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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여성들의 고학력화에 따라 여성들의 사회진출 

현상 역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연령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결혼과 출산 그에 따른 자녀육아
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초반에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큰 폭으로 감소
하다가 이후 어느 정도 자녀육아가 마쳐지는 40대 초반부터 다시 늘어
나는 소위 M자형 패턴을 보이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와 함께,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까지 이어지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고학력 여성은 노동력 측면에서도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자산이며, 
더 나아가 국가·사회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소중한 자원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임신과 출산 및 그에 따른 육아는 여전히 개
인의 사적인 문제로써, 여성 스스로 내지 개별 가정에서 각자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정부에서는 공무원
을 포함하여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각
종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민간부문에까지 이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추진정책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
로 유연근무제도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일자리와 관련된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예방함으로써,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시키고 궁극적으로
는 국가적인 실업 및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유연근무제 활성화 노력과는 달리 현실에
서의 유연근무제 활용정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유연근무
제를 사용하는 비율이 당초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근무평가 및 승진 등 인사
측면에서의 불이익 우려’, ‘동료들과의 인간관계’ 및 ‘업무의 타인전가’ 
등을 지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 여러가
지 요인들 가운데에서 ‘개인성과평정에 대한 불이익 우려’가 실제 상황
에서도 발생하는지를 여부를 사례로 검증하여 보고, 더불어, 검증의 결
과에 대하여 유연근무제의 활성화에 기반이 된 조직문화에 대한 기관내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개인성과평정은 상사평가가 중심이 되는 근무평정과 동료평가가 좀 더 
중심이 되는 다면평정의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여 검증하여 보았다. 그
에 따르면, 유연근무제 활용경험은 통계적으로 보아 근무성적 평정에 유
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면평정에는 불이익한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된 
타 논문들에서는 유연근무제 활용시 주로 걱정되는 점으로 꼽은 성과평
정 불이익이 실제로 발생할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조직문화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를 살펴보면, 유연근무제의 제도 도입 자체보다는 그를 수용하고 활용
하는 단계에서 제도의 설계와 함께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치는 무형
적인 조직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유연근무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는 조직문화 차원에서 계층문화를 완화시키고, 온정적 인간
관계를 중시하고 협력을 강조하는 공동체 문화를 향상시키는 것을 방안
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공조직의 경우 조직구성 및 업무의 특성상 규정
과 절차가 강조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공동체문화를 
향상시키는 방안이 보다 적절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감성리더십을 
활용하는 방법, 정서적 소통을 활성화하는 방법, 조직의 다양성을 관리
하는 방법, 멘토링제도 내실화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의 선행논문에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았던 여러가지 요인들 가운데 ‘개인성과평정에서 받는 불이익’ 및 ‘동료
의 눈치, 동료들과의 인간관계’에 대한 실제 자료를 가지고 검증하여 보았
을 뿐, ‘타인에 대한 업무전가’라는 다른 나머지 저해요인에 대해서는 다루
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저해요소에 대해서도 해소가 되어야 유연
근무제의 활성화가 가능한데, 이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유연근무제, 근무평정, 다면평가
학  번 : 2016-2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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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유연근무제는 흔히 원격근무,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탄력시간제 등 
하부개념을 아우른 포괄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통용되는 유연성
의 개념은 “⑴일하는 시간의 유연성, ⑵일하는 일정, ⑶일하는 장소”에서
의 유연성을 말한다. 그리고 이를 공공부문 유연근무제 유형에 따라서 
다시 살펴보면, ①시간제근무, ②시차출퇴근형, ③근무시간선택형, ④집
약근무형, ⑤재량근무형, ⑥재택근무형, ⑦스마트워크근무형의 7개 유형
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맞아 출산장려가 정부의 화두가 되고 있
으며, 육아 및 가사노동을 하면서 동시에 직장 일을 병행하는 근로자들
을 위해 정부는 유연근무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유연근무제의 도입과 활용은 크게 보아서 두 가지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하나는 ‘일과 가정의 균형’이라는 측면의 
논의이고 다른 하나는 소위 ‘성과주의 문화의 확산’으로서 업무과정에 대
한 통제보다는 그에 대한 결과와 성과를 강조하는 문화의 확산이다. 
2009년 이후에는 대학진학률에서 면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을 앞지르
기 시작한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에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여성인력은 
고급 노동력의 공급주체로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된
다. 즉 유연근무제는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한 효과적인 제도일 뿐만 아
니라 조직 성과를 제고시키는 동시에 우수인력의 이직을 사전에 방지하
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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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에
서는 유연근무제 도입과 확대 실시를 권고하였으며, 이후 정기적으로 실
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스스로의 여건에 맞춰 출근 및 퇴근 시
간, 근무장소, 고용형태 등을 적절하게 맞출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는 일
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통
해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연근무제 확산(실제 사용률)은 기대보다 저조한 실
정이다. 

 참여정부에서는 유연근무제의 본래 취지에 맞춰 시차출퇴근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2004년 9월부터 추진하였으며, MB정부는 시간제 근무
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2011년 1월부터 추진하였다. 양자는 우리나라
의 장시간 근로라는 전통적 근무방식을 감안한다면, 보수적인 조직문화
에서도 활용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이 시차출퇴근제라는 점에서 차이
점을 확인할 수 있겠다. 그에 따라 실제로 사용되는 공무원들의 유연근
무 활용도 시차출퇴근제에 집중되어있다. 그에 비하면 시간제 근무제의 
경우는 공직사회의 장시간 근로를 선호하는 전통적 근무방식이나 보수적 
조직문화를 감안할 때, 일・가정 양립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생
산성을 향상시키겠다는 정부의 목표와는 달리 실제 사용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다. 

 이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업무일정의 유연성을 
최소한으로 제공하는 근무방식인 ‘시차출퇴근제’는 활용수준이 가장 높
지만, 시간제 근무의 경우 해외에서는 유연근무의 한 형태로 활발하게 
활용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비정규직 고용방식의 하나로 이해되
고 있으며 그 활용이 저조한 편이다. 

1) 박한준(2013),『공공기관 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한 소고』(재정포럼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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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이 희소재가 되어가는 저성장-고실업의 시대에는 사회 전체적으
로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즉 전체 노동의 평균시간을 줄여 
사회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기회를 확충하고 장시간 근로가 이루어
지는 25세-54세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청년층, 여
성층, 고령층에 노동기회를 부여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근로시간을 평준
화하여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비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유연근무제도가 갖고 있는 이러한 많은 장점에 비하여, 반대 
측면에서 도입에 따라 우려되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특히 여성노동계를 
중심으로 유연근무제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및 ‘불안정한 
여성일자리’라는 단점에 주목하여 원칙적으로 이에 대해 반대한다는 시
각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시간제 근로 중 62%가 ‘풀타임을 
구할 수 없어서’라는 비자발적 시간제근로로 분석되고 있는 현실은 유연
근무제를 둘러싼 논의방향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2)

 또한 현저하게 저조한 유연근무제의 도입수준과 활용률은 장시간 노
동관행과 함께 그로부터 비롯된 인한 노동자들의 시간통제 자율성 부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기저에 남성생계부양자(male 
breadwinner)모델이 여전히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과 맞물려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여전히 여성에게 가사노동 및 육아, 기
타 돌봄노동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우는 경향이 있으며, 남녀 모두에
게 평등한 노동 및 부모의 역할을 요구하는 규범보다는 아직도 남성의 
노동과 여성의 가사 및 육아라는 이분법적 성역할이 요구하는 규범이 우
선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이렇게 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준의 변수들 차이만으로는 
국가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유연근무제의 도입과 활용수준이 매우 저조한 

2) 이호근(2011), 『유연근무제법제 현황과 여성고용정책 성공의 조건』(한국사
회정책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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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규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거
시적 차원의 규제와 제도의 차이, 그리고 사회구성원들의 태도와 가치관 
속에 배태된 젠더규범의 문제까지 국가간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아야 비
로소 유연근무제 활성화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본
다.3) 다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및 범위의 한계를 감안하여 기업수
준의 변수로 한정하여 유연근무제의 성과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유연근무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찬성이냐 반대냐 논의는 실제로 별
의미가 없는 실정이다. 탑-다운 방식의 고용정책(가령, 행자부나 기재부
등 중심의 총량적 접근)에 의한 유연근무제 확산추진은 해당 일자리에 
대한 적절한 ‘질’에 대한 보장이 선행되지 않는 다면 그 ‘양’을 추진하는 
일 역시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따라서 기관에 대해 제도 도입여부만을 
점검하는 방식으로는 유연근무제 활성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특히 유연근무제와 같이 기존의 조직업무구조와 근무형태를 전
면적으로 바꾸는 혁신의 성공은 단순한 제도 자체의 도입여부 보다는 해
당기업에서 적용되는 리더십이나 조직문화처럼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는 
비제도적 요인에 그 성공이 달려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이러한 비제도적 요인은 유연근무제의 활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 활용과정에서 중도포기의 원인으로 사례를 들어본다면 동료간 접
촉기회 감소에 따른 소속감 저하, 그로 인한 조직소외와 고립이 심화된
다는 지적과 동시에, 의사결정 지연과 같이 활용에 따라 파생되는 현실

3) 권혜원(2016), 『비교연구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유연근무제와 일-생활 균형 : 제

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전문인 경영연구 제19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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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문제점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또한 개별적 유연근무자들이 업
무분배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의시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
어 기피업무를 담당하게 되거나 업무량이 편중되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불만도 관찰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스스로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유연근무제를 중도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동료들
에게 업무가 전가될 우려’ 내지 ‘승진이나 경력에서의 불이익’은 유연근
무제 활용을 저해하는  대표적 원인이다.4)

 이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연근무제의 활용이 개인의 조직몰입
감을 높여주어서 유연근무 활용자 본인의 개인적 성과를 높여줄 것이라
고 가정하되, 만일 저해요인 측면에서 ‘동료들에게 업무가 전가될 우려
(동료들에 대한 눈치)’나 ‘승진이나 경력에서의 불이익’이 존재하여서 성
과가 저조하게 평가되었는지를 관련 자료를 가지고 실증분석해보고자 한
다. 

