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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f 둠븐 효느 록를 

在휠動務者(탤례커뮤터)의 時·空間 行顯에 關한 陽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趙 聖 惠

이 논문은 우리 나라 특히 서울지역의 전반적인 재택근무 현황올 파악하고， 

재택근무에 따르는 기업과 개인 수준의 특성올 분석함으로써， 재택근무가 재택근 

무자의 행태에 영향올 미치는 요인이 있음올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재택근무 

자의 시·공간 행태 특성올 연구하여， 우리 나라의 재택근무자들이 그들의 시·공간 

행태를 어떻게 조직하는지 그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논문의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 나라가 80년대 후반에 겪었던 경영 환경의 변화가 기업들로 하여금 

새로운 근무 제도의 하나인 재택근무제를 도입하도록 작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수도권의 147ß 회사가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회사별로 

도입 배경과 전개 과정이 달리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의 성격， 개인의 자옳성， 고 

용 조건， 전문성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어 재택근무를 크게 3개 유형， 즉 전문형， 

중간형， 단순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2) 재택근무는， 먼저 기업 활동 측면에는 일의 성격， 고용 관계， 관리·감독과 

경영 동에 영향올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의 성격 부분에서 재택근무의 적용 

이 가능한 업무의 한계， 업무 재조직의 문제， 일의 성과 측정의 어려움 퉁이 나타 

났고， 고용 관계에 있어서는 재택근무를 통한 전문 인력의 확보， 저렴한 노동력의 

이용， 추가 인력 공급 동의 문제 해결이 부각되었다. 관리·감독 및 경영 부분에서， 

의사 소통의 한계는 통신 기술과 설비의 확대보다는 대면 접촉의 유지를 통해서 

극복하고 있었고， 관리와 감독의 어려움은 성과급 또는 시간제 고용 동으로 반영 

되었다. 

다음으로， 재택근무자 측면에는 공간적， 인구학적인 특성이 나타났고， 사회·심 

리적， 경제적， 그리고 교통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근무자들 



은 공간적으로 대부분 직장과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학적으로는 30대 

전후의 여성들로 고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이고 재태근무의 유-형에 따라 사회·경제 

적 지위에 차이가 있었다. 재택근무자는 사회·심리척으로 다른 사람의 경험올 보 

고 들올 기회가 적고 일에 대한 동기와 만족감 자극과 경쟁심 둥에서 영향올 받 

으며， 경제적으로는 교통비， 의복비 동에서 절약 효파가 있었으나， 소득의 보장， 

생산성의 중가 퉁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재택근무자는 외출 계획을 규모 

있게 함으로써 교통 효과를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냈다. 

3) 재택근무자의 시·공간 행태에 있어서 먼저 재택근무자는 비교 집단(일반취 

업자 및 30대 여성)에 비해 통근 통행의 시간대가 러시아워를 피해서 비교적 자 

유롭게 배분되어 있었으며 통행 연계는 대체로 거주지 근처에 제한되어 있었다. 

시간대벌 분포에서 업무 활동과 가사 활동은 비교 집단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여가 활동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고 수면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활동 시간 

량에서 가사 활동이 비교 집단과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으며， 업무 활동， 수면， 여 

가 활동에서는 비슷한 양의 시간을 할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옥외 활동은 빈도가 

높지 않았으며， 활동의 목적지도 거주지 근처로 제한적이었음올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유형별 재택근무자의 시·공간 행태에는 기업들의 재택근무제 도입 

목적과 경영 특성이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각 유형별 재택근무자의 시·공간 행태 

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 분포에 있어서 업무 활동과 수면은 유 

형간 차이가 없었으나， 가사 활동과 여가 활동은 유형간 차이가 있었다. 활동 시 

간량에서 모든 활동이 요일별로 유형간 차이가 있었다. 공간 점유에서 세 유형 모 

두 가정에 있는 시간이 압도적이었으며 옥외 점유 공간의 범위에서도 세 유형 모 

두 거주지 근처에 제한되어 있었다. 

이 사례 연구를 통해 ‘전자 주택’으로 압축되는 가족 중심 사회의 도래， 재택 

근무에 따르는 전통적인 근무 시간 중심의 결합 제약(coupling constraint)의 해제 

와 새로운 형태의 결합의 퉁장 교통지리학에서 총통행량의 증감 여부 동과 관련 

된 논쟁들에 대한 학문적 의의와 시사점이 제시될 수 있었다. 

주요어: 재택근무， 재택근무자， 정보기술， 개인의 자율성， 통근통행， 시·공간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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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q 1 장 서 흔큰 

1.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최근의 사무 자동화와 원격통신(遠隔通信 telecommunication) 기술의 발달 

추세로 보아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일어날 변화 중의 하나로 근무 형태에 있 

어서 텔레커뮤팅 (telecommuting)의 보편화가 예상된다. 컴퓨터와 遠隔通信올 사용 

함으로써 근로자가 지금과 같이 出·退動올 하지 않고 事務렇(principal office) 이 

외의 장소에서 일하는 것이 허용되는 이른바 텔레커뮤팅1)이라는 용어는 1973년 

Nilles(1988)에 의해 遠隔通信이 매일의 出·退動 통행올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대체됨올 지칭하는 것으로 처음 사용되었다. 

Toffler(1980) 에 의해 널리 알려진 ‘電子住혐(electronic cottage) ’ 개념에서 제 

시된 自흰 텔레커뮤팅 (homé-based telecommuting)에 대한 관심이 최근 고조되고 

있으며， 실제로 개인용 컴퓨터가 가정에서 業務에 자주 사용된다. 물론 事務室에 

서 사용되는 최신의 시설들이 아직 가정에 까지는 보급되지 못한 상태이나， 事務

1) Nilles(1988, 301-317)는 자주 사용되는 비슷한 용어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telework, electronic cottage, intelligent building, flexiplace, remote work, distant 
work, networking, industrial homework, home office work, location-independent 
tasks. 
우리 나라의 사전에는 ‘텔레커뮤팅 (telecommuting) :재택단무(在현動務). 컴퓨터 

단말기를 자택에 설치，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일을 하는 것. 회사로서는 사무실의 

책상이나 통근 수당 등이 불필요하게 된다. 재택근무를 하는 사원은 집에서 가사 

나 아이들을 돌보면서 마음에 맞는 장소에서 살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연대 

감을 잃어버리거나 고독감을 느껴 능률이 저하되는 수도 있다(현대시사용어사전， 

1989, 397) ’. 라고 풀이되어 있다. 그러나 재택근무는 텔레커뷰팅의 장소 중 자택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시키기 때문에 텔레커뮤팅을 재택근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정 

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본다(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제 2장 l절 참조).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용어로는 ‘텔레커뮤팅’과 ‘텔레커뮤터(텔레커뮤팅 방식 

으로 근무하는 사람)’란 단어를， 우리 나라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택근무’와 ‘재택근 

무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1 , . ‘ 



職 業務의 상당 부분이 회사의 컴퓨터와 연결되는 遠隔通信 시설을 갖춘 컴퓨터 

나 端末機에 의존하게 되었고， 사람들과의 의사 소통은 물론 業務에 필요한 자료 

의 획득 역시 컴퓨터를 통해 가능해지고 있다. 

텔레커뮤팅이 公益의 측면에서는 交通輔효의 繼和， 空間的인 集中에 대한 分

散， 大氣휩業의 減少 둥을 위한 解決 代案이 훨 수 있고， 기업에 있어서는 生塵性

向上， Á力確保， 經營의 合理化 둥에 활용되며， 개인에게는 勞動과 삶의 質의 向

上， 自律性 增大 둥올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동에서 텔레커뮤팅올 지원하는 환경 

변화에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상당 부분은 遠隔通信과 情報技術의 

사용에서 초래될 수 있는 변화를 구체적으로 조망하고 가정해 보며 예측하는 데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텔레커뮤팅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대시키는 

데 기여해 왔으나 텔레커뮤팅에 관한 가정과 예측에는 상호 대립적인 두 가지 주 

장이 계속 맞서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래학자들과 교통관련 전문가들 그리고 기술 

주의자들은 텔레커뮤팅에 대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반면， 사회학과 심리학 분야 

의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올 갖고 있다. 

특히 교통 분야에서의 텔레커뮤팅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의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주요 관심사는 텔레커뮤팅으로 減少될 수 있는 通動

(commuting)이며， 그 내용은 遠隔通信과 交通間의 代替關係와 그로 인한 교통의 

양적인 변화를 밝히는 데 있었다. 한편 통근이란 일터와 거주지간의 통행올 일걷 

는 것으로 개인 통행에서 차지하는 優位性 때문에 대도시 통행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며， 도시의 空間構造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되어 왔다 

(Wheeler, 1970, 152-158). 통근은 전체 교통에서 차지하는 比重과 規則性 때문에 

지금까지 交通地理學과 交通學 연구의 중심 주제였으며 통근에서 발생되는 交通

問題는 대부분의 대도시가 해결해야 하는 주요 문제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지금까지 도시 공간구조 이론은 일자리와 거주지의 空問分離 과정에 바탕올 

두고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기폰의 이론으로는 情報化 社會의 도시 공간구조 설 

명에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미래의 도시 공간과 통행을 이해하는 데에는 일터와 

n 
ι
 



거주지의 결합을 추구하는 텔레커뮤팅에 관한 파악이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안방근무J，自家動務J，自혐動務」 동으로도 불리는 自흰 텔레커뮤팅 

은 지금은 비록 變形動勞制의 한 유형으로， 실제로 아주 제한적인 소수의 인원만 

이 참여하고 있으나 최근의 情報通信 기술 발달의 속도와 개인용 컴퓨터， 모템， 

팩시밀리 동의 보급 정도를 보면 장차는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갈수록 심해지는 A力難 人件費 上昇 生塵性 減退現

象 동 경영 환경의 변화로 인한 생산 체제의 재편과 그에 따른 근무 제도 쇄신의 

필요성은 기업으로 하여금 기존의 획일적인 근무제도를 탈피하여， 근무 시간， 근 

무 방식 퉁올 탄력 있게 운영하는 變形動勞制에 관심올 갖도록 자극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한국일보， 1991. 11. 28). 

