측면에서는 부정

적인 인식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

하여 기관의 재무적성과(노동생산성)를 향상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연근무 참여실적은 공기업의 자본생산성, 고객만족도, 청렴도

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이라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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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시사점

 지난 20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법적근거가 마

련되어, 총 154개 공공기관(혁신도시 115개 + 개별이전 19개 + 세종시

20개)이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2015.8월말 기준 115개 혁신

도시 이전공공기관 중 86개(75%)가 이전했고, 30,006명의 공공기관 직원

이 이주하였다.(국토교통부 2015.9.1. 보도자료)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부

문의 유연근무제의 수요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며, 따라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유연근무제도 정책과 추진방향의 설정은 그 어느 때 보다 중

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의 유연근무제도의 정책 방향은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시행 및 유연근무 활용에 대한 단순 양적인 실적점검에 그 주안점

을 두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의 정부 경영평가에서 유연근무를 평가할

때, 유연근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활용 실적이 얼마인지를 평

가하고, 공공기관에서는 형식적인 제도시행과 실적위주로 이를 관리하여

구성원들의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효과성과 긍정적인 인식이 반감된 측면

이 있다.

본 연구결과 공기업의 유연근무 활용실적은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미미

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구결과 얻을 결론을 통해 다

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탄력근무제는 자산회전율에 유의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직원 간 근무시간의 차이에서 오는 폐해

가 작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공통근무시간 관리 등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원격근무제는 이론상 여러

단점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노동생산성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므로 노동생산성이 계속해서 답보상태인 공기업에서는 원격근무제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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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론적 배경에서 보았듯이 보편적으로 유연근무제의 활용정도는 기업

이나 근로자 모두에게 이점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동 논문에서도 미

약하나마 유연근무제는 일부 경영성과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또한 설문을 통해 알 수 있었듯, 근로자들도 유연근무제를 경직되지

않은 분위기에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은 보

다 많은 구성원들이 거리낌 없이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 개선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기관의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 유형

을 발굴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의 여건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표본대상을 소규모로 한정화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서 공

기업으로 한정지었고, 따라서 개체 수가 30개 밖에 되지 않는데다, 본 연

구 작성시에는 유연근무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4년간(2011~2014)의 자

료만을 수집·분석할 수 있어서 패널데이터 분석에는 적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유연근무제도와 경영성과 간의 좀 더 일반화된 결과를 얻

기 위해서는 준정부기관 또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포함시켜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광범위한 표본개체수를 대

상으로 연구의 일반화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연근무제도를 소분류가 아닌 시간제근무, 탄력근무제, 원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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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로 그 범위를 한정시켜 연구를 진행하였다. 유연근무제는 업무일정, 업

무량, 업무장소 등을 유연하게 설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시차출퇴근

형, 시간선택형, 집약근무형 등과 같이 좀 더 세분화된 근무형태가 있다.

이에 향후 후기 연구에서는 세분화된 제도로 연구의 분석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셋째, 설문지를 통한 질적 방법의 보완을 추구하였으나, 대상자가 각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라, 30개 공기업 중 1개 기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심화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K공기업 직원대상 설문조사결과에 근거하면 유연근무제를 실질

적으로 자유스럽게 활용하지 못한 환경에서 성과를 측정한 감이 있다.

유연근무제가 조금 더 확산되었을 시점에 다시한번 연구를 시도해 볼 필

요가 있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연근무제 활용정

도가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유연

근무제도 활용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유연근무

제도의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고 및 기관별 원하는 경영성과를 얻는데 적

합한 모델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후속연

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본 연구의 한계들을 보완하여,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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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act flexible working system is 

to the management achievements 

of public enterprises

Lee Dong Hyun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Flexible working system is the increase in women's employment

rate, rating change work forms depending on the trend of the times

of social needs related to both of Japan and the home, working hours,

work location, such as a working method, better workers of

environmental conditions it can be seen as a form of labor welfare

tailored to the working conditions to allow business operations in the

stat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parallel with that of the child

care and housework or work, for workers, to promote the activation

of these flexible work system, but also in public institutions was

introduced the same system from 2011, this there is a purpos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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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 the quality of the improvement of the life office productivity.

In the use of flexible working hours, can be expected to improve

the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s and life of the workers, it is

possible to achieve your abilities enlightenment. In addition,

improvement of the efficiency of operations, members of morale,

reduction of turnover, efficiency of operations, such as improved

customer service (administration, improvement of productivity) is

possible. In the present study, the advantage of such a flexible

working system has been started in the question to give a positive

impact on the management achievements of public enterprises.

Various discussions have been flexible working system and of public

enterprises management achievements with reference to influence the

management achievements of flexible working system extent of use

of the actual public enterprises whether the panel data with theory

and previous research in this regard It was investigated through the

method of analysis.

Management achievements of public companies, financial aptitude

and (asset turnover ratio, capital productivity, labor productivity) is

divided into and the non-financial aptitude (customer satisfaction,

integrity level), sky driving method to factors that affect this flexible

working of public enterprises (time system work, resilient control,

remote service system) to set the use of performance, and this is

since the flexible working system is introduced formally in public

enterprises, four years until recently, public We examined the impact

on its results of the compan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remote system of flexible working

hours has been found to give a positive impact on labor productivity

of financial management achievements of public enterprises. Original

remote service system management aspects in place issues work,

business performative aspects, the human side, but had a negative

perception universally, to the management achievements of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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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prises, substantially positive to act, it could be interpreted to

improve and financial suitability of the (labor productivity). However,

the other the rest of the flexible working participation performance,

capital productivity of public enterprises, customer satisfaction, the

hypothesis that there is a thing to provide a respective positive to

the integrity of influence is confirmed that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It has been.

Although the questionnaire survey of employees of the given

market-oriented K public enterprises in order to explain these results,

members, the flexible working system of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re fully aware, this is substantially I want to take

advantage, but to understand that the system the environment, such

as a negative perception of the executives of the same system is not

in place has been operated on formally fact. In the present study,

unlike the conventional prior research, and it emerged from that to

operate a formal flexible work system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management achievements and flexible work record, the

verification to research and analysis of introduction effect through

and, apparently out of the problem to the actual system operation,

presents the improvement of the problem, the point of trying to

promote the use of the same system use can be said to significance.

However, there is a difficult problem in general of research results by

limiting the sample target small scale, had not been investigated in

more subdivided form of the flexible working system can be a

limitation of research. Supplemental management outcomes of flexible

working hours and public enterprises research is considered to be

necessary.

keywords : Flexible working system, management achievements,

public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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