 그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을 정리해보면, G공기업의 유연근무제도가 개
인성과(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데 
있다고 하겠다. 기존 연구들이 유연근무제도의 직접적인 효과에 대해 설문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직무만족, 이직의도, 조직성과 등을 살펴보는데 중
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유연근무제도와 개인성과와의 관계를 관련 자료
를 통해서 실증분석을 통해서 밝혀본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고 하겠
으며, 유연근무제의 활용이 개인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직몰입과 조직문
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부수적으로 활용을 촉진 내지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를 밝히고자 한다.

4) 배귀희,양건모(2011)『공무원의 유연근무제 정착에 관한 실증적 연구 - 탄력
근무, 시간제 근무 및 재택근무를 중심으로』(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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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제 1 절 유연근무제 및 관련 주요이론

 유연근무제(flexible work arrangements)는 원격근무, 재택근무, 스마
트워크, 탄력시간제(flextime) 등 여러 하위 개념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유연근무제를 정의할 때 우선 유연성(flexibility)
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통용되는 유연성의 
개념은 (1)일하는 시간의 양, (2)일하는 일정, (3)일하는 장소에서의 유
연성을 말한다. 한편 유연근무제를 정의하면서 유연성의 개념을 고찰할 
때, 어떤 연구자(양인숙·문미경 2011)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연결하기
도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개념은 “노동시장에 충격이 왔을 때,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기본적
으로 거시경제차원에서 고찰한 개념이며, 유연근무제의 유연성은 기업과 
근로자 차원의 미시적 성격을 가지므로 이 둘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 유연근무제의 유연성은 기본적으로 근로
가 제공되는 시간과 장소의 유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그 배경이론을 개인적 차원에서의 연구와 조직적 차원에서의 연구로 
나눠서 살펴보면 우선 개인적 차원의 연구는 주로 근로자들의 특성, 동
기와 개인들이 느끼는 유연근무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론적 기반으로는 역할 내 갈등 도는 모호함을 경험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산출된다는 역할갈등이론(Role conflict theory), 개인은 자
율성(autonomy), 능력(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의 기본 심리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이론인 자기결정이론(Self 
determination theory), 사람들이 특정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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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고, 자신에게 중요한 주변 사람들에게 그 행동이 용인될 수 있을 
때(주관적 규범) 행동 의도(동기)가 높아지게 된다는 합리적 행동이론
(Theory of reasoned action), 직무의 핵심 특성이 심리 상태를 포함하
고 있어 직무성과와 직무만족에 연결된다는 직무특성이론(Job 
characteristic theory) 등이 있다. 주요 시사점은 개인적 특성, 동기와 
유연근무제 유형 사이의 적합성이 높을수록 직무 성과가 높게 나타난다
고 한다. 다만 유연근무제 환경에서 근로자들에게 직무수행에 대한 최대
한의 자율성(autonomy)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아니면 근로 지침
과 성과보상 등 통제(control)를 가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해서는 의
견이 엇갈리고 있다.

 조직적 차원에서의 연구는 혁신이론(Innovation theory), 상황적합이론
(Contingency theory),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 등에 기반하여 유
연근무제 도입 시 조직의 목표, 자원 배분, 역할 배분, 성과 관리, 조직적 
지원, 조직 문화 등 과의 적합성을 설명하거나 조직적 변화(Change 
manage ment)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1. 사회적 교환이론

 사회적 교환은 조직 구성원이 조직이나 관리자와 같은 교환의 상대방
에게서 어떤 혜택이나 특정 처우를 받았을 때 앞으로 언젠가는 이에 상
응한 보답을 해야할 것이라는 의무감을 갖게 하는 관계라 할 수 있다. 
(Gould-Williams & Davies, 2005). 다시 말해서 조직 구성원이 조직이
나 관리자에게 만족스러운 근무환경을 제공받거나 좋은 혜택을 누린다면 
조직 구성원은 좀 더 긍정적인 직무행태를 가짐으로써 조직이나 관리자
에게서 받은 혜택에 보답하는 것이다. 반대로, 조직 구성원이 불공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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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불만족스러운 처우를 받는다면 조직 구성원은 부정적인 직무행태를 
보임으로써 그들이 받은 처우에 대응한다는 것이다.(Parzefall & Salin, 
2010) 따라서 긍정적인 사회적 교환은 조직과 조직 구성원 모두에게 이
익이 될 수 있다.

 

2. 직무태도 :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

 직무태도는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 등으로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 조직에서 공무원들의 기능적 
역할은 조직의 질적 성과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공무원들의 능동적이 
자발적인 태도와 역할은 시민에 대한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
이며, 조직의 건설적인 변화에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직무태도로 조직몰입을 다루고자 한다.

 조직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은 조직에 대해 갖고 있는 개
인적 태도로 자신이 소속하고 있는 조직을 개인이 얼마나 동일시하며 얼
마나 그 조직에 헌신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정도, 즉 조직구성원이 조직
문제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애착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Allen &　Meyer, 1990) 어떤 조직에 몰입한 개인은 그곳에
서 계속 근무할 의도를 가지고 고용조직을 위해 보통 이상의 노력을 경
주하며, 고용조직의 요구를 잘 수행하게 된다고 한다.(Porter & Steers 
1982) 이때 조직몰입은 몰입을 유도하는 동인에 따라 보통 타산적 조직
몰입과 정서적 조직몰입으로 나뉘게 되며 그 유형에 따라 몰입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고 한다. 

타산적 조직몰입(Calculative OC)은 고용과 관련된 보상과 매몰비용의 
이해타산에 따라 개인이 고용조직에 몰입하게 된다는 개념으로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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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직으로부터 혜택과 보상을 많이 받을수록 조직에 몰입
(unwillingness to leave)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조직몰입은 고용조직
에 관련된 보상과 비용의 함수관계로 존재한다고 한다.(Allen &　Meyer, 
1984) 정서적(태도적) 조직몰입(Attitudinal or affective OC)은 가장 
일반적 의미의 조직몰입을 뜻하며, 개인이 고용 조직의 목적과 가치를 동
일화(identification)하고 내재화(internalization) 할 때 나타나는 심리적인 
애착(psychological attachment)을 의미한다. 즉, 조직의 목적과 가치를 
의식적으로 수용한 구성원은 직무만족을 동반하거나 조직에 대한 우호적
인 태도를 가지게 되어 업무수행에 적극성을 보임조직 구성원이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판별하고 그들을 동화시키고 내재화하여 발생한다고 한다
는 것이다.(Dailey & Kirk, 1992)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로는 개인속성, 인력관리, 조직구조, 직
무/역할구조, 조직분위기 등이 있다. 먼저 개인속성의 변수로는 연령, 교
육수준, 성별이 있는데, 연령의 경우를 보면 구성원의 연령이 많을수록 
조직에 대한 시간투자가 많아져서 조직에 애착이 많아지고 몰입하게 된
다고 한다. 다음 교육의 경우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체직업의 선택가
능성이 많아지게 되며 그에 따라 몰입의 확률을 떨어뜨린다고 한다. 반

면 교육수준이 높으면 직무에 관한 지식이 많거나 직무에 대해 내재적 

성향을 개발시킬 능력을 더 보유하게 되어 몰입이 높아진다는 주장도 존

재한다. 그리고 성별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고용조직에 
더 몰입하게 된다는 것이 지배적 가설이었으나, 최근 여성들의 사회진출
이 늘어나면서 이 가설의 신뢰성이 없어지고 있다고 한다. 

다음 인력관리와 관련된 변수로는 사회적 안정감, 평가의 공정성이 있
는데, 사회적 안정감의 경우를 보면 공직이 사회로부터 높은 인정을 받
게 되면 공무원들은 신바람이 나서 일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몰입은 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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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한다. 한편 평가의 공정성의 경우는 업무수행 결과가 엄정하고 공
평하게 평가되면 될수록 개인의 조직에 대한 몰입은 높아진다고 한다.