그러나 이러한 現象은 일간 신문과 TV 동에서 뉴스 기사로만 취급될 뿐 국 

내에서는 이 분야의 理論的 짧究나 實證的 짧究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더우기 지금까지 텔레커뮤팅의 공간 효과에 관한 연구와 이러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정보와 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텔레커뮤텅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정부 공공 기관 그리고 기업의 의 

사에 따라 결정되지만 공간의 변화는 결국 空間選擇의 基鍵F옵{立인 개인이 공간에 

표출하는 行態의 變化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텔레커뮤팅으로 야기되는 공 

간변화를 이해하는 데에는 도시 공간구조 변화의 기초적 決定單位인 개인의 空間

選擇 行態에 관한 深層的인 휩￥究가 필요하며， 개인익 공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社會的， 經濟的 地位(텔레커뮤팅에 의해 특정지워지는)와의 관계 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실적인 연구의 필요 하에 텔레커뮤팅에 관한 다음과 같온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우리 나라에서 在E힘動務는 기업과의 관계에서 언제， 어떤 목적으로 도 

입되어 어떤 職種과 業務에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으며， 企業活動에는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가? 텔레커뮤팅의 경험이 20년 이상되는 외국의 사례와는 어떻게 

다른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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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과연 재태근무가 在흰動務者의 通動通行 변화에 얼마나 큰 영향올 미치 

며，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듯이 텔레커뮤팅의 도입에 따라 통근 통행이 줄어든다 

면， 재택근무자의 입장에서 재택근무로 얻어지는 時間과 業務의 載量權이 다른 통 

행과 더 나아가 하루의 時·空間 行顯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퉁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 나라 특히 서울지역의 재택근무와 재택근무자 

의 現況과 特性을 파악하고， 재택근무의 意味를 評價하는데 필요한 實證的인 情報

를 확보하여， 이것올 근거로 궁극적으로는 在흰動務에서 영향받는 在흰動務者의 

時·空間 行顯의 特性과 패턴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에 있다. 

이 연구에서 파악하는 在흰動務의 現況과 在흰動務者의 時·空間的 特性은 텔 

레커뮤팅에 관한 연구가 全無한 국내의 현실에서 학문적으로나 실제 정책 수립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意義를 갖는다. 

첫째， 재택근무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적옹하기 위해서， 

정부와 사회 입장에서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불가피한 제도라고 

한다면， 學術的 用語의 定惠는 텔레커뮤팅에 관한 장차 연구의 기본 틀올 제공하 

게 되며， 

둘째， 재택근무로 減少하는 통근이 交通量 減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를 추청하는 기초 자료로 교통 청책에 기여하고， 

셋째， 業務 중심지에 발달하고 있는 通動者를 위한 서비스 활동들의 변화를 

예측하는 단서를 제공하며， 

넷째， 재택근무를 통해서 情報技術이 개인의 생활에 미치게 될 영향의 일부를 

파악 가능하게 하며， 

끝으로， 재택근무에서 주어지는 시간과 장소 선택의 재량권이 재택근무자로 

하여금 活動時間의 分散 또는 새로운 活動時間 類型의 동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 

므로 새로운 형태의 시·공간 결합의 둥장에 있어서， 가족간의 投害u훌顧， 空間훌購 

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올 제시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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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과 자료 

이 연구의 주제인 在혐動務者의 時·空間 行態의 特性올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의 自흰 텔레커뮤팅2)의 現況올 파악하고 기업과 개인의 수준에서 재택근무에 

따르는 특성올 검토해야 하는 데， 이를 위한 연구 방법과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방법 

재택근무에 관한 제반 사항은 새롭고 복잡하며， 아직은 모집단의 크기가 극히 

작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의 재택근무 연구에는 定性的인 방법이 적합하다고 생각 

한다. 개인의 시·공간 행태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혼히 사용하는 生活日誌를 이 

용한 분석으로는 개인의 시간과 공간 利用의 結果를 파악할 수는 있으나， 時·空間

組織의 理由와 러有 過程의 이해에는 제한이 따르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채택하는 定性的 분석은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 단계 

에서 텔레커뮤팅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된 쟁점들이 우리 나라의 

사례에서는 어떻게 r 나타나는가를 企業과 個A 측면에서 검토하고 분석한 다음， 그 

특성올 파악하여 個人行態에 영향올 미칠 수 있는 主要 要素를 찾아낸다. 둘째 단 

계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개인의 시·공간 행태에 작용하여 나타나는 특성올 분 

석하고 해석한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과정은 다음 그림과 같이 표현된다(그림 1-1). 먼저 재택 

근무의 導入과 展開過程올 통해 재택근무의 특성올 고찰하고 재택근무의 유형을 

파악하는 한편， 企業測面과 個A測面에서 재택근무와 관련된 제반 사항들올 검토 

하여 재택근무자의 시·공간 행태에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추론한다. 이러한 배 

2) 현재 우리 나라에 도입되어 공식적으로 알려진 텔레커뮤팅 땅식(일하는 장소에 대 
한 논의는 제 2장 1절 참조)은 가정이 일터로 사용되는 자텍 텔레커뮤팅， 이른바 

재택근무 뿐이므로 이 연구의 대상은 자택 텔레커뮤팅(재택근무)으로 제한한다. 

C 

니
 



경을 근거로 재택근무자의 시·공간 행태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 점유 과정에 대한 

해석올 한다. 

재택근무 
~ 

현황 

2) 연구 자료 

기업측면 

개언측면 

〈그림 1-1> 연구 과정 

-늦 
재택근무자의 

시·공칸행태 

재택근무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자료가 출간되지 않았으므로 심층적 

이고 정성적인 분석을 위하여 이 연구의 1차 자료는 연구자의 設問紙 調훌를 통 

한 옹답과 재택근무를 관리·감독하는 담당자나 재태근무자들과의 면담 내용이다. 

설문지는 企業의 特性을 파악할 수 있는 것과 個A의 特性올 분석할 수 있는 2 

종류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를 보완해 줄 수 있는 2차 자료로는 금성 STM, 한국 

듀폰， (주)태평양， (주)프로랭스 퉁 기업의 홍보 자료와 한덕생명， 금성 STM, 한 

국통신 동의 在혐動務制 시행안， 회사연감， 노동통계연감， 정보통신연감， 국가정보 

화백서， 國民生活時間調훌(韓國放送公社， 1990)3)를 활용하였다. 

3) 국민생활시간조사는 1981년 최초로 시작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사용한 1990년 자료 
는 다섯번째 실시된 것임. 국민생활시간조사에는 10세 이상 전체 국민올 조사대상 

으로 類層別 二段階 無作德標集法이 사용되었음. 조사 대상일을 명일， 토요일， 일 

요일로 하여， 각 일에 국민들이 특정 행동을 어느 時間帶에， 얼마 만한 時間量으로 

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전체 국민의 평균적인 시간대 및 시간량이 계산되었고， 

母集團은 다시 有意한 次下 집 단- 性別， 年顧別， 職業別， 學力別， 市道別， 地域別

으로 구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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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측 설문 조사 

설문지는 재택근무의 現況과 特性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과 재택근무의 도입 

효과를 검토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택근무의 현황과 특성은 채택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人的事項， 職種， 職位， 在흰動務 經歷， 性別， 年觀， 學

歷， 居住地， 動務條件， 재택근무 以前의 상태와 재택근무를 위한 施設， 藍督， 管理

에 관한 질문에서 얻을 수 있도록 하였고 재택근무의 도입 효과는 선행 연구에서 

논의되었던 장·단점을 확인할 수 있는 26개의 문항으로 만들어졌다(부록: 설문지 

I 참조) . 

조사 대상 기업의 선정은 먼저 주요 일간지에4) 의하여 금성 STM, 한국 듀 

폰， 한국통신， 한양전자계산， 한국 IBM, 한덕생명， (주)프로랭스， 현대정보기술， 백 

산서당 동의 회사를 선정하고， 다음 단계로 컴퓨터 관련 전문가5)의 조언올 얻어 

티제이사， 동미전기， (주)태평양， 현대자동차， 연합데이타 풍의 회사를 선정하였다 

(그림 1-2). 

설문조사는 1994년 6월 초에서 8월 말까지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곧바 

로 검토하여 누락된 정보 또는 모호한 내용은 즉시 보충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전화로 연락이 가능하였다(재택근무를 실시하는 147ß 기업에 대해서는 제 2장의 

3절 참조). 

S 이들 자료는 이 연구에서 ‘在흰動務者’라는 특정 분석 대상 집단의 行態分析 결 

과를 解析， 評價하는 데 귀중한 準擺資料로 이용되었음. 이러한 자료는 도시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가 급속히 진행되는 학문적 추세에 비추어 매우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유용활 것으로 판단됨 . 
4) 1991.10.14일자 경향신문을 시작으로 1994년 8월말 현재 주요 일간지 및 월간 경보 

과 컴퓨터에 실린 회사 명단을 참조하였음. 

5) 사단법인 여성정보인협회의 도움을 받아 여성 텔레커뮤터(재택근무자)를 찾을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147ß 의 회사에서 실시하는 텔레커뮤팅은 본 연구자가 이용 

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들이며 지금까지 텔레커뮤팅에 

관심을 가져온 회사들을 대표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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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미전기 

〈그림 1-2> 쩨택근무 도입 회사의 위치 

(2) 재택근무자에 대한 설문 조사 

2 4ka 
L--.I...--J 

이 연구를 위해 재택근무일 3일 회사 출근일 1일， 그리고 주말 하루의 생활 

일지가 기록되었다. 여러 날의 활동 일지를 통해 개개인이 하루의 생활 속에 자신 

의 텀的活動올 어떻게 配分하는가를 들여다 봄으로써 개인의 시·공간 행태의 結

果와 그 原因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고 따라서 재택근무로 초래되는 시·공간 

특성올 파악할 수 있다. 在켠動務日 3일간의 기록은 사례 연구의 표본수가 적기 

때문에 가능한 한 편차를 줄이자는 의도에서이다. 그 밖의 설문 문항은 재택근무 

자의 인적사항과 재태근무가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 

성되었다(부록: 설문지 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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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문 웅답자들은 기업내 재택근무자의 現況을 통해 파악된 48명의 재택근무 

자들로，6) 회사의 재택근무 담당자들의 도움으로 직·간접으로 접촉할 수 있었다(표 

1-1). 다수의 웅답자들은 자신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올 꺼려했으나 성실하게 옹 

답해 주었고， 일부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전화 질문에도 대답해 주었다. 