그리고 조직구조와 관련된 변수로는 집권화, 혁신성이 있는데, 집권화
의 경우는 의사결정의 집권화를 많이 경험한 개인은 고용조직에 참여감
을 느끼지 못해서 이탈할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가설이라
고 한다. 반면 혁신성의 경우는 업무 수행방법이 혁신적인 조직은 변화
에 민감하고 개인의 개혁적 제안이나 요구에 잘 반응하므로 개인은 고용
조직에 참여감을 갖게 되어 몰입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또한 직무/역할구조와 관련된 변수로는 직무만족(job satisfaction), 일
상성, 자기개발성, 역할모호성이 있다. 조직몰입은 직무만족보다 더 장기
적이고 안정적인 조직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므로 직무에 만족한 개인은 
고용조직에 몰입하게 된다고 한다 반면일상성의 경우는 직무가 일상적인 
경우 개인은 지루하면서도 단조로운 느낌을 받게 되어 몰입이 낮아질 가
능성이 많다고 한다. 자기개발성은 이와는 반대로 직무가 자기의 잠재적 
능력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 몰입의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그리고 역할모호성은 조직 내의 역할에 대해 모호성을 경험할수록 이탈
감이 강하게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직몰입과 역
할모호성이 아무 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그 밖에도 조직분위기 
변수가 있으며 이는 조직내 동료간의 신뢰도 수준이 조직몰입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몰입에 따른 결과로는 낮은 이직률, 낮은 결근과 높은 근
면성, 조직에서의 높은 성과가 제시되고 있다. 조직에 몰입한 개인은 시
간이 지날수록 고용조직을 떠날 확률이 줄어들게 되며, 거의 결근도 하
지 않고 열심히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몰입하지 못한 개인에 비해어 상대
적으로 조직에 유익한 활동을 많이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조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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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과가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한다.

3. 조직문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속부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연근무제 활용을 중단했다고 대답한 근로자의 
27.6%는 상사나 팀원들의 눈치 때문에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업무
량 편중현상(6.9%), 승진과 인사상 불이익(3.7%), 조직생활 고립
(2.7%) 등 제도자체나 업무과정과는 관련이 없는 조직문화, 근무환경적
인 원인이 42.5%에 이른다는 점은 많은 유연근무자들이 비자발적으로 
중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유연근무제를 중단한 여성근로자의 
37.8%가 상사나 팀원의 눈치로 유연근무제를 중단하고 있는 점은 유연
근무제 활용과정상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유연근무자 탓으
로 돌리는 행태가 아직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암시하
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해외 유수기업의 도입과정에서도 관찰되었던 문제점이
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제도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유연근무제의 문제점이 아니라 기존 조직 및 업무구조와 유연근
무제의 적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며, 내외부적 업무프
로세스와 커뮤니케이션체계를 재설계하여 충분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에 따라 유연근무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권위주의 문화가 아니라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는 조직문화와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의 공직사회에서 고유한 장시
간 근로문화 개선이 동시에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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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유연근무제와 관련해서는 Grover & Crooker(1995)는 일-가정 양립
제도의 도입은 업무몰입을 통해 이직의도를 줄인다는 사실을 검증하였으
며, Perry-Smith & Blum(2000)은 일-가정 제도가 높게 도입된 기업
일수록 조직성과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Thomas & 
Granster(1995)는 유연근무제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
시에 일-가정의 갈등을 줄인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Batt & 
Valcour(2003)도 유연근무제가 종업원의 이직의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 바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국외 선행연구에 비해 국내연구에서는 다소 다소 논
쟁적인 결과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안은정 & 신은종(2010)의 연구에서
는 유연근무제와 직무만족 사이에 그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연구되었으며, 권태희(2010)의 연구에서도 종업원의 직무만
족도 향상에 유연한 근로시간이 별다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한편, 제도자체의 도입여부 보다는 제도의 실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점에 주목하는 연구도 있다. 권혜원 & 권순원(2013)는 유연근무제가 여
성 근로자의 조직몰입과 이직의도 감소에 의미있는 통계적 영향력을 갖
지 못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연구에서는 제도의 유무보
다는 제도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종업원의 평가가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조직문화와 업무환경의 효과에 더욱 주목
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는 결국 유연근무제도의 도입 자체보다는 그 활
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제도의 실효성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연구결과라
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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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장시간 노동문화가 만연하여 이를 종업원 몰입과 생산성의 일차
적 지표로 보는 조직에서는 종업원이 일-가정 역할의 조화를 추구하기 
힘들다고 분석한 Bailyn(1993)의 연구와 장시간 노동의 조직문화에서 
유연근무제의 활용은 자신의 경력에 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종업원들이 관련된 제도를 사용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Perlow (1995), Thompson et al.(1999)의 연구와도 궤를 같이한다.5)

 본 논문은 제도의 존재자체에 대한 효과를 주장한 선행연구들과 존재
자체 뿐만 아니라 활용가능성의 간극에 주목한 선행연구들 사이에서 
G-공사의 사례를 통해서 개인성과평가 자료를 가지고 실증분석함으로
써 과연 제도의 활용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 제약요인으로 가장 많이 꼽히고 있는 것은 ‘동료들에게 업무가 전
가’(상사나 동료들의 눈치), ‘승진이나 경력에서의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다.(배귀희 & 양건모, 2011) 그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여부를 기
준으로 승진이나 경력에서의 불이익을 가늠해볼 수 있는 요인으로 ‘근무
성적평정’을, 상사나 동료의 눈치를 가늠해볼 수 있는 요인으로 ‘다면평
가’의 결과를 설명자료로 하여 이를 실증분석해봄으로써 제도의 실효성
과 함께 이를 그 실효성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

5) 권혜원(2016)『비교연구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유연근무제와 일-생활 균형 : 제
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가?』(전문인 경영연구 제19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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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및 대상의 특성

 본 연구에서 탐색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공공조직에서 유연근무제
를 활용하는 것이 개인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기존 연구에서
는 개인의 유연근무제 활용이 직무만족 내지 조직몰입을 통해 조직효과
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바가 많았다. 

또한 실증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더라도 개인성과평가 자료 중 상사
의 평가에 국한된 근무성적평정에 한하여 성과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본 연구가 있었을 뿐 동료평가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다면평가를 포함
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진 연구는 없었다고 하겠다. 6)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개인의 성과평가자료인 근
무성적평가 및 다면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적으로 상사평가 및 동료
평가의 양자를 포괄하는 개인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자 한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것이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직무만족을 높이고 
그 결과 직무성과를 높인다는 연구가 다수 있는데, 이는 평정을 하는 평
정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직무성과가 높은 직원에게 우수한 평가를 하게 
마련이라는 점에서 쉽게 유추할 수 있겠다. 그에 반하여 유연근무제의 
활용 저해요소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려하면, 이는 그 활용의 저해요소로 
승진 및 근무평정의 불이익 우려, 동료에 대한 업무전가 및 이로인한 동
료들의 눈치를 주요한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그 활용이 긍정적 효

6) 한영래(2016)『유연근무제 활용이 근무평정에 미치는 영향 및 활성화 방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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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줄 것이라는 전자의 연구들과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는 일반적인 직장의 분위기 소위 조직문화와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가령 권위주의적인 계층문화가 지배적인 경우라면 대체
로 유연근무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고 이는 부정적인 상사
평가(근무평정) 내지 동료평가(다면평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반면에 
협력을 강조하는 공동체문화 및 업무성과를 중시하는 합리문화가 지배적
인 경우라면 유연근무제에 대해서도 유연한 태도를 지니게 되고 이는 긍
정적인 상사평가(근무평정) 내지 동료평가(다면평가)로 이어지게 될 것
이다. 

이하에서는 이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G-도시공사를 중심으로 시차
출퇴근제, 시간제근무의 두 가지 유연근무제에 참여한 개개의 직원들이 
①근무성적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가? ②다면평가에 유의미한 영향
을 받는가? 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방법 및 분석데이터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는 G-공사를 대상으로 인사자료(근무성적평
정 및 다면평가)를 통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G-공사 전체 임직원은 현재
기준으로 약 400여명이고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직원은 90여명이
다. 이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은 4급 및 5급 직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를 중심으로 패널데이터분석을 하고자 한다. 

패널자료(panel data)는 동일한 표본에 대하여 여러 시점을 통하여 반
복적으로 수집한 자료이다. 따라서 패널분석은 횡단면 분석이나 시계열분
석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즉 패널자료는 일정한 시점에 표본들이라는 
횡단면 분석에 추가하여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어떤 값을 나타내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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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시계열자료(time-series data)의 가미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개인, 가구 또는 기업들을 주요한 표본으로 하여 일정
한  주기마다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수집된다. 그에 따라 패널분
석은 시계열분석 및 횡단면 자료를 함께 이용하므로 양자의 단점을 보완
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즉, 자료를 횡단면으로 통합 내지 평균화함으로
써 개별 관측치들 간 특성이 무시되는 시계열분석의 단점과 시간이 흐름
에 따른 개별 관측치들의 동태적 변화를 측정할 수 없는 횡단면 분석의 
단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분석방법이다.

 G-공사의 경우 패널자료는 다음과 같다. 우선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상하반기 2회씩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6번의 
평가자료를 가지고 분석할 예정이며, 또한 다면평가는 2013년과 2014년
에는 매년 1회, 2015년에는 2회가 이루어졌으며, 총 4번의 평가자료를 
가지고 분석할 예정이다. 약 290여명의 4급, 5급 직원들의 데이터 가운
데 휴직, 장기교육, 평정제외자 등 근무성적평정 결측치를 제외한 213명
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자 하며 이 중 유연근무활용자는 4번의 평가
자료를 모두 합하여 91명이다.

 패널데이터분석을 통해서 각각의 관찰시점에서 부서, 직렬, 직급, 성별
의 4가지 통제변수를 두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3 절 변수의 측정 및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유연근무제 활용경험’으로 선정하였다. 유연
근무제의 활용경험은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명목변수 ‘유’, ‘무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는 G기관의 근무평정 및 다면평가 점수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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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2015년까지 G기관의 근무평정자료 및 다면평가자료를 그대
로 활용하였다. 다만, 유연근무제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 3급이상의 간부
급 직원들의 자료는 통계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종속변수인 개인성과평가에 미
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최저승진소요연수 경과여부’, ‘미취학자녀유무’, ‘성
별’, ‘나이’ 등을 통제변수로 하였다.7)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표3-1에 정리하였다.

 [표3-1] 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분 변수명 조작적 정의

독립

변수

(X)

유연근무제 활용경험 없음 = O, 있음 =1

종속

변수

(Y)

근무평점 44.3점부터 100점

다면평점 51.38점부터 79.93점

통제

변수

(C)

직급 행정 = 0, 기술 = 1

직렬 대리 = 0, 과장 = 1

성별 여성 = 0, 남성 = 1

나이 30대 = 30, 40대 = 40

최저승진소요연수

경과여부
미경과 = 0, 경과 = 1

미취학 자녀유무 자녀없음 = 0, 자녀있음 = 1

7) 한영래(2016), 『유연근무제 활용이 근무평정에 미치는 영향 및 활성화 방

안』(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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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가설 및 분석의 틀

본 연구에서 G기관 직원들 가운데 유연근무제에 참여한 직원과 참여하
지  않은 직원의 근무평정 및 다면평가 결과 비교를 통해 참여 여부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유연근무제 활
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점에 근본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들 중 일부는 유연근무제 참여경험은 참여한 직원들에게 직무
몰입과 직무만족을 주며, 이는 긍정적인 직무성과 창출로 이어지는 효과
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는 근무평정은 직원들에 대한 직무
역량에 대한 평가와 함께 평정기간 동안의 직무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라
는 점에서 긍정적인 직무성과 창출은 긍정적인 근무평정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한다. 즉 유연근무제의 참여를 통해 직원들
은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근무평정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실제자료를 통해 직접적으로 증명한 선
행연구와 관련 이론은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이를 근무성적 평정을 받는 직원이 아니라 평정을 하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평가에 대한 판단도 다른 시각에서 판단될 여지가 있
다. 그리고 이 때 관리자의 시각은 그 조직에서 주로 통용되는 지배적 조
직문화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권위주의적이고 계층적 조직문화가 지배
적인 경우라면 관리자의 태도는 아무래도 유연근무제 참여에 대해서 호
의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다. 반면에 공동체문화 내지 
합리문화가 지배적인 경우라면 유연근무제 참여에 대해서 호의적 내지는 
중립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다. 즉 조직을 지배하는 주요 조직
문화가 유연근무제 참여에 대한 관리자의 평소 인식에 영향을 주게 되며, 
그에 따라 유연근무제에 참여한 직원들의 근무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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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런 점에서 대면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장시간 근로를 선호하는 우
리나라 공기업의 기업문화를 감안하면 유연근무제에 대해 관리자는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일부 선행연구들에서 유연근무제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사평가 불이익 우려 등을 적시한 점을 고
려하면 유연근무제 참여는 근무평정에 일정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
능성도 높다. 또한 이러한 논의는 다면평정에 있어서 동료들의 평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유연근무제의 활용은 직무성과 평가에 대한 관계에
서 직무몰입과 성과창출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대면보고, 장시간 
근로를 선호하는 우리나라 공기업문화를 고려하면, 관리자와 동료들의 호
의적이지 않은 시각이라는 부정적 효과도 공존하다는 것이 선행연구 및 
이론을 통해 얻은 결론이다. 

우선 유연근무제의 활용과 근무평정의 관계에서 유연근무제 참여자의 
직무성과 향상이 긍정적인 개인성과 평정결과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 직
접적으로 연구한 결과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긍정적인 영향
은 있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상사와 부하 그리고 동료 간에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의 전통적인 사회문화는 유연근무제 참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는 해당 조직이 권위적이고 계층적인 문화가 중심인지 공동체 문
화 내지 합리적 문화가 중심인지에 따라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로 
이어질지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공기업은 원칙적으로 관료제에 
기반하고 있으며, 위계질서와 지배복종관계를 중요시하는 계층제 문화가 
우세하게 마련이다. 이는 업무에 있어서도 대면접촉과 인화단결을 중시하
는 분위기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기업조직문화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유연
근무제를 활용하는 직원들은 대면접촉과 인화단결에서 불리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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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이는 조직몰입으로 인한 직무성과 향상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있어
서 대면접촉의 기회가 줄어든 만큼 정보에서 소외되고 인화단결에서 불
리한 평가를 받게 되어서 결국 자신의 객관적인 성과와는 관계없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연근무제의 활
용과 개인 성과평정 간의 관계는 근무평정은 결국 공기업의 관료제적 속
성에서 비롯되는 위계중심의 계층문화를 고려하면, 사회적 교환이론 및 
직무몰입이론에 따른 긍정적 요인보다는 조직문화에서 비롯되는 부정적
인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도 고려할 수 없다고 하겠다.

결국 이는 그 제도 자체의 성격보다는 제도시행을 둘러싸고 있는 그 
기업의 기업조직문화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그 활용이 
개인성과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므로 “유연근무제의 활용는 개인성과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에 따라 본 연구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1) 연구가설1 : 유연근무제에 참여는 근무성적평정결과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 직무태도(조직몰입도), 조직문화의 매개를 통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
  (2) 귀무가설1 : 유연근무제에 참여는 근무성적평정결과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을 것이다.
  (3) 연구가설2 : 유연근무제에 참여는 다면평가결과와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있을 것이다.
  ⇒ 직무태도(조직몰입도), 조직문화의 매개를 통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
  (4) 귀무가설2 : 유연근무제에 참여는 다면평가결과와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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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틀]

유연근무제도의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분석

해외 선행 연구 사례 검토/국내 실제 도입 사례 검토

↓

독립 변수 유연근무제참여여부(시차출퇴근제, 시간제근무)

통제 변수 직급, 직렬, 성별, 나이, 최저승진소요연수
경과여부, 미취학자녀 유무

↓

종속 변수 근무성적평정결과 / 다면평가결과

↓

유연근무제 활용이 개인성과평가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유연근무제의 활용이 개인성과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근무평적 및 다면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불
이익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제 근무평정 및 다면평가 사례를 가지고 검
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G기관의 2차 자료를 통해 유연근무제 활용이 개인성과평
가, 즉 상사의 근무성적평정과 동료의 다면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
아보고, 2015년에 실시된 G공사의 조직문화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통해 
그 결과에 대한 의미를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후 유연근무제
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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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분석 결과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4-1>과 같이 나타났다. 2015년말 기준 G기관의 정규직 
직원 420명 가운데 1급~3급의 간부직원을 제외하고 4급 및 5급 직원 
273명을 대상으로 분석하되, 2013년~2015년까지 기간동안 휴직 및 장
기교육 파견 등을 통해 개인성과평가에 결측치가 생긴 인원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18명의 4급 및 5급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자의 3년간 근무
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의 직급 분포를 보면 4급 이상이 301건(46%)이고 5급 이하
가 353건(54%)으로 4급 및 5급의 직원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8) 성
별구성은 남성이 193명(88.5%), 여성이 25명(11.5%)로 나타났다. 연령
대로 보면 30대가 362건(55.4%)이고 40대가 292건(44.6%)으로 30대
가 약간 더 많았으며, 20대 및 50대는 없었다. 직렬은 기술직이 143명
(65.5%)이고 행정직은 75명(34.5%)로 나타났다.

8)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승진자가 있어서 총 218명의 3년간 자료 654건을

기준으로 건수로 비율을 표시함 나이대도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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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4-1] 직급별 성별 분포 등

구 분 빈도수(건수/명수) 비율(%)

직급
4급 301건 46%

5급 353건 54%

성별
남성 193명 88.5%

여성 25명 11.5%

연령대
30대 362건 55.4%

40대 292건 44.6%

직렬
기술직 143명 65.5%

행정직 75명 34.5%

 

2. 변수 간 상관관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란 입력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
여 회귀계수의 분산을 크게 하기 때문에, 회귀분석 시 추정 회귀계수를 
믿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9) 즉, 변수들 간에 상
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나면 추정되는 회귀계수는 매우 부정확한 정밀도를 
보이게 되며 그에 따라 분석 역시 부정확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설명변
수들 간 상관계수가 낮으면(유의하지 않으면) 회귀계수 해석은 적절하다
고 볼 것이나 상관계수가 높으면(유의하면) 종속변수에 대한 회귀계수 
추정과 검정이 쓸모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산점도나 상
관계수를 가지고 1차 진단을 한다. 그러나 산점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