표본 집단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상세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옹답자들 

의 도움이 필요했다. 각 회사의 담당자들은 연구의 취지를 이해했고， 이후 여러 

차례 만남과 전화로 자료 수집 에 도움올 주었다. 

재택근무자의 시·공간 행태의 특성에 관해서는 국민생활시간조사에서의 一般

就業者 및 30代 女性의 時間生活， 在혐活動， 屋外活動 퉁올 參與 時間帶와 活動

時間量 자료를 통해 비교한다.7) 

6) 이 연구의 대상 재택근무자는 모두 재택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체에 소속되 
어 있다. 선행 연구의 텔레커뮤터와 이 연구의 선정 기준을 참고로 하여 우리 나 

라의 기업들이 인정하고 있는 재택근무자를 직업별로 정리히·여 보면 다음 표와 같 

다. 다만 조작적 정의(제 2장 3절 참조}에서 언급된 문제점룰을 고려해 볼때 번역 

및 무역 서비스직(프로랭스)과 자료 입력(연합 데이타)은 기존의 근무 유형이 가 

정에서 일하는 것으로 강하게 인식되어 있어서 개인의 시·공간 행태 특성에 관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직종과 회사벌 재택근무자의 수 ( )안 단위: 명 

직종 전문직 영업 전산 편집 디자인 번역및무 자료입력 

역서비 λ 

한국듀폰(1)한국통신(1) 백산서당 

금성STM 한국듀폰 한덕생명 (7)동미전기 (2) (3) 백산서당 효로랭스 연합데이타 

회사명 (1) (1) 현대자동차(4) (주)태명양 (1) (약20이 (30) 
현대정보기술(29) (1) 

한양전자(3이티제이(1) 
출처: 면담 자료 

7) 모든 활동들은 시작과 끝나는 시간， 활동 종류， 활동 장소， 교통 수단， 그리고 이동 

에 소요된 시간이 하루 중 활동의 순서에 따라 입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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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설문지 회수 현황 

회사 배포매수 회수매수(회수율) 

1 1 1 (10이 
2 4 0(0) 

3 1 (10이 
4 1 1 (100) 
6 2 1 (5이 
7 2 o (0) 

8 o (0) 
9 7 7 (100) 
10 23 23 (100) 
11 4 4 (100) 
12 26 9 (34.6) 
14 2 1 (50) 
합계 74 48(64.9%) 

3. 논문의 구성 

이 논문은 모두 6장으로 구성된다. 제 2장 문헌 연구는 두 개의 주제를 대상 

으로 논의한다. 하나는 텔레커뮤팅의 擺念올 파악하기 위하여 그동안 논의된 청의 

를 검토하여 정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텔레커뮤팅으로 초래되는 現象 -기업 

활동 및 개인의 행태적 측면-에 관한 논의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연구의 필 

요성올 도출해 내고 이 연구에서 밝혀야 활 내용과 사례 연구 대상자의 선정에 

관하여 기술한다. 

제 3장은 우리 나라의 사례 연구로 재택근무의 現況올 파악하기 위하여 재택 

근무의 도입 배경， 지금까지의 전개 과정을 기술하고， 우리 나라에 나타나는 재태 

근무의 형태로부터 유형 분류를 시도한다. 

제 4장은 재택근무의 실시에서 초래되는 특성올 기업 측면과 개인 측면에서 

분석하여 개인의 시·공간 행태에 영향올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본다. 

제 5장은 재택근무에 따르는 개인의 시·공간 행태를 분석하여 제 4장에서 논 

의되었던 영향력 있는 인자들과의 관계에서 그 특성을 파악한다. 시·공간 행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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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자의 회사 근무일， 재택근무일， 그리고 주말별로 분석되며， 비교 집단(비 

재태근무자)의 행태와 비교되고 유형별 재택근무자의 행태가 비교된다. 

마지막 제 6장 결론에서는 3장， 4장， 5장의 사례 연구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경험적 연구의 결과들을 學術的인 觀點에서 그 意義와 理論的 示浚를 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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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창 탤러l 커뮤탕에 관환 이론 연구 

본 장에서는 텔레커뮤팅에 관한 先行짧究들을 檢討한다. 1절에서는 지금까지 

의 텔레커뮤팅에 관한 擺;용;을 논의하여， 理論的인 用語의 定意를 파악하며， 선행 

연구에 나타난 類型올 종합한다.2절 텔레커뮤팅의 선행 연구 검토에서는 技術的

要因과 社會·經濟的 環境變化와 함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달라지는 일반적인 

연구의 흐름올 살펴보고， 텔레커뮤팅의 도입으로 야기되는 여러 가지 효과들올 企

業 측면과 個A 行態 측면에서 고찰한다. 3절에서는 선행 연구의 요약과 비판적 

검토를 통해 연구의 필요성을 밝히고， 이 연구를 위한 在흰動務者의 選定基準을 

제시한다. 

1. 탤례커뮤팅의 정의와 유형 

1) 개념에 관한 논의 

텔레커뮤팅에 대한 용어의 개념은 빠르게 발전하는 情報技術 수준이 일하는 

방식을 계속 변화시키고 정보 기술을 수용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급격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 Nilles(1973)가 텔레커뮤팅을 하 

루의 왕복 통근올 遠隔通信으로 代替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이래 텔레커뮤팅은 원 

격의 意思流通이 物理的 移動올 대신하여 줌으로써 사람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일 

하는 형태라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01son과 Primps0984, 97-112)는 텔레 

커뮤팅은 일반적으로 원격통신이 일자리로의 物理的 通行올 대신함올 의미하며， 

피고용자가 정해진 일자리에 참여하는 대신 가정에서 일하도록 허용되는 企業的

擔置(arrangements)라고 규청하였다. 동시에 텔레커뮤팅으로 수행되는 업무는 개 

인 단위의 일로 중심지에 위치한 업무 현장과 分離되어 수행되는 일을 지칭하는 

遠隔地 動務(remote work)보다 특정한 사례라고 인식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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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적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당면하는 문제는 ‘누가 텔레커뮤터인가’ 

이다. 이 문제의 해답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텔레커뮤팅의 성격을 규정하는 요소들 

- 즉 일의 성격은 어떠하고， 어펀 직종에서 시행되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어 

떠한 형태로， 어디에서 動務를 수행하며， 사용하는 시설은 무엇이고， 어떤 수단이 

意思流通에 사용되는지 동-을 검토하여 청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어떤 직종에서 가능한가? 

초기에는 텔레커뮤팅은 컴퓨터 산업이나 情報塵業과 직접 관련된 직종에 한 

정된 것으로 생각되었다.2) 그러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情報職 從事者

가 아니며 모든 정보직 종사자가 하루 근무 8시간 동안올 줄곳 컴퓨터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정보관련 업무의 상당 부분이 아직도 펜과 종이， 전화 

를 사용하는 在來式 方式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 공업과 농업， 그리고 제조 

업에 종사하던 노동력이 상-당 부분 역시 정보 관련 노동력으로 전환했고， 이들은 

정보의 創出과 萬集 그리고 調整에 관여함으로써 전체 노동력의 큰 부분올 구성 

하게 되었다. 

Ramsower(1985, 21-23)3)는 다양한 직업들이 정보를 필요로 하고， 그들 업무 

1) 개념 정의를 위한 다른 시도로 Huws(1990, 9-10)는 ‘텔레커뮤팅은 屬用主와 發注

者의 위치와는 별개의 장소에서 일하며， 피고용자나 기업의 회망에 따라 위치가 

바뀔 수 있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므로 고용주와 피고용자 사이에 원격적으로 

의사 소통되는 결과 상당한 정도로 전자 장비 사용에 의존하는 일이다. 그렇지만 

원격의 의사 소통 연계는 직접적인 원격통신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우편이나 통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할 수 있다. 
2) 실제로 텔레커뮤팅은 1957년 Computation Inc.에서 처음 실행되었다. 이 회사는 가 

정에서 일하는 컴퓨터 전문가들의 소규모 과학 공동체인 것으로 알려졌다(S피rley， 

1988, 23). 
3) 그는 word processing operator, editor, programming developer, programmer/ 

analyst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기타 사례 연구에 나타난 텔레커뮤터들로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래머 (Bush， 

1990), 사무직， 관리직， 전문직 (Barbas， 1988) , 사무직， 판매직， 행정직， 관리직， 전문 

직， 기술직(Gordon & Arsdale, 1986)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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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당 부분이 정보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직종에서 렐레커뮤팅이 가능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텔레커뮤팅의 업무는 제한된 意思統L通 통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獨立的이어야 하고， 동료의 도움이 필요한 업 

무는 최소한 그들이 사무실에 근무하는 동안에 보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Olson 과 Primps(l984, 99)는 컴퓨터와 원격통신의 발달은 텔레커뮤팅이 가능 

한 직종을 據大시킬 수 있다고 보았는데， 첫째， 과거에 종이와 펜을 사용하여 업 

무를 수행하던 專門職과 經營職(管理職)， 그리고 事務職 업무들은 事務딩動化를 

통해서 텔레커뮤팅에 적합해 질 수 있으며， 둘째， 업무룰 수행하는데 있어서 自律

性이 크며 동료의 도움이나 감독이 필요하지 않은 직종 예를 들면 獨立的으로 장 

기간 프로젝트를 맡아 수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경우 결과적으로 피고용자 

가 어디서 근무하는 지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텔레커뮤팅이 용이하다. 

셋째， 워드프로세싱4)과 같이 반복적인 事務關聯職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업무의 

복잡함올 최소화하도록 재조직될 수 있으므로 텔레커뮤팅올 수행하는 것이 용이 

하다고 지적했다. 