9)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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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렵다. 왜나하면 설명변수가 2개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산점도로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이 설명변수가 2개 이상
인 경우에는 상관분석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 상관관계를 살펴보아서 0.8 
이상의 상관도를 나타내면 다중공선성이 문제될 우려가 있으며 이 때 유
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설명변수 역시 의심을 해야한다. 설명변수들 간에 
상관관계가 낮은 경우라면 설명변수의 회귀계수 추정치와 추정 오차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하겠다. 만일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라면 다중공선성
을 일으킬 것이라고 판단되는 설명변수를 처음부터 제거하여도 무방하다. 
제외할 때는 종속변수와 상관도가 낮은 설명변수를 제거한다. 상관계수 
값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라면 설명이 쉽게 되는 변수를 남기면 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는 <표4-2>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유의수준을 살펴보면, 유연근무제 활용경험과 성별, 직급과 직렬
은 0.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이와 직급, 직렬, 성별 및 
미취학자녀유무와 성별, 나이 그리고 승진소요기관 경과여부와 직급, 나
이는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직급과 직렬, 유연근무제 활용경험과 성별, 직렬과 나이, 나이와 성별, 나
이와 미취학자녀유무, 나이와 승진소요기간 경과여부는 상관관계가 ±0.2
미만으로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급과 나이 및 
승진소요기간 경과여부, 성별과 미취학자녀유무는 상관관계가 ±0.4미만
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시된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 25 -

 [표4-2]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

설명변수

유연
근무
활용
경험

직급 직렬 성별 나이
미취학
자녀
유무

승진
기간
경과
여부

유연근무제
활용경험 1

직급 -.019 1

직렬 -.009 -.100* 1

성별 -.079* .024 .042 1

나이 -.053 .386** -.193** .178** 1

미취학
자녀유무 -.033 .057 -.006 .243** .135** 1

승진소요기간
경과여부 -.028 -.296** .035 .004 .111** -.017 1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제 2 절 유연근무제 활용경험이 개인성과평가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인 유연근무제 활용경험이 종속변수인 개인성과평가결과인 
근무평정 및 다면평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proc panel 분
석을 실시하였다.

1. 유연근무제 활용경험과 근무평정간의 관계(다중회귀분석)

2013년도부터 2015년 사이에 결측치가 없는 4급, 5급 직원 218명
(N=654)를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활용경험이 근무성적 평정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해 통제변수인 성별, 나이, 미취학 자녀유무, 최저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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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연수 경과여부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4-3>와 같이 나
타났다. 회귀모형에서는 R제곱값은 모형의 설명력 내지는 결정계수로서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종속변수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0.1093으로 나와, 이 모델이 근무평정에 대해 10.93%를 설명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유연근무제의 활용경험이 근무평정결과에 유의
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1의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연근무제 활용경험의 t밸류가 -1.38, 유의확률 p값이 0.1669로 나타났
으며, 그에 따라 유연근무제 활용경험과 근무평정의 유의확률은 0.0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유연근무제 활용경험이 근무평가결과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친다고 볼 수 없었다. 통제변수들 중에서는 나이, 최저승진소요연수 
경과여부는 근무평정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직급, 직렬, 성
별, 미취학자녀유무 등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3] 유연근무제 활용경험이 근무평정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설명변수 추정값 표준편차 t밸류 Pr > |t|

근무평정

유연근무제
활용경험

-2.312 1.6708 -1.38 0.1669

직급 -0.8991 1.2878 -0.70 0.4853

직렬 0.7796 1.1707 0.67 0.5057

성별 -.0.0045 1.7413 -.0.00 0.9979

나이 0.3629 0.1219 2.98 0.0030

미취학 자녀유무 -0.3830 2.1595 -0.18 0.8593

승진소요기간
경과여부 10.4558 1.6049 6.51 <.0001

* R-Square : 0.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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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연근무제 활용경험과 다면평정간의 관계(다중회귀분석)

2013년도부터 2015년 사이에 결측치가 없는 4급, 5급 직원 218명
(N=654)를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활용경험이 근무평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통제변수인 최저 승진소요연수 경과여부, 성별, 총근무연수
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4-4>와 같이 나타났다. 회귀모형에
서는 R제곱값은 모형의 설명력 혹은 결정계수로서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에 의해 설명되는 종속변수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0.3201로 나와, 
이 모델이 근무평정에 대해 32.01%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유연근무제의 활용경험이 다면평정결과에 유의미
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2의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연
근무제 활용경험의 t밸류가 -2.98, 유의확률 p값이 0.0030으로 나타났으
며, 그에 따라 유연근무제 활용경험과 다면평정의 유의확률은 0.05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유연근무제 활용경험이 근무평가결과에 유의미한 영
향(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었다. 한편, 통제변수들 중에서는 
나이는 근무평정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직급, 직렬, 성별, 
최저승진소요연수 경과여부, 미취학자녀유무 등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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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4-4] 유연근무제 활용경험이 다면평정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설명변수 추정값 표준편차 t밸류 Pr > |t|

다면평정

유연근무제
활용경험 -1.4448 0.4844 -2.98 0.0030

직급 0.6744 0.3733 1.81 0.0713

직렬 0.2816 0.3394 0.83 0.4070

성별 0.4257 0.5048 0.84 0.3993

나이 -0.1742 0.0353 -4.93 <.0001

미취학 자녀유무 -0.1804 0.6260 -0.29 0.7733

승진소요기간
경과여부 -0.1571 0.4653 -0.34 0.7357

 * R-Square : 0.3201

제 3 절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1. 유연근무제의 목적과 시각의 차이

유연근무제의 활성화를 통해서 추구하는 정부의 목적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대표적이다. 그 밖에도 ‘일하는 방식 개선’, ‘생산성 향상’, ‘출퇴
근 혼잡 방지와 탄소배출량 감소’, ‘일자리 나눔과 창출’ 등을 부수적 목
적으로 들 수 있겠다.10) 이에 대해 유연근무제에 참여하는 직원의 시각
에서 본다면, ‘일과 가정의 양립’, ‘출퇴근 혼잡방지’에 대해서는 그 관련
성 내지는 필요성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으나, ‘일하는 방식 개선’, ‘생산

10) 한영래(2016), 『유연근무제 활용이 근무평정에 미치는 영향 및 활성화 방

안』(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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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향상’, ‘탄소배출량 감소’, ‘일자리 나눔과 창출’ 등은 상대적으로 그 
관련성을 크게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조직차원에서 보면, 관리자와 동료들의 시
각이 각각 문제된다. 우선 관리자의 시각에서 보면 ‘생산성 향상’이 우선
하게 마련이며, 이를 중심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일하는 방식 개선’, 
‘출퇴근 혼잡 방지와 탄소배출량 감소’, ‘일자리 나눔과 창출’ 등 다른 목
적들이 부수적으로 뒤따르게 된다. 또한 동료들의 시각에서 보면 유연근
무제 참여자로 인해 자신의 업무에 영향을 받게 되는 측면에 주목하게 
되며,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내지는 ‘일자리 나눔과 
창출’ 등이 우선하게 되며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
러한 시각의 차이는 유연근무제 활용을 둘러싼 조직문화와 연계되어 개
인성과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유연근무제와 조직문화

선행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연근무제의 도입 및 그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연구도 있으나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는 연구결과도 
많다. 본 연구에서도 유연근무제의 활용경험과 개인성과평가결과와의 사
이에서 다소 논쟁적인 결과가 제시되었다고 하겠다. 개인성과평가 가운데 
‘상사가 중심이 되어서 평가하는 근무평정’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고, ‘동료 평가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다면평가’
의 경우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이에 대한 실마리는 제도자체의 도
입여부 보다는 제도의 실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주목하는 선행연구
들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권혜원 & 권순원(2013)은 유연근무제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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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조직몰입과 이직의도 감소에 의미 있는 통계적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밝혔다. 대신 제도의 유무보다는 제도의 활용가능성에 대
한 종업원의 평가가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조직문화와 업무환경의 효과에 더욱 주목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는 결국 
유연근무제의 도입 자체보다는 그 활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문
제가 제도의 실효성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혀냈
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제약요인으로 가장 많이 꼽히고 있는 것은 ‘동료들에게 업무
가 전가’(상사나 동료들의 눈치), ‘승진이나 경력에서의 불이익’ 이라고 할 
수 있겠다.(배귀희 & 양건모, 2011)

본 연구에서 다룬 유연근무제의 활용경험과 개인성과평가결과 사이의 
결과도 이런 측면에서 고찰되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3. G공사의 조직문화

G공사는 지난 2015년에 조직문화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
으며, 그 설문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G공사는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경영진단 및 컨설팅용역 설문조사”를 G
공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2015년 1월 19일부터 2015년 2월 2일까
지 15일간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이 설문에 대한 응답자는 300명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4%였다. 설문과 관련된 응답자의 일반
적 특성은 아래 <표4-5>와 같이 나타났다. 이를 유연근무제 활용경험
을 감안하여 살펴보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4,5급 직원이 전체의 
72.8%로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 31 -

 [표4-5]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내용 비고

직급

1급(1.1%), 2급(1.8%), 3급(20.8%), 4급(38.9%),

5급(33.9%), 6급(1.1%), 전문직(1.8%),

계약직(0.7%)
4,5급

전체의

72.8%로

과반

이상

소속

경영기획본부(21.1%), 주거복지본부(30.6%),

도시재생본부(26.1%), 경제진흥본부(19.7%),

감사실(2.5%)

입사경로
신입공채(58.4%), 경력직(36.2%),

기타(5.4%)

한편 그 설문조사의 결과는 아래 <표4-6> 및 <표4-7>과 같이 나타
났다. 그에 따르면 전사차원에서 인식되고 있는 조직문화는 계층문화가 
가장 앞서고 그 다음이 합리문화, 공동체문화, 혁신문화의 순이다.