Sa1omon(l986, 223-238)은 원격통신 기술의 발달과 單位 費用當 收容能力의 

엄청난 증가는 비용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여 화이트칼라 업무의 상당량과 자료의 

입력， 검색과 분석， 디자인， 검침 및 관리 퉁과 같은 일들이 통신올 통해 遠隔地에 

서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바람직한 위치로 作業場을 移轉할 수 있다고 보았 

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초기에는 텔레커뮤팅은 컴퓨터 산업이나 정보 산업 

과 직접 관련된 직종에 한정되었으나， 다양한 산업들이 정보를 필요로 하고， 그들 

업무의 상당 부분이 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텔레커뮤팅이 가 

4) Ramsower(l985, 38)는 조직이 가장 잘 된 직종이 워드프로세싱 오퍼레이트라고 

했다. 회사의 모든 작업이 워드프로세싱 센터로 모아지며， 이 곳의 업무는 문서의 

타이핑， 편지 보관， 통계표와 차트 작성， 그리고 서류를 작성하는 일 둥이 포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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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며， 컴퓨터와 원격통신의 발달로 텔레커뮤팅이 가능한 직종이 계속 據大될 것 

으로 생각된다. 특히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自律性이 크며 동료의 도움이나 

감독이 불필요한 업무， 정보 교환， 지시 전달 그리고 아이디어 創出과 같은 업무， 

반복적인 사무 관련직 업무나 화이트칼라 업무의 상당 부분， 자료의 입력， 검색과 

분석， 그리고 디자인 동의 일이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일반적으로 일의 限界가 분명치 않고 정해진 형식이 없는 업무， 판매， 

협상 및 사람올 사귀는 둥과 같이 복잡한 의사 소통이 필요한 업무， 그리고 상품 

의 物理的 創出이나 移動에 관련된 직종은 텔레커뮤팅이 적용되기 어려운 분야라 

고 할 수 있다. 

(2) 어 떤 부류의 사람들이 종사하는가? 

Huws(1991 , 22)는 통상적으로 텔레커뮤터로 가정되는 인물은 첫째， 管理的이 

거나 專門的인 능력올 가잔 남성이고， 둘째， 協同의 윤리에 順應、하며， 셋째， 교외 

지역에 거주하며 넷째 일하는 장소와 일의 채택 여부(완전 고용이라는 가정에서) 

에 대한 ，決定權올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설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어 

펀 변에서 앨빈 토플러의 ‘電子住흰(electronic cottage) ’ 의 개념 에 해당되는 인물 

이라고 여겨진다.5) 

최근 사무실과 가정에서 값싼 개인용 컴퓨터와 워드프로세서가 사용되기 시 

작하면서， 현실적으로 텔레커뮤터들은 위에 열거한 특성들과는 큰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Huws(1990, 22)에 의하면 첫째， 管理職과 專門職 從事者가 아니고， 둘째， 秘、

書職과 事務職에 있어서 남성 텔레커뮤터보다는 회사측의 人件費 節減올 위해 해 

고된 남성 근로자를 대신하는 終日 事務職의 여성 텔레커뮤터가 優勢하며， 셋째， 

5) 전자 주택이란 전자 기기를 갖춘 소주택으로， 현재 사무실 중심으로 한 장소에 집 
중된 일터의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가정을 말하며 그 시설에는 워크 스테이션 

(work station) 1 고성능 타이프라이터 사진 전·수송기 TV 회의용 설비 등이 필요 
하다. 대체로 외딴 시골에 위치하는 것을 전제하며 고용주나 외부와의 관계는 전 

적으로 전자 케이블에 의존하는 형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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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나 자료를 입력하는 횟約 事務職 여성， 넷째， 어린 자녀를 양육하면 

서 직장일올 계속하고자 하는 管理職 및 專門職의 주부 퉁이 텔레커뮤터를 구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ross 와 Raizman(1986, 20)은 텔 레 커 뮤터 는 보통 30-45세 사이 의 남성 이 며 , 

자기 지향의 욕구가 있는 성취자들이고，6) 持觸性이 있어 실패에 대해 두려움을 

별로 가지지 않는 잘 조직된 사람들로， 그들 자신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사람들로 보았다. 

Bush(1990, 243-249)는 첫째， 처음부터 텔레커뮤터였던 사람보다는 사무실에 

서의 대인관계 형성올 경험한 사람이 텔레커뮤터로 성공하기 쉽다고 했다. 텔레커 

뮤터는 對面接觸이 감소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텔레커뮤팅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社交的인 성격이 필요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對λ、關係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안정된 대인관계는 이해 

와 신뢰를 형성하고 物理的이고 心理的인 거리가 있는 텔레커뮤팅의 어려움올 극 

복하는 데 도움올 주기 때문에 이미 동료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텔레 

커뮤터는 원격통신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성공할 수 있다. 둘째， 텔레커뮤터는 

일올 중시하고 컴퓨터 속에서 성장하여 컴퓨터를 日常의 家電製品으로 다룰 수 

있는 젊은 층에서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R닮nsower(1985， 12)에 의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근로자 부족 때문에 기업들이 

텔레커뮤팅올 통해 家흉에 覆在된(home-bound) 노동력을 고용한다고 했으며， 가 

청에 잠재되어 있는 노동력은 身體的 障碼者 또는 어린이를 돌보아야 할 책임 때 

문에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는 일할 수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6) Pratt(1984, 4)에 의하면 독립적이고 성취욕이 강한 사람 중 가내 근무를 거부 

한 후 사무실 상근자로 돌아가거나 근무를 그만둔 사람들은: 첫째， 그들의 사교 

적 생활을 사무실 교제에 의존하는 독신 남녀. 둘째， 단말기에서 장시간 일하는 것 

이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장애 근로자. 셋째， 가족들이 근로자가 가 

정에 있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 넷째， 감독 없이는 그들 직염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는 사람. 다섯째 현장 이외 지역 (off-site)의 생산성이 감독관에 의해 쉽게 측정 

되지 못하는 근로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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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wsC1991. 29)는 그 밖에 통근올 피할 목적으로 고용주와의 합의에 의해 가 

정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규모 協同體制의 환경올 싫어하여 그들 自身의 ‘電子住

흰’올 건립한 개인적인 유형， 공적·사적 조직의 부분올 체계적으로 가내 작업으로 

이전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 7) 석공에서 농부와 건축가에 이르기까지 그들 작업 

의 일부를 컴퓨터를 사용하여 집에서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집밖에 일올 가지고 있 

는 사람 중에서도 가정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副業올 하는 경우 동이 있다고 하였 

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현실의 텔레커뮤터는 하나의 전형이 있는 것이 아니 

고 경우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보통 30-45세 사이의 남성이 중심 대상이 

나， 인력 부족의 완화와 인건비 절감올 위해서는 통근이 불가능한 집단 

(home-bound group, 주로 여성)이 텔레커뮤터의 주요 구성원이 된다. 이들의 특 

성은 독립적이고 자기 성취욕이 강하며 일올 중시하고 컴퓨터에 익숙하다는 점이 

다. 그 외에 통근을 피할 목적으로 고용주와의 합의에 의해 가정에서 일하거나， 

집 밖에서 일을 하는 피고용자 중에서 가정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업을 하는 경 

우 동도 있다. 

(3) 근무 형태 

텔레커뮤팅이 컴퓨터 端末機와 전화 퉁올 통한 意思爾通에 의해 매일의 통근 

올 부분적이거나 全的으로 代替하는 것올 의미하나， Nilles(l988, 301-317)의 연구 

에 의하면， 실제로는 텔레커뮤팅에 해당하는 업종은 終日制 업종보다 時間制일 가 

능성이 높다. Mokhtarian(l991, 321)은 통신 기술의 발달， 제도적 보완， 통근 환경 

의 악화， 기업의 費用/便益의 상호관계의 변화에 따라 텔레커뮤팅의 頻度 또한 달 

라질 것이고，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는 통근 통행 연구의 중요한 주제가 될 것으로 

7) 예를 들면， 네덜란드 정부는 지동차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미래의 교통 부문을 
위협하는 접근도의 감소， 대기 오염， 그리고 안전성의 결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텔레커뮤팅을 장려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Hamer， Kroes and 
Oostroom, 1991, 36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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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또한 시간제 텔레커뮤팅이 쉽게 실행될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되면， 잠재적 

렐레커뮤터의 기반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8) 

1970년에서 1981년 사이 미국의 自흰 텔레커뮤터 35명을 인터뷰한 

Pratt( 1984)의 자료에 따르면，9) 집에서 일하는 시간은 사무실에서의 책임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아주 소수의 여성들만이 집에서 時間制로 프로그랩올 작성하고， 이 

작업을 컴퓨터에서 테스트하기 위해 고용주의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으며， 管理職

從事者들은 종종 가청 사무실에서 일했는데， 보고서를 쓰는 일과 같이 집중을 요 

하는 업무를 불규칙하게 月 2-3 日， 하루 4-5시간 정도 집에서 처리했다는 것이다. 

관리직 종사자 14명 중 57%가 週當 5日올 규칙적으로 회사에 출근했으며， 自營業

올 포함해서 전문직의 1/3이 가정에서 종일 일했으나， 피고용자들의 대부분은 주 

당 1-5일씩 통근했다. 1명의 사무 근로자만이 사무실에 전혀 가지 않았다. 

1988년과 89년 2차에 걸쳐 조사 연구된 Ca1ifomia State Employee Pilot 

Project(州政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험)에서 Kitamura, et a1.(1990, 101)은 실험 

기간 동안 自흰 텔레커뮤터들의 대부분이 근무일 3얼 마다 평균 1.25일간， 주당 

대략 2일 동안 텔레커뮤팅올 하였음을 밝혔다(재택근무 용답자들은 2차 시기에는 

週中 연속 3일 통행일에 최소한 1일은 텔레커뮤팅올 하도록 요구되었다).10) 

01son과 Primps( 1984)는 텔레커뮤터의 4가지 動務形態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 

다. 