[표4-6] 전사차원 조직문화 인식

구분 계층문화 합리문화 공동체문화 혁신문화

점수 73.4점 70.3점 69.9점 68.4점

[표4-7] 직급에 따른 전사 조직문화 인식도

구분 내용(점수)

혁신

문화

1급(66.7), 2급(78.9), 3급(71.9), 4급(64.9), 5급(61.7),

6급(74.3), 전문직(92.0), 계약직(60.0)

공동체

문화

1급(63.3), 2급(72.7), 3급(71.6), 4급(64.9), 5급(64.3),

6급(67.8), 전문직(92.0), 계약직(61.7)

계층

문화

1급(64.0), 2급(71.2), 3급(76.2), 4급(73.7), 5급(72.7),

6급(81.3), 전문직(78.4), 계약직(68.0)

합리

문화

1급(65.3), 2급(72.0), 3급(71.0), 4급(68.0), 5급(65.8),

6급(74.7), 전문직(84.0), 계약직(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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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연근무제를 주로 활용하는 4, 5급 직원을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
면 <표4-7>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상위 직급에 비해 4, 5급 직원의 경
우가 계층문화에 대한 인식도가 더 높고 합리문화, 공동체문화, 혁신문화
에 대한 인식도가 전반적으로 더 낮았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 2015년에 실시된 G공사의 조직문화와 관련된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G공사 구성원이 인식하고 있는 전반적인 조직문
화는 계층문화가 조직전반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혁신문
화가 취약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그와 함께 합리문화와 공동체 문화도 
전반적으로 향상이 필요한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그에 따른 시사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G공사의 조직문화는 계층문
화가 강하게 작용하며 상대적으로 혁신문화가 취약한 현황을 나타내고 있
다. 따라서 계층문화의 경우 약화시키고, 합리문화는 현상을 유지함과 동
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상이 필요하며, 혁신문화와 공동체문화는 그 
강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대내외적 환경변화 대응성 및 조직 
내부고객의 갈등 최소화와 조직성과 극대화를 위해 혁신문화와 전사차원
의 공동체문화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내부고객 소통향상, 혁신문화 
향상을 위한 전사차원의 제도적 지원 등이 요구된다. 특히 공동체 문화의 
경우, 앞서 살펴본 소통과 연계하여 우선적 향상이 필요한 문화로 파악되
고 있다. 즉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보자면, G공사의 현재 문화수준은 “통
제와 경쟁”에 몰입되어 있는 문화로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어,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유연성을 강화하고, 우선적으로 구성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소통형 조직문화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G공사의 조직문화는 CVIM모형을 기준으로 
“통제와 경쟁”에 몰입되어 있는 위계중심형 계층문화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계중심형 계층문화는 보수적 조직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문화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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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업무보다는 분장업무 중심의 정형화된 업무에 충실현 경향을 보
인다고 하며, 이러한 위계중심형 계층문화에서는 조직구성원의 조직만족, 
조직몰입 및 직무몰입이 저하될 수 밖에 없으며, 조직성과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11)

4. G공사의 조직문화를 고려한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조직문화는 공유된 행위패턴, 공유된 합리화와 정당화, 그리고 공유된 
신념과 가치를 포함한 것으로 이러한 조직문화는 내외부적 환경에 따라 
유기체적 특성을 가지며 시공간적 변화성을 가진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업의 조직문화와 조직문화 변화에 대한 감정적인 경향, 인지적 경향, 행
동규범적 경향 간에 관계가 있고 조직문화의 유형에 따라 변화에 대한 수
용수준이 달라진다.

유연근무제 역시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써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필연적으로 조직구성원들의 저항을 수반하
게 되며, 이러한 저항관리가 변화에 능동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
수적인 요소라고 하겠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G공사의 경우는 직급간 나이와 경력의 차이가 
커서 의사소통에 애로사항이 많으며 대체적으로 연령층이 높아 변화에 대
한 수용도가 낮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G공사, 2015)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유연근무제 활용경험에 따른 개인성과평가 결
과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근무성적평정이다. 이는 <표4-3>에서 알 수 있듯이 승진소요기
간 경과여부가 나타내는 통계적 유의성이 매우 높아서(0.0001이하) 나이

11) G공사(2015)『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경영진단 및 컨설팅』용역 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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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0)를 제외한 다른 요소의 통계적 유의성이 무의미하게 나타나고 있
다. 이는 위계중심적인 조직문화를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
다. 다만, 승진소요기간 경과여부라는 압도적인 변수와 나이를 제외하고 
판단해보면,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마한 범위내에 있지는 않지만(0.1669) 
직급, 직렬, 성별 내지 미취학 자녀유무에 비해서는 유연근무제 활용경험
은 부정적인 영향(-1.38)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다면평정이다. 이는 <표4-4>에서 나타났듯이 유연근무제의 활
용경험이 다면평정결과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정도(0.0030)에서 부
정적인 영향(-2.98)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이를 제외하
고는 직급, 직렬, 성별, 미취학 자녀유무 뿐만 아니라 승진소요기간 경과
여부도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근무성적 평정
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승진소요기간 경과여부의 경우는 근무
성적 평정결과에서와 비교해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범위내에 있지는 
않지만(0.7357) 유연근무제 활용경험이 부정적인 영향(-0.34)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일응 근무평정 결과와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이는 양 제도의 차이에서 그 이
유를 찾을 수 있다. 근무성적 평정은 상사의 부하에 대한 평가로써 관리
자에 의해 그 관리대상인 직원에 대해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평가이며, 이
는 그에 따라 4급~6급 직원들의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 및 인센티브 지급
의 결정적인 기준(45%)이 이루어진다. 한편 다면평가는 최근 3년간 같이 
근무했던 총 12명(상사 4명, 동료 8명)에 의한 평가결과 중 최고점과 최
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이루어지며 그에 따라 4~6급 직원들의 경
우 승진후보자 명부 및 인센티브 지급에 일부 반영(10%)이 이루어진다. 
또한 비율의 차이 외에도 그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
다. 아래 <표4-8>에 따라 살펴보면 근무성적 평정의 경우는 상대평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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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평가점수의 차이가 골고루 분포되나 다면평가의 경우는 절대평가로
서 그 평가점수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다. 

 [표4-8] 근무성적평점 결과와 다면평정 결과

연도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2013
record 218 74.77 13.31 45.1 100.00

multi 218 64.62 3.92 51.38 74.95

2014
record 218 74.81 14.48 46.05 100.00

multi 218 70.61 4.41 54.69 79.93

2015
record 218 77.21 14.67 44.30 98.70

multi 218 68.42 3.65 52.19 76.29

 

G공사와 같은 공기업의 경우 직장생활을 통해 직원 개개인들이 얻을 수 
있는 급여 내지 성과급 인센티브는 민간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겠다. 또한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더라도 4급~6급 직원들간 인센티브의 
차이는 크지 않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직원들의 관심은 결국 
소위 ‘직장생활의 꽃’이라고 불리우기는 승진에 몰리기 마련이다. 이 때 
승진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는 그 비율이나 상대평가로 인한 점수차이
를 감안한다면 결국 근무성적 평정이다. 12)

한편 G공사의 조직문화는 위계중심의 계층문화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는 <표4-3>에서 나타났듯이 승진소요기간 경과가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압도적인 통계적 유의미성(p값이 0.0001이하)을 지니면서 긍
정적 영향(+6.51)을 보이는 결과를 나타냈다고 하겠다. 이는 <표4-5>
에서 나타난 근무성적 평정결과 사이의 표준편차의 반을 넘어서는 수치로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12) G공사(2015년기준)『4급이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기준: 근평(50%),

BSC(10%), 경력(20%), 교육(10%), 다면평가(10%), 자격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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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직원들의 관심이 몰리는 승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근무성적 
평정의 경우는 위계를 중시하는 계층문화와 상사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 
및 상대평가라는 점과 맞물려 유연근무제의 활용경험이 미치는 영향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드러나지 못할(p값이 0.1669) 제도적, 조직문화적 
환경 아래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설명이 아닐까 한다.