8) 시간제 텔레커뮤팅이 텔레커뮤팅의 평균 빈도에 포함되기는 하더라도 100%를 의 
미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텔레커뮤터 노동력이 x%라고 예측할 경우 통근 통 

행에 반영되는 것은 x%보다 적음을 의미한다. 
9) Pratt(1984, 2)는 사무직 업무가 자택 텔레커뮤팅으로 수행되기 시작한 것을 1970년 

대로 보았다. 
10) 한편， Hamer et al.(1991, 367)의 연구에 의하면 텔레커뮤터들은 재택근무로 주 

당 평균 1일 이상(약 20%) 소비했다고 나타났다. 실험에서는 텔레커뮤팅에 소비하 
는 총시간은 총 근무 시간의 최고 60% 또는 주 3일로 제한되었고， 텔레커뮤팅 동 

안 참여자들의 시간 설계는 자유였다. 실험 결과는 다수가 완전히 또는 반나절의 

재택근무를 선호했다. 비록 한 사람만이 철저하게 챔두 시간대를 지키긴 했으나， 

대부분이 첨두 시간대의 교통을 피하기 위해 재태근무를 이용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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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과 후 超過動務(after-hours work at home): 텔레커뮤터로 불려지는 대 

부분의 사람들은 사무실 근무 8시간 외에 직업 관련 업무로 가정의 컴퓨터나 터 

미널에서 상당 시간을 보내는 기업의 정규 근로자들이다. ‘전자 서류가방 

(electronic briefcase)’이란， 기술의 발달로 근로자들이 가정에서까지 일할 수 있게 

된 현상올 지칭한다. 근무지에서 초과 근무를 하던 피고용자들이 이제는 컴퓨터의 

사용 또는 物理的 자료의 接近 容易性 때문에 가정에서 대신 이 일들올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연장 근무의 습관은 전형적인 ‘컴퓨터 문화’가 되고 있다 ll) 

@ 自 由훌約 動務(self-employed work at home): 자유 계약 조건으로 텔레 

커뮤팅을 함으로써 얻는 이점은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욕구와 비업무 책임(가정 

또는 자녀를 돌보는 일)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柔軟性올 가지는 점이다 12)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발달 만으로 작가 또는 상담가들이 自由훨約者로 바뀌는 

것은 아니나， 그것이 가정에서 일하는 것올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전 

문가 같은 熟練動勞者가 부족한 지역에서 獨立的인 계약 근무자는 상대적으로 유 

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다수의 프로그래머들이 자유 계약 근무자로 

서 집에서 일활 가능성이 많아진다. 

@ 臨時的이고 不規則한 動務(occassional work at home): 정규 근무 시간(오 

전 9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중심 근무지에서 일하는 것은 아직도 기업의 상용 

근로자들에게는 규범이다. 그러나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는 방해를 피하거나， 마 

감 시간에 보고서를 끝마치기 위해 집중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근무지 밖에서 일 

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다. 일부 기업에서 專門職 근로자가 月 1-2회 정도 가 

정에서 일하는 것은 보편화(상식화)되어 있다. 그런 경우 가정에서 일하도록 허용 

되는 것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이며 보통 피고용자의 필요성에 의해 결정을 

한다. 경우에 따라 비공식적인 조치는 퇴직의 가능성이 있는 유능한 피고용자들을 

11) Sproull et al., 1984, "Encountering an alien culture," J ournal of Social Issues 
40(3), pp.31-48: Olson and Primps(1984, 99)에서 재 인용. 

12) Applegath, 1982, Working Free , World Futur Society Press, Washington, D.C.: 
Hewes, 1981, Worksteads: Living and Working in the Sαne Place, 

Doubleday, New York.: Olson and Primps(1984, 9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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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아두기 위해서도 취해진다. 

@ 定規 終 日制 훨J務(regular work at home for full-time employees): 일간 

지나 방송 매체에서 혼히 관심을 갖는 유형은 常用動勞者로서의 규칙적인 자택 

텔레커뮤터이나 이 유형의 텔레커뮤팅온 아직 드물다. 피고용자들은 주당 1-5일 

집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되며， 표常的인 봉급과 모든 便宜를 제공받는다. 이 

러한 근무 방식은 비공식적이기보다는 규칙적이며 제도적인 성격올 갖게 되고 경 

우에 따라 時間制와 成果給制를 拉行하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근무 형태는 통신 기술， 근무 제도， 통근 환경， 기업 

의 費用/便益의 상호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본 

다. 이러한 다양한 근무 형태중 규칙성과 공식적인 제도적 성격으로 보아 通行行

態에 영향올 미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는 動務形顯는 自 由

훌約 動務와 定規 終日制 動務(또는 時間制와 成果給올 拉行)라고 생각된다. 

(4) 일하는 장소 

이동 전화와 팩시밀리， 모템 장치를 한 노트북 컴퓨터의 사용으로 텔레커뮤팅 

이 더 이상 장소의 제한올 받지 않기 때문에 일하는 장소가 어디냐는 크게 중요 

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다(Huws. 1991. 29). 그러나 텔레커뮤팅이 어디에서 수 

행되느냐의 문제는 ‘일터로의 통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交通地理學에 

서 특별히 관심을 두는 부분이다. 텔레커뮤터가 일하는 장소는 대체로 自흰과， 자 

택도 회사도 아닌 제 3의 근무장소인 텔레커뮤팅 센터 (telecommuting center)로 

양분된다. 

텔레커뮤터가 일하는 장소에 관하여 렐레커뮤팅 연구에서 자주 논의되는 ‘특 

정 장소’로는 텔레커뮤팅 센터가 있다.13) Mokh않rian(1991 ， 326-327)은 대표적인 

13) 이러한 유형이 동장하게 된 목적은 통근 시간의 절약과 비용 감소의 여러 측 

면에서 볼 수 있다. 회사측에서는 도시 외곽에 저렴한 사무실을 마련하여 더 

많은 직업적 이미지를 제공， 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한 믿음과 안정성의 증가， 

책임성 부여와 통제의 용이성， 그리고 작업올 유연성 있게 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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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서 1980년대 초 스웨멘의 Nykvarn의 실험적인 텔레커뮤팅 센터 건립， 1989 

년 미국 최초의 공공/민간 부문 시설로 공개된 하와이州 호놀룰루의 텔레워크 센 

터， 1991년 에너지 사무실의 텔레커뮤팅 프로그램과 연결된 워싱턴州 시애틀 지역 

의 2개의 텔레커뮤팅 센터 개원 1991년 캘리포니아州의 리버사이드 카운티와 샌 

버나디노 카운티 두 곳에 텔레커뮤팅 센터를 세우기 위한 州 기금을 인정하는 법 

안의 통과 퉁올 사례로 보았다. 

텔레커뮤팅 센터는 다시 衛星動務 센터 (satellite center)와 近憐動務 센터 

(neighborhood work center)로 나뉘어지며， 각각의 특정은 다음과 같다(Salon1on 

& Salomon, 1984, 17) .14) 

CD 衛星動務 센터는 근로자 주거지로부터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 

고， 터미널올 통하여 중심 사무실과 接續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들은 母企業으 

로부터 分離되어 物理的으로 이전한 회사들로써 비교적 獨立的인 조직 단위이며， 

이 센터들은 이곳올 이용하는 피고용자들의 최다수가 편리한 통근거리내에 입지 

하는 것을 중시한다. 텔레커뮤팅이 장려되는 요인은 중심 사무실과의 물리적 거리 

때문이 아니고， 중심 사무실의 空間 不足과 熟練된 A力의 확보때문이므로， 위성 

사무소들은 대체로 홉贊料가 싸거나 숙련 노동자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세워질 

수 있다. 

@ 近憐動務 센터 (neighbourhood work center)는 여러 회사들이 공동으로 사 

S 고 보며， 피고용자는 일의 계획올 세우고 일할 장소를 결정하는 데 신축성 

을 가질 수 있으며， 사회적 상호작용， 가청에서는 얻기 어려운 서비스와 시설 

에 대한 공동 사용의 이점올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Mokhtarian， 1991; 

Salomon & Salomon, 1984; Nilles,1988) 
14) Salomon & Salomon은 통근 비용이 높다는 인식에 대응하여 제안된 원거리 근무 

유형을 3가지로 분류하였다; 위성 근무 센터， 근린 근무 센티 그리고 자택이다. 위 

성 근무 센터와 근린 근무 센터는 기업조직 분산화의 중간 단계로 보았다. 

같은 맥락에서 Nilles et al. (1976)은 3가지 단계의 근무지 분산화를 제시했 

다. ‘위성 분점 (satellite plants),’ 예를 들면 R & DAl 설， 생산 분야 또는 본부， 
또는 은행 분점(중앙 근무지의 축소)과 근린 근무 센터， 그리고 텔레커뮤팅의 
최종 단계인 자택 텔레커뮤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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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는 시셜올 갖춘 사무실에서 近購地域의 피고용자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인 데， 이로 인해 장거리가 단거리 통행으로 代替되며， 自흰 

텔레커뮤팅에 결여되는 사회척 접촉이 가능하므로 사회적， 심리적， 법률적 문제들 

올 극복하는 것이다. 이곳은 사회적 관계를 충분히 유지할 만큼의 근로자들이 있 

으나， 位階的 조직온 대체로 부족하고， 일의 감독은 원격으로 수행된다. 

끝으로， 작업장이 개개의 가정으로 據散되는 것이다. 자택 텔레커뮤팅 

(work-at-home)은 遠隔地 動務의 가장 分散된 類型으로 통근비용이 높다는 인식 

에 대웅하여 제안된 3가지 원거리 근무유형 중 하나이다. 피고용자들은 가정에서 

일하며， 상당한 柔軟性을 가지고 일하는 시간을 선택한다. 일은 개인적인 필요와 

피고용자의 욕구， 그리고 일의 성격에 따라 하루 24시간과 주 7일 속에 分散될 수 

있다. Nilles는 이를 據散(diffusion)이라 부르고， 텔레커뮤팅이 최종의 단계에 이 

뜯쿄 

폐
n
 
삐
깨
 
織

찮않)~정 

〈그림 2-1> 텔레커뮤터의 일하는 위치(Cross and Raizman, 198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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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것으로 보았다. 자택 텔레커뮤팅은 근무 환경의 가장 극단적인 변화이며 텔레 

커뮤팅의 급진적인 적용을 나타낸다. 가정에서의 텔레커뮤팅은 주 1일에서부터 

피고용자가 중심 사무실까지 거의 통근올 하지 않는 사실상 종일 근무제까지 다 

양하다.15) 

歸
를
 
웹
 

컴퓨터/워드프로세서 

I~i <@ I~I 

壞펀 

」랩탠활읽월릅|드 

싼:넉뜸E츠 1 전동E짜71 

좌참한펠、 

λ
 
-러

 「
테
 르 

팩λ|밀리 

〈그림 2-2> 텔레커뮤팅에 사용되는 시설(Cross and Raizman , 1988, 5) 

15) Link Resources Co.는 매년 미국의 무작위 표본 25007}구 조사를 근거로 미국내 

거주 자택 텔레커뮤터 (home-based telecornmuter: 회사 피고용자가 정상의 근무시 
간중 집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는 보수적인 정의) 수가 지난 4년 동안 1988의 220 
만 명에서 최근 550만 명으로 2.5배 증가해 왔다고 추정했다. 550만 명의 수치는 

미국 전체 노동력 12290만의 4.4%이다. 550만 명 중 16%만이 주당 35시간 또는 

그 이상 텔레커뮤트를 하고， 약 반 정도가 주당 1일에서 4일간 집에서 일한다(2일 

이 가장 보편적이다). 1/4이 주당 1일 이하로 집에서 일하는 것으로 보고 했다 

(Mokht따ian， 1991,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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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일하는 장소의 개념은 상당히 고정된 형식을 갖춘 장소에 국한되어 

있었다. 최근에는 모템 장치가 된 휴대용 컴퓨터로 장소에 관계없이 일활 수 있으 

며， 여행 중에도 직장과의 연락이 가능하다. 기업들은 단지 적은 수의 핵심 부서 

만 유지하고 일거리들올 分散된 가청의 {固A 作業場이나 近憐 事務室에 위임하게 

될 것이다. Cross와 Raizman (1988)은 텔레커뮤터가 일하기 위해 있을 수 있는 장 

소로 가정과 分店 외에도 도서관， 고객의 사무실， 호텔， 화상 회의장， 심지어 이동 

중의 공간(자동차， 비행기 동)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그림 2-1). 따라서， 정보가 생 

산·처리·교환되는 장소로서의 사무실은 더 이상 어떤 고정된 地理的 境界를 갖지 

않고 단지 하나의 네트워크로서 ‘포착되지 않는 사무실(elusive office)’로까지 발 

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Huws， 1990, 1-10).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텔레커뮤터가 일하는 장소에는 自현(遠隔地 動務의 

가장 分散된 단위)， 텔레커뮤팅 센터 및 포착되지 않는 사무실(도서관， 또는 여행 

중에 모템올 장치한 휴대용 컴퓨터의 사용) 퉁이 있으며， 텔레커뮤팅 센터는 다시 

위성 센터와 近購動務 센터로 나뉘어지나， 결국， 렐레커뮤팅이 通行行顯 및 도시 

의 공간구조에 미치는 효과 측면에서 볼때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장소는 自흰과 텔 

레커뮤팅 센터로 제한된다고 생각한다. 

(5) 意思節通과 텔레커뮤팅 시설 

텔레커뮤팅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의사 소통에 

필요한 장비가 요구된다. 업무는 컴퓨터 端末機와 워드프로세서 또는 개인용 컴 

퓨터 둥 대부분 회사에서와 동일한 장비로 수행되며， 의사 소통올 위해서는 전화， 

전자 우편， 돼시밀리， 우편 둥이 사용된다고 확인하였다(Pratt， 1984, 9). 

Ramsower(1985, 27)는 텔레커뮤팅에서는 필요한 문서와 작업 지시는 텔레커뮤터 

에게 전화를 통해 보내고， 이 일들은 가정의 워드프로세싱 시스탬을 사용하여 수 

행되며， 타자된 서류들은 遠隔通信올 통해 사무실로 보낼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고 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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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관련된 작업이 아직도 펜， 종이， 그리고 전화 동의 在來式 방식올 站行하 

고 있으므로，l7) Cross 와 Raizman (1988)은 실제로 가정에 텔레커뮤팅을 보급하 

기 위해서는 컴퓨터 端末機 또는 워드프로세서， 전통 타자기만으로 시작이 가능하 

췄}파싫 / ??써|스훗!t뇨111 

〈그림 2-3> 회사와 텔레커뮤터의 의사 소톰 방법(Cross and Raizman , 1988, 히 

16) Ramsower(1985. 27)는 이들 원격통신 시스템의 용도가 @ 상사와 부하 사이의 

의사소통，(2) 사적 관점이나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한 느낌을 진술한 내용이 아닌 

일과 관련된 메시지 전달，@ 평소의 행정 업무와 위기나 비상 상황，(4) 프로잭트 

관리，@ 같은 집단 내의 전문가들 사이 또는 다른 기구들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데 집중 운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17) 미국의 시장조사 회사인 Link Resources Co.의 전국적인 조사에 따르면 텔레커뮤 

터의 36%만이 가정에 개인용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10%는 사무실의 컴퓨터를 자 

주 집으로 가져다 쓴다고 한다. 개인용 컴퓨터 소유는 텔레커뮤터가 있는 가정이 

없는 가정 (15%만이 보유)보다 높고， 텔레커뮤터의 반 이상이 집에서 일할 때 컴퓨 

터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종합적인 통계는 최근의 다양한 특 

정 텔레커뮤팅 프로그램들에서도 일치하고 있다(Mokhtarian， 1991,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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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사서함 책첼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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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71 며 
I I I I 

본사사무실 

〈그림 2-4> 텔레커뮤터의 완성된 일을 희수하는 방법(Cross and Raizman , 1988, 7) 

며， 개인용 컴퓨터， 모템， 돼시밀리， 휴대용 전화， 遠隔音聲會議 施設(auclio

teleconferencing equipment), 遠隔畵像會議 裝備(video and slow scan 

teleconferencing equipment) 퉁이 추가될 수 있다고 보았다(그림 2-2). 

원격통신올 통해 회사와 텔레커뮤터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專用回線

(declicated line) , 衛星通信， 電子郵便(electronic mail) 퉁 참으로 다양하며 , 이 러 한 

여러 가지 방법은 완성된 일올 회수하는 데 사용된다(그림 2-3, 그림 2-4).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텔레커뮤팅 시설로 업무에 있어서는 단말기， 워드프 

로세서， 개인용 컴퓨터 퉁이 이용되고， 의사 소통올 위해서는 전화， 전자 우편， 패 

시밀리， 우편 퉁이 쓰임을 알 수 있다. 현재의 기술 발달 수준이 이론적으로는 텔 

레커뮤팅올 통한 업무의 완전한 수행올 가능하게 하지만， 대부분의 텔레커뮤터들 

은 모든 업무를 집에서 처리하지는 않으며， 동료들의 도움을 얻고 기업 내의 환경 

- 26 -



변화에 적절히 적용하기 위하여 事務室 動務와 동료와의 定期的인 접촉이 필요하 

다고 평가된다.18) 

2) 이론적 정의 

지금까지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텔레커뮤팅은 ‘업무와 관련된 일 또 

는 근무를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수행하여， 일한 결과는 원격통신을 통해 회사 또 

는 필요한 장소로 보냄으로써 사람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일하는 형태’라는 개념으 

로 가장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보편적인 용어로 정의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텔 

레커뮤팅과 텔레커뮤터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으로는 사실상 

그 대상 선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연구의 목적에 따라 텔레커뮤팅 

의 성격이 구체화되어야 하며 앞에서 논의된 렐레커뮤팅올 구성하는 요소들- 가 

능한 직종， 종사하는 사람， 근무 형태， 일하는 장소， 의사 소통과 텔레커뮤팅 시설 

-간의 상호 접목올 통해 그 성격이 좀 더 명료해 질 필요가 있다. 

텔레커뮤팅의 구성 요소로， 첫째， 직종에 있어서는 컴퓨터 산업이나 정보 산 

업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로 여러 분야가‘포함될 수 있다. 업무의 성격상 자율성이 

크며 동료의 도움이나 감독이 필요하지 않는 업무， 그리고 반복적인 사무 관련직 

업무나 화이트칼라 업무의 상당 부분， 자료의 입력， 검색과 분석， 그리고 디자인 

동의 일이 텔레커뮤팅에 적합하다. 

둘째， 텔레커뮤터는 보통 30-45세 사이의 남성이 대상이 되나 노동력 확보와 

인건비 절약올 위해서는 통근이 불가능한 집단(home-bound group, 주로 여성)이 

중심 노동력이 된다. 

셋째， 텔레커뮤터의 근무 형태는 통신 기술， 근무 제도， 통근 환경， 기업의 비 

용/편익의 상호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지만， 自由찢約 動務 및 定規

終日制 動務(또는 시간제와 성과급을 병행)로 압축된다. 

18) Pratt(1984)에 의하면 인터뷰한 고용주/감독자의 71%가 근로자들이 일거리를 가 

지 러 회사로 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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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텔레커뮤터가 일하는 장소는 염현과 텔레커뮤팅 센터(위성 센터와 근린 

근무 센터)이며， 텔레커뮤팅 시설은 업무용으로 단말기， 워드프로세서， 개인용 컴 

퓨터 퉁이 이용되고 의사 소통을 위해서는 전화， 전자 우편， 돼시밀리， 우편 퉁이 

쓰인다. 

이상의 청리에서 드러난 바와 갈이， 과학 기술의 발달로 텔레커뮤팅을 채돼하 

는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텔레커뮤팅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일 

반화된 용어의 정의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형태를 열 

거해 보고， 텔레커뮤팅의 類型올 찾아 개념올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다. 

3) 텔레커뮤팅의 유형 

앞의 절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텔레커뮤팅은 자체가 여러 가지 요소로 복잡 

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을 하나로 명쾌하게 청의하는 것보다 先行짧究에 

나타나는 여러 형태를 재조합하여 類型 구분을 하는 것이 텔레커뮤팅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 유용활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 연구에서 두드러진 흐름은 텔레커뮤 

팅의 도입 배경 즉 텔레커뮤팅을 실시하는 목적과 그에 따르는 기대가 텔레커뮤 

팅의 구성 요소들의 형태에 작용한다는 점이다. 