반면에 다면평가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우선 평가방식 자체가 상사와 
동료가 함께 평가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그 비율인 상사 4인, 동료 8인으
로 동료의 비중이 우세할 뿐만 아니라, 절대평가로서 그 평가결과에 대한 
차이가 근무성적 평가결과에 비해서 작고(표4-8 참고) 또한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비율도 적어서 결국 직원들의 이해관계가 근무성적 평가결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첨예하지 않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직원들의 솔직한 평가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
서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비해서 상사나 동료들의 솔직한 심정을 살펴보는 
자료로써 좀 더 적합한 자료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다면평가 결과는 유연근무제의 활용경험이 통계적인 상당한 유
의미성(p값이 0.0030)을 지니며 부정적인 영향(-2.98)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공사의 조직문화가 위계를 중시하는 계층문화로 조사된 
점에 근거하여 해석해볼 수 있겠다. 이는 선행연구 들을 통해 제시된 내
용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즉 본 연구의 결과는 유연근무제의 도입 
자체보다는 그 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조직문화와 결부된 인사평가
제도)가 유연근무제의 활용경험이 갖는 개인성과평가 결과에 상당한 수준
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특히나 2013년
에서 2015년 사이의 다면평가결과의 표준편차가 3.65~4.41이며, 그 부정
적 영향력이 -2.98점이라는 것은 그 부정적 영향력 역시 상당하다는 점
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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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를 제도활용의 제약요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약요인으로 가장 
많이 꼽히고 있는 두 가지 원인(배귀희, 양건모, 2011) 가운데 ‘동료들에
게 업무가 전가’(상사나 동료들의 눈치)가 ‘승진이나 경력에서의 불이익’ 
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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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의의

 1. 유연근무제 활용과 개인성과 평정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유연근무제의 활용경험이 개인성과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유연근무제의 활용경험이 근무평정 및 다면평가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및 해석을 통한 가설의 검증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유연근무제의 활용경험이 개인성과평정에 미치는 영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G공사의 인사평가 실증자료(근무평정 및 다면평정 결과)를 
가지고 패널분석을 통해 각각 살펴보았다. 

우선, 유연근무제 활용경험과 근무평정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연근
무제의 활용경험은 근무평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여기에 다시 근무
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직급, 직렬, 성별, 나이, 최저승진소
요연수 경과여부 및 미취학자녀 유무의 통제변수를 추가하여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는데 최저승진소요연수 경과여부에 대해서는 유연근무제 
활용경험이 긍정적인 영향(+6.5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이
(+2.98)를 제외한 직급, 직렬, 성별 및 미취학자녀 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가설 1은 기
각되었다.

다음은, 유연근무제의 활용경험과 다면평정간의 관계이다. 유연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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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용경험은 다면평정에 부정적인 영향(-2.98)을 주었다. 여기에 다시 
다면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직급, 직렬, 성별, 나이, 최저승
진소요연수 경과여부 및 미취학자녀 유무의 통제변수를 추가하여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나이(-4.93)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통제변수들은 
다면평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가설2는 인
용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논문들에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문제되는 
점으로 본 유연근무제 활용에 따른 근무평정 불이익이 통계적으로 무의
미한 수준, 즉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반
면에 다면평정의 경우는 불이익이 실제로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결과의 의의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한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유연근무제 활성화의 주요 저해요인으로 

꼽은 근로자들의 개인성과평가상 불이익이 있으나, 이는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된 것으로 막연하게 설문자가 우려하는 점을 
조사한 것이며, 실제로 개인성과평정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한 것은 아니
다. 일부 연구가 실증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사례(한영래, 2016)도 있으나 
당해연도의 근평자료에 국한되어 검증된 연구였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2013년~2015년의 3개년도에 해당하는 실증자료(근무성적평가자료 및 다
면평가자료)를 가지고 패널분석을 통해 유연근무제의 활용경험이 근무평
정에 주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유연근무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유연근무제 활성화에 대한 저
해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는 제도의 활성화 측면에 집중하였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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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희·양건모(2011), 양건모(2010), 진종순·장용진(2010), 이자성(2013), 
박한준(2013) 등 많은 연구에서 유연근무제 활성화에 대한 대표적 저해
요인으로 ‘승진·근무평정 등 인사상 불이익 우려’를 들고 있다. 하지만 기
존의 연구들은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실증연구가 아니라 “유연근무제
의 활용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가?” 등 막연한 의견을 묻는 설문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로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즉 실제로 그런 우
려가 현실의 조직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현실이다. 
일부 연구(한영래, 2016)에서는 이를 극복하고자 실증자료를 통해 분석한 
사례가 있으나 근무평정에 한해 1개년도 자료를 가지고 분석했다는 점에
서 아직은 관련된 실증연구가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라고 하겠다. 이에 반
해 본 연구에서는 수 년간에 걸친 실증자료를 가지고 패널분석을 통해 자
료를 횡단면으로 통합 내지 평균화함으로써 개별 관측치들 간 특성이 무
시되는 시계열분석의 단점과 시간이 흐름에 따른 개별 관측치들의 동태
적 변화를 측정할 수 없는 횡단면 분석의 단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분석방법을 활용하였고, 이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본 연
구의 차별성이 있다.

둘째, 유연근무제가 개인성과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추가로 근무평정결과 외에도 다면평정결과를 확보하여 분석함으로써 상사
의 시각뿐만 아니라 동료의 시각까지도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다른 본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유연근무제의 활용경험이 근무
평정결과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으나 다면평정결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는 바 그 차이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는 제도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기존의 활성화 방안과는 다른 좀 더 세밀하고 차별화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는 기존의 일부 
논문(권혜원&권순원, 2013)에서 우려하였던 제도의 도입자체 보다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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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제도의 운영, 조직문화)가 문제된다는 
견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다.

제 2 절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

 1. 유연근무제도의 활용의 저해요소 - 위계중심 계층문화

 2차 데이터를 가지고 유연근무제와 개인성과 평정간의 관계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서는 유연근무제의 활용경험은 근무평정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다면평정결과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다수의 유연근무제 활용경험자들이 꼽
았던 ‘근무평정 등 인사 상 불이익 우려’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결과이며, 또한 ‘상사나 동료의 눈치’는 실제로 발생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라고 하겠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
과를 G공사의 평정제도를 기반으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근무성적 평정의 경우는 상사가 평가하며, 상대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평정결과간에 일정한 수준의 표준편차가 존재한다.(평균=77.2, 표준편차
=14.67) 더구나 인사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50%) 도 상당하므로 이는 
승진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마련이다. 이를 공사의 위계 중심형 
계층문화를 고려하여 검토하여 보면, 통계적 의미에 대한 판단을 좀 더 
다른 시각에서 할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위계중심의 계층문화에서는 승
진 역시 위계가 강조되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승진을 결정하는 요소들 가
운데서 위계를 대표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일까? 본 연구에서는 개인성과
평정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로 유연근무제 활용경험, 성별, 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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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자녀유무, 승진소요기간 경과여부를 살펴보았으며, 이 가운데서는 승진
소요기간 경과여부가 조직내 위계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
라고 할 수 있겠다. 연구결과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승진소요기간 
경과여부는 근평결과에 압도적 영향(p값<0.0001, t밸류 +6.5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승진소요기간 경과여부가 근무평정결과에 미치
는 압도적 영향 때문에 유연근무제 활용경험이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범위에 있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p값=0.1669) 그 부정적 영향(t밸류 
-1.38)의 여지가 있음을 일응 참작해볼 수 있다고 하겠다.

한편, 다면평가의 경우는 상사 4인, 동료 8인, 총 12명의 평정자에 의해
서 평가되며, 그 기준은 최근 3년이내에 같이 근무한 경우이다. 또한 이는 
절대평가로 이루어짐에 따라 평정결과간에 표준편차 역시 근무평정에 비
해 상대적으로 적다.(평균=68.42, 표준편차=3.65) 그 밖에도 이는 외부
기관에 의해서 익명성이 철저하게 보장되는 가운데 평가가 이루어지며, 
최고점/최저점의 배제 및 평가자의 엄격화경향, 관대화경향을 조정하기위
해 평정자의 피평가자에 대한 평정점수를 조정하기도 한다.13) 또한 인사
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10%)도 상대적으로 적다. 이를 공사의 위계 중
심형 계층문화를 고려하여 검토하여 보면, 통계적 의미에 대한 판단에 도
움이 될 수 있다. 일단 이는 평가에 다수자가 참여하고, 익명성이 보장되
고, 절대평가이며, 승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에서 평가자의 평가부
담이 근무평정에 비해서 덜하다. 따라서 위계중심의 조직문화를 감안한다
고 하더라도 유연근무제의 활용경험이 다면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해 보기에는 승진이라는 민감한 문제 때문에 ‘승진소요기간 경과여부’라
는 요소에 압도적으로 영향을 받는 근무평정에 비해서 더 객관적인 자료

13) 관대화경향 또는 엄격화 경향을 보이는 평가자에게 평가를 받은 피평가자

는 상대적으로 이득 또는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평

가결과를 조정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 평균표준편차 보정방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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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유연근무제 활용경험이 다면평정 결과에 미친 영향을 본 연구를 

토대로 살펴보면, 상당한 수준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p값
=0.0030, t밸류=-2.98)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에 대한 판단근거
는 G공사의 조직문화진단과 관련된 2015년 설문조사14)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G공사의 조직문화는 계서제를 바탕으로 한 성
과중심의 문화로 인식되고 있다.{계층문화(73.9)>합리문화(68.2)>공동체
문화(66.7)>혁신문화(66.1)}. 그 설문지 내용을 살펴보면, 계층문화의 경
우는 규칙·절차를 강조하는 동시에 보고 및 정보관리, 책임소재 명화성 등
을 강조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리문화는 직무성과 관심도, 조직
구성원간 경쟁 강조, 능률과 생산성 강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유연근무제 활용경험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결국 유연근무제 사용
에 따라 상사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업무를 지시받고 수행하는데 유연근
무제를 사용하지 않는 동료들에 비해서 불리하게 되고 이것이 다른 동료
에 대한 업무전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 문제된다.15) 
즉 본 연구의 결과를 G공사의 조직문화와 연계해서 본다면 위계중심의 
계층문화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상태에서 성과중심의 합리문화를 강조
하다 보면 조직 구성원간 경쟁이 과열되게 되면서 결국 “통제와 경쟁”에 
몰입되게 되어 이는 유연근무제 등 공동체문화에 기반한 혁신적인 제도
에 부정적인 태도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유연근무제의 활성화 내지 저해요인 해소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14) G공사(2015)『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경영진단 및 컨설팅』보고서 참고