<표 2-1>은 선행 연구에 나타난 텔레커뮤팅의 도입 배경과 특정， 직종， 근무 

조건 둥 諸要素를 정리한 것이다. 이 표를 통해 도입 배경과 제 요소의 특성으로 

형성되는 중요한 흐름올 확인할 수 있다. 

텔레커뮤팅의 도입 배경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경향은， 높은 수준의 전문 

인력이 離脫하는 것올 막고， 遠隔地에 거주하는 專門A力올 이용하기 위하여， 근 

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통근 시간올 절약해 줌으로써 사훤의 勞動效率올 

높이려는 것이다. 피고용자측에서는 회사로부터 가농한 통신 시설의 지원을 받으 

며， 개인의 자율성과 職位(정사원인 경우가 대부분)가 보장되어 있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사무실 근무로 돌아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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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여성의 고급 인력올 활용하여 人件費를 절약하려는 목적과 독립 

적인 업무 성격이 조합된 경향이 나타난다. 가사 활동과 직업을 병행하고 싶어하 

는 고급 여성 유휴 인력(프로그래머의 자격올 가진)이 이를 지원한다. 그러나 이 

들의 위치는 경력이나 진급의 개념이 없으며， 개인의 능력이 보수(實績으로 계약) 

를 결정하게 된다. 이들은 장차 텔레커뮤팅이 일반화되고 개인이 취업 정보에 쉽 

게 접근하게되면 자유 계약자(프리랜서)로 발전활 가능성이 크다. 

〈표 2-1> 선행 연구 사례에 나타난 도입 배겸， 직종， 근무 조건 
연구자 도입 배경 및 특징 ;직종 근무 형태 

Bush(990) 원거리 거주 전문인력 확보， 중앙컴퓨터 소프트웨어 

공유·사용시간분산， 통신시설 지원， 업무 개발적 

의독립성， 개인의 자율성 

Gordon & Arsdale 교통문제해결， 사회·심리적 문제해결， 사 사무직， 판매직， 
(986) 무실 비용， 개인의 자율성 관리직，전문직 

Hamer 외 (991) 통신시설 지원， 교통문제해결 행정직 정규종일제 

(주3일) 
Huws(991) 개인용 컴퓨터 값의 하락， 여성인력의 비서직，사무직 자유계약제 

가정 중심화 임시시간제 
Kitamura 외 (1990) 교통혼잡 완화， 대기오염 개선， 통신시 정보관련 행정·사무직 정규종일제 

설 지원， 사무실 비용 (주1-2일) 
Olson & Primps 전문인력， 저렴한 숙련인력， 중심사무실 사무직，전문직 성과급 

(984) 의 공간부족해결 시간제 

정규종일제 
Pratt(984) 저렴한 숙련인력， 풍부한 인력공급， 생 전문직， 경영직 사무직 자유계약제 

산성 증대， 사무실 비용 정규종일제 

(주1-5일) 
Ramsower(985) 통근거리 감소， 정보기술발달， 저렴한 워드프로세싱오돼레이터， 시간제 

통신 비용， 가족중심 프로그래머， 교재개발직， 

편집직，프로그램설계직 
Shirley (988) 통근시간 절약， 숙련된 전문인력 확보， 관리직， 사무직， 컴퓨팅 자유계약제 

개인의 자율성，정상의 출퇴근이 불가능한 정규종일제 
집단의노동력， 유연적 생산， 노사문제 

이 밖에도 사무실 비용 절약， 外注注文에 탄력적인 생산 대옹， 그리고 노사 

문제에 대한 해결 代案으로 텔레커뮤팅을 도입한 경우 둥이 있다. 가계에 도움이 

되기위해 부업을 원하는 풍부한 高學歷의 여성 인력과 身體 障體者가 이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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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단순 기술직， 低置金 단순 노동자 고용이 특정이며， 고용 상태(대부분 시간 

제 계약)가 불안정하다. 

이상에서 볼 때 뚜렷한 경향올 보이는 조합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번째 유형온 첨단의 통신 시설을 갖춘 회사들로 전문 인력 확보 및 개인의 

自律性율 중시하며， 정규 종일의 근무 조건19)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이 類型의 결 

정적 성격은 피고용자의 기능적 가치가 자신의 自律性 청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점이다. 즉 기업의 수요에 맞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들은 높은 질의 노동의 

삶을 創出하는데 필요한 어떤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專門型’의 

특성을 강하게 나타낸다. 

두번째 유형은 고급 여성 인력 활용에 목적이 있거나 사무실 비용과 A件費

節減이 중요한 경우인데 일의 성격에 專門性(비서직 무역서비스， 교재개발 퉁)이 

있다. 이 유형의 텔레커뮤터는 일시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상 

태에 있는 높은 수준의 학력과 기능상 전문성을 가진 고급 여성 인력으로 구성되 

어 있다. 임시위촉(成果給)으로 근무 조건이 제시되고 업무의 독립적 성격이 강하 

여 ‘中間型’의 성격올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세번째 유형은 기업이 사무실 비용과 인건비 절약， 유연적 생산 및 노사 문제 

에 대처하기 위해 텔레커뮤팅을 운영한 경우이다. 단순 프로그랩 제작， 컴퓨팅 또 

는 자료입력올 위주로 한 생산 활동으로 피고용자의 기능이 쉽게 代替될 수 있는 

非專門的인 업무 부분올 포함한다. 기업은 고용의 統制權올 갖게 되며 근무 조건 

도 기업이 일방적으로 제시하게 된다. 자녀 양육의 의무 때문에 가정에 매어있는 

풍부한 홉學歷의 여성 인력에서 노동력을 공급받으며 고용조건은 外注注文의 변 

19) 정규 종일제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는다. 이 유형의 펠레커뮤터는 회사에 출근하는 
동료와 같은 수준의 봉급과 수당올 받으며， 원할 때는 사무실로의 복귀가 가능하 

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인 능력은 공급변에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자원으로 인식된다. 그러므로 텔레커뮤터는 자 

신의 자율성 정도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게 된다. 전문형 렐레커뮤터 중에는 일자 

리의 정보에 자신이 직접 관여하여 ‘텔레커뮤팅 프리렌서(독자적인 자유 계약 

자)’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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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유연하게 대옹하기 위해 주로 臨時 時間制가 제시된다. 이는 ‘單純型’의 성 

격올 강하게 반영한다. 

이러한 유형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구분되는 이유는 고용 조건과 회사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근무 시설 둥에서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2. 렐레커뮤팅에 관한 선행 연구 

텔레커뮤팅의 도입이 가져오는 결과에 관한 관심은 여러 측면에 다양하게 나 

타난다. 그 결과는 텔레커뮤팅의 특성상 도입의 주체인 기업 또는 공공에는 대부 

분 편익이 많고 개인에게는 장점이 있는 한편 社會·心理的 不作用도 있는 것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공공 측면에서는 교통과 환경 분야， 가정과 관련된 문 

제， 障碼者 고용， 농촌의 경제 개발， 코뮤니티와 관련된 문제， 非常時와 싫害 퉁의 

해결책이 되는 것으로 알려쳐 있다(Garrison， 1988). 

기업의 입장에서는 人的資源(숙련 인력， 전문 인력， 여성 인력) 확보의 문제， 

시설(사무실 공간과 운영， 주차장 풍) 문제， 嚴通性의 제고， 시장 변화에 대한 빠 

른 대옹 퉁에 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Bush， 1990; Huws, 1991; 

Rarnsower, 1985). 개인 측면에서는 柔軟性과 담律性 증대， 통근 통행의 선택 據

大 퉁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社會的 接觸의 不足， 昇進 문제， 心理的 自己

統制의 문제， 超過動務의 위험성， 가정 생활과 조화의 어려움 퉁 부정적 결과도 

가져 온다고 본다(Bush， 1990; Rarnsower, 1985; Salomon & Salomon, 1984). 

이 절에서는 렐레커뮤팅에 대한 그간의 연구 동향과 기업 활동 및 개인 행태 

의 특성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다. 

1) 텔레커뮤팅의 연구 동향 

텔레커뮤팅이라는 새로운 근무유형은 1950년대 말 영국에 동장하였으며，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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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1960년대 초 텔레워크(telework)라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Nilles(1973)가 처음 사용한 새로운 용어인 ‘텔레커뮤트( telecommute)’는 개념에 

대한 완전한 표현이 되지는 못하지만， 텔레워크와 유사한 개념으로 원격의 意、思流

通이 物理的 移動올 대신한다는 의미의 학술 용어 또는 일반적인 용어로 미국에 

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uws， 1990, 2). 

텔레커뮤팅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 초 세계적인 석유파동 이래， 민간 부문이 

나 공공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욕구와 더불어 주로 교통 

문제 해결 代案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연구의 초기에는 교통학 

혹은 교통지리학 둥의 분야에서 이와 같은 物理的 移動에 관심이 있었고， 遠隔通

信의 사용으로 통행의 필요성올 감소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즉， 텔레커뮤팅 

으로 통행이 줄어들면 교통 혼잡이 완화되고， 특히 失頭時間帶의 交通帶효올 줄일 

수 있다고 기 대 하였다(Nilles et al. 1974).20) 

그러나 교통 代替라는 목적이 텔레커뮤팅 도입에 있어서 주요 원인으로 작용 

하지는 못했다. Albeπson(1977， 32-43)은 런던대학의 Communication Studies 

Group이 밝힌 여 러 가지 遠隔通信(telecommunication)의 상대 적 인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遠隔通信이 獨立的으로 통행 代替의 요인이 되지 못하며， 통 

행과 遠隔通信 代替의 문제는 심리적， 기업적， 사회적 결과를 포함하는 總體的 意

思홉L通의 관점 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음올 강조했다. 