15) G공사 설문조사(2017)『유연근무제 활용경험에 대한 심층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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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연근무제도의 활성화 방안 - 조직문화 개선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선행연구16)를 살펴보면 유연근무
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유연근무제 유형의 다양화, 유연근무제 활
용의 의무화, 유연근무제 추진목적에 대한 단순 명확화, 경직된 조직문
화의 혁신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
눌 수 있다. 먼저 유연근무제 유형의 다양화 및 활용의 의무화는 제도 
차원의 문제이며, 나머지 유연근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추진목
적에 대한 명확화, 경직된 조직문화의 혁신 등은 조직문화 차원의 문제
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도의 유무보다는 제도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종업
원의 평가가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조직
문화와 업무환경의 효과에 더욱 주목한 바 연구(권혜원&권순원, 2013)
를 고려해보면 결국 유연근무와 관련된 제도의 도입 자체보다는 그 활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제도의 실효성에 더욱 중요한 영
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 앞서 살펴본 제도차원의 문
제와 조직문화 차원의 문제 중 어느 것에 주목해야할지에 대해 살펴본다
면 다음과 같다. 

대체로 공공기관의 경우, 제도 자체는 표준화된 모델에 따라 유사한 
제도를 따르게 마련이므로, 성과평가제도에 있어서 독자성을 갖기는 곤
란하다. 이는 각종 정부의 지침(설립운영기준, 인사운영기준 등)에 따라
서 운영되고 평가받는 점에서 비롯되며, 각 기관이 독자적으로 이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관 자체의 노력으로 
해결이 가능한 조직문화 차원의 문제에 주목하여, G공사의 사례를 기반
으로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6) 한영래(2016), 『유연근무제 활용이 근무평정에 미치는 영향 및 활성화 방

안』(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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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층문화가 강하게 작용하는 가운데 혁신문화가 취약한 경우 이는 일
반적으로 조직이 보수적인 조직문화 형태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경우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성이 떨어지게 되며 조직 내부고객 사이에 갈
등이 발생하게 되므로 조직문화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그
것은 공동체문화 향상을 통해 내부 고객 사이에 소통향상으로 대표될 수 
있다. 조직의 계층을 강조하다보면 개인별 역량 강화를 위한 의사소통이 
저해되게 마련이며, 이는 공동체문화에 저해요소가 된다.

따라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조직문화 차원의 대책은 계층문화를 
완화시키고, 온정적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협력을 강조하는 공동체 문화
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다만 조직문화의 개선은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에 따라 이를 통해 조직구
성원을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인격체로 대우하며,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함께 업무중심에서 벗어나 정서적 소통의 확대를 통해 조직구성원의 제
도수용성(유연근무제도)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1. 분석대상 및 범위의 문제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의 한계로 인해 연구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G공사의 자료 및 조직원으로 한정지어 공공기관 전체
로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다. 유연근무제도와 근무평
정간의 관계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다. 유연근무제
도와 근무평정간의 관계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타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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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즉 후속 연구에서는 정
부기관, 타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다양한 조직들을 대상으로 비교연구를 
통해 연구의 일반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유연근무제도를 G공사에서 시행중인 시차출퇴근제, 시간선택제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정부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원격근무제
(스마트워크센터), 재택근무제, 집약근무제 등에 대해서는 연구에서 빠져 
있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유연근무제 유형을 포함하여 연구
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셋째, 유연근무제 활용이 개인성과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유연근무제 활용에 따른 근무만족도, 조직몰입
도 향상 및 이에 따른 근무만족도, 조직몰입도 향상 및 이에 따른 생산
성 향상을 꼽을 수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경직된 조
직문화 및 회의문화, 관리자의 부정적 인식, 개인성과평정 시 후광효과, 
XY이론 등 다양하다. 즉 유연근무제 활용에 따라 개인성과평정에 미치
는 요인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지 못하
였다.

 2. 분석방법의 문제

 본 연구는 기존에 G공사에서 진행된 조직문화 관련 설문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조직문화와 관련된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는 바, 
이는 직접적인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문이 아니어서 활성화
방안 도출에 다소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유연근무제가 개인성과평정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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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두고, 이를 위해 G공사의 2차 자료와 기존 설문조사를 통해 연
구를 진행하여 양적 방법으로만 연구를 진행하였다. 유연근무제가 개인
성과평정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 더욱 풍부한 연구결
과를 얻기 위해서는 관리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의 방법을 활용한 질적 연구가 필요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러 선행연구
들에서 유연근무제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꼽혀온 ‘유연근무제 활용에 
따른 성과평가상 불이익 우려’, ‘상사나 동료의 눈치’가 해당 조직의 인
사평가제도 및 조직문화와 맞물려서 일정부분 존재하고 있음을 실증적으
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유연근무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문화 측면
에서 계층문화를 낮추고, 공동체문화를 향상시켜야함과 동시에 그에 대
한 향상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여러 가지 한계
점이 있지만 이를 보완·극복함으로써 새로운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
다.

 3. 향후 연구방향

 본 논문에서는 기존 선행논문에서 유연근무제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꼽힌 여러 요인 중 ‘성과평가·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 우려’, ‘상사나 동료
의 눈치’에 대해서만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해 보았을 뿐, 다른 나머
지 저해요인인 ‘업무의 타인 전가’에 대해서는 다루지를 못하였다. 유연근
무제 활성화 저해요인인 ‘업무의 타인전가’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유연근무제 활성화방안과 관련되어서도 유연근무제 참여에 따른 
개인성과평가결과가 ‘근무성적평정결과’와 ‘다면평가결과’에서 각각 달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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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고려해본다면, 제도적 차원에서 유연근무제 참여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함께 근본적으로 
유연근무제에 대한 사회의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공공기관 내 공동체문화 
내지 성과주의 문화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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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Flexible Work 
Scheme on Personal Performance in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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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number of highly educated women expeditiously escalates, the 
social advancement of women is also rapidly increasing. However, the 
economic participation rate of women according to their age groups 
indicates a decline due to marriage and childbirth, and a rebound in 
the early fourties, creating a so-called M-shaped pattern. Taking into 
account the current situation of population decline due to aging and 
low birth rate, erudite female scholars are important assets of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erms of labor power, and furthermore valuable 
resources that need to be managed nationally and socially.

Nevertheless, women's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rearing are still 
regarded as a personal problem, which is to be solved by women 
themselves or individual households.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the government is proposing various policies to support 
work-family reconciliation, starting from public institutions and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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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ials. Building on this foundation, the policies will be expanded to 
the private sector.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promotion policy 
is the flexible working system. Through this, the government expects 
to prevent the discontinuing of women's career, thereby expanding 
women's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and ultimately solving the 
problem of national unemployment and low fertility. However, despite 
the government's efforts to revitalize the flexible work system, in 
reality, it is not utilized than expected. In other words, the ratio of 
the workplace that uses the flexible working system is less than the 
government's original expectation. Previous studies analyze the reasons 
as 'concern about disadvantages in terms of personnel such as job 
evaluation and promotion', ‘relationship with colleagues' and 
‘transference of work to others'.

Among the factors pointed out as inhibiting the flexible work system 
activ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aspect of ‘worry about 
disadvantages to personal performance and appraisal' through case 
studies to verify the statement. In addition, the study aims to suggest 
a way to activate the flexible work system by using the results of the 
internal survey on the organizational culture based on the activati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was conducted by using both job 
satisfaction and peer evalu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experience of using the flexible working system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job performance evaluation and 
had a disadvantageous influence on the multi-faceted evaluat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previous studies need follow-up studies, which 
focus on the anxiety of performance evaluation disadvantage solely 
due to the flexible working system. The result of the survey implies 
the importance of the intangible organizational culture in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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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designing and operating the system. The process of adoption of the 
flexible work system must be considerate in accepting and utilizing 
the culture.

Based on this study, the paper insists that in order to activate the 
flexible working system,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ommunity 
culture by emphasizes cooperation, warm human relations and 
reduction of the hierarchical culture in the organizational culture level. 
However, in the case of public organizations, regulations and 
procedures are emphasized due to the nature of its structure and 
work, and it is arduous to resolve them in the short term, so a mid- 
to long-term approach is needed. Therefore, improving the community 
culture is a tolerable goal in the short term. This study suggests how 
to use emotional leadership, to activate emotional communication, to 
manage organizational diversity, and to improve the mentor system.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actual data on 'disadvantages in personal 
performance and self - esteem', 'peer' s perceptions, and personal 
relationships with colleagues' among various factors that have hindered 
the activation of flexible work arrangements, yet, the study lacks the 
examination of the factor 'transference of work to others'. Follow-up 
studies must focus on these impediments, in order to alleviate the 
obstacles from the flexible working system to fully activate. 

Keywords: Flexible work arrangements, Personal performance 
evaluation, Work appraisal, Multi-faceted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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