1980년대 초에는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보 처리 비용의 급격한 감소 

와 동시에 정보 처리 능력이 극적으로 증가됨으로써 정보 기술이 공간에 미치는 

효과가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다(권태준， 1986; Goddard, 1980, 90-105; Kellerman, 

1984, 222-강6; Lehman-Wilzig, 1981, 326-328; Mandeville, 1983, 65-72; Miller, 

1981, 137-138; Clark and Unwin, 1981, 47-56). 정보 기술의 공간 효과는 집중과 

20) Nil1es et al.( 1974)은 로스앤젤레스의 한 보험 회사의 피고용자 108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2개의 위성 사무실에 근무하도록 배치함으로써 텔레커뮤팅의 교통 효과를 

측정활 수 있었다. 이 연구 결과 전체 직원의 평균 통근 거리가 면도 10.7마일인 

데 비해 위성 사무실 텔레커뮤터들은 평균 3.8마일을 통근함으로써 편도 64%의 통 

근 거리 감소가 있었음을 확인했다(Nil1es， 1988, 30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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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散으로 요약되는데 立地 理論의 시각에서는 遠隔通信을 통한 정보 移動을 강조 

함으로써 교통을 대신하여 산업과 사람들올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을 통해 도시， 권력， 사람， 공해， 경제 활동의 도시 집 

중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技術 優位性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21)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에는 先行맑究에서 검토된 개념 수준의 연구와 제 

한된 실험 평가들이 정리되는 한면， 보면적이고 計量化된 연구들이 시도되어 텔레 

커뮤팅에 관한 사례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사레 연구들은 80년대 초반 연 

구의 연결 선상에서 기업과 개인， 그리고 공공에 미치는 텔레커뮤팅의 효과에 관 

심올 보이며 대체로/세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텔레커뮤팅의 도입이 기업의 조직 

과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이 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행태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검토이다(Bush， 1990; Huws, 1991; Ramsower, 1985; 

DuBrin. 1991). 

둘째， 텔레커뮤팅이 도입됨으로써 나타나는 通行行態의 변화이다. 텔레커뮤팅 

이 경제 활동이나 사회적 심리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과는 별도로， 이것이 현재의 

교통 혼갑과 에너지 소비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인식되었 

기 때문에 交通의 代替 또는 交通과의 相殺(trade-off)라는 관점에서 실험 평가가 

이 루어 졌 다(Barbas. 1988; Gordon and Arsdale. 1986; Hamer. Kross and 

Oostroom, 1991; Kitamura, et al., 1991). 셋째는 通行行態의 변화에 비해 간접적 

이고 비교적 장기적인 효과로 텔레커뮤팅에 의한 토지 이용의 변화와 거주지의 

했外化에 관한 논의 이 다(Huws， 1990; Shirley, 1988; Robins and Hepworth, 1988, 

155-176). 

21) Kellerrnan(1984)에서 재인용. 

이러한 주장에 대해， Mandeville(l983, 69)은 정보 기술이 고려할 만한 분산 잠 

재력을 가질 수 있는 반면， 이 기술들이 국가의 범위를 벗어나서 사회적 규모를 

확대 시키며， 다국적 기업의 성장에 기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문 

화적인 힘을 집중시킨다고 보았다. 결국 정보 기술은 업무의 집중과 분산 모두를 

용이하게 하므로 정보 기술의 공간적 결과는 아마도 집중과 분산 모두일 것이라고 

결론을 내림으로서 사실상 이 논의를 유보하고 있다. 

M J 



2) 텔레커뮤팅의 효과: 기업 측면 

텔레커뮤팅의 발단은 기업조직의 重直的 分離·分散과 갚온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보인다. 과거 기업내에서 충당되던 광범위한 생산자 서비스는， 그것이 分離되 

는 과정에서 獨立的인 서비스업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러한 생산자 서비스업은 下

請쫓約， 自由棄約과 같은 일시적이고 臨時的인 작업의 성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기업의 입장에서 텔레커뮤팅은 기업의 환경변화에 대한 적웅 

방법의 하나가 된다. 

Ftarnsovver(1985)는 텔레커뮤팅올 실시하는 미국의 35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 

사한 결과， 이 업체들이 텔레커뮤팅을 도입한 동기가， 첫째， 유능한 전문 인력올 

거주지의 위치에 抱暗됨이 없이 고용하고， 둘째， 障碼者나 어린 자녀가 있는 퉁 

가정에 매어있는 여성 노동력을 사용하며， 셋째， 사무실 임대료와 통근 비용올 절 

약하려는 것이라 보고했다. 결국 텔레커뮤팅 도입 문제는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 

한지 여부 보다는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입장에서 수용할 만한 것이냐 이며， 이것 

은 기업이 어떤 문화와 경영 태도를 갖느냐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다.22) 일반적 

으로 텔레커뮤팅 도입은 기업 측면에서 볼 때 직접적으로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오며， 결과적으로 기업의 經營構造에 변화를 초래하고， 사회에는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전 퉁으로 寄與할 수 있다는 배경을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 

(1) 경제적 효과 

먼저 경제적 효과를 알아보는 데는 費用과 便益(만족)올 비교하는 것이 필수 

적인 과정이다. 고용주가 텔레커뮤팅을 도입할 만한 제도라고 여기려면， 이전과 

같은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훌 예상하거나， 동일한 비용으로 

22) 분명히 기술적 제한들이 텔레커뮤팅의 수행을 방해하지만 경제적인 인자들이 더 
중요한 제약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작업 배당에 필요한 노하우， 경영 스타일， 보상 

장치 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텔레커뮤팅 채태으로 야기되는 비용 절감과 변화에 

필요한 비용 증가를 반드시 비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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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생산올 기대할 때일 것이다. 이에 대하여 많은 문헌들이 텔레커뮤팅에 의 

한 경제적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Bush， W. R., 1990, 235-250; Mokhtarian, P. L., 

1991, 319-342; Salomon, 1. and M. Salomon, 1984, 15-28; Pratt, ]. H., 1984, 

1-14). 구체적으로 텔레커뮤팅올 통하여 기업은 사무실의 흩實料 및 通動費用의 

減少와 便益 增加 혹은 生塵性 向上 동올 기대활 수 있다는 것이다(Ramsower， 

1985, 13). 

중심 업무 지역에 있는 사무실은 자체의 지대(임대료)가 비쌀 뿐 아니라， 냉 

· 난방， 조명， 주차， 보안 동의 비용 마저도 높고， 얼핏 피고용자만의 부담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통근 비용도 대부분의 회사들이 직 · 간접적으로 보조하고 있기 때 

문에 기업은 텔레커뮤팅을 통하여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거주지 했外化 

에 서 기인하는 통행 증가가 가져오는 임금 상승 압력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Pratt, 1984). 기업들은 時間制 노동력의 사용이 용이한 텔레커뮤팅으로 인플레이 

션에 대항하여 비용 절감을 꾀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成果給으로 봉급올 자불활 

경우에 기업은 의료 보험을 비롯한 보험금과 연금， 상여금， 휴가 보조금， 각종 세 

금에 대한 지출의 부담이 경감된다는 것이 밝혀졌다(Pratt， 1984; Ramsower, 

1985; Ju버dns ， 1988).23) 

비용 감소와 함께 편익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부분은 勞動供給의 증가 

와 生塵性 向上이다. 텔레커뮤팅은 노동 시장의 據大라는 이점을 기업에 제공한 

다. 즉 텔레커뮤팅을 채택한 회사는 신체적이나 사회적 이동성의 제약 때문에 노 

동시장 밖에 있었던 사람들을 고용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Salomon， 1986, 

230). 다시 말해， 기업은 텔레커뮤팅을 통하여 소비자들의 변동하는 수요에 맞추 

어 정식 근로자 대신 더 저렴한 下都給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고 퇴직을 원하는 

피고용자들에게 파트타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장애자나 어린 자녀가 

23) 텔레커뮤팅이 야기활 비용 절감이 자주 언급되고 있지만 채택 당사자인 경영자의 
수용성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운제이다. 앞에서 거본되었등이 경영자의 심리적인 

측면도 문제가 되겠지만 텔레커뮤팅이 경제적으로 분명히 이익이 될 것인지를 판 
단할 만한 기준이 아직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경영자의 기본적인 수용 태도는 커다 

란 변수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되고 있다(Olson & Primps, 1984, 107). 

X 

ω
 



있는 여성과 같이 가정에 때어있는 사람들올 다소 낮은 임금으로 노동 시장에 끌 

어들이고(Ramsower， 1985, 12-13), 원거리에 거주하기 때문에 고용이 어려웠던 

유능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이점이 생긴다는 것이다(Bush， 1990, 237). 

한편 기업의 생산성 향산도 텔레커뮤팅의 주요 편익으로 부각된다. 일부에서 

는 텔레커뮤팅에 따른 協同의 缺如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지 

만， 다수의 대중 매체 여론 조사 결과는 텔레커뮤팅의 효과에 대해 극단적으로 긍 

정적이다.장) 경영자들은 컴퓨터 통신 연계를 이용하는 것이 피고용자들과의 對面

接觸올 이용할 때보다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통제할 수 있다고 보며 

(Lehman-Wilzig, 1981, 327), 많은 경우 텔레커뮤팅 업무는 成果給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피고용자들의 생산성을 자극하게 된다. 즉 성과급 근로자들은 시간급이 아 

닌 생산량올 기준으로 급료를 받기 때문에 자신들이 생산성올 증가시키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자극이 효율성올 향상시키는 방법을 스스로 찾게 

한다는 것 이 다(Huws， H. , 1990, 222; Ramsower, R. M. , 1985, 12). 

(2) 경영 구조의 변화 

예상활 수 있는 또 다른 결과는 기업의 經營構造 變化이다. 사무실의 정해진 

자리에서 근무하며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의사 소통이 가능한 전통적인 방식과는 

달리， 텔레커뮤팅에서는 對面接觸의 의사 소통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 전달올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올 강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서 경영자와 근로자간의 체계적인 대화가 계획되어야 하고， 業務過程이 효율적으 

로 정리되고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5) 이러한 노력은 기업내 의사 결정의 질 

24) 텔레커뮤터로 근무하는 프로그래머와 시스템 분석가들을 조사한 결과는 이들 전 
부가 텔레커뮤팅 이전보다 생산성이 1-3배 정도 증가했고， 파트타임 프로세서는 1 

주일간의 업무량을 하루 명균 5시간 집중하여 일하면서도 종일제 사무실 근무자보 

다 더 효과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고되 었다CBush， 1990). 
25)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텔레커뮤팅의 성과를 보장하기 때문에 결과라기 보다 

는 전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효율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경제적인 효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CAlbertson， L. A., 1977,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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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향상과 신속성올 증대시키게 되고 더욱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업무 설계가 이 

루어지도록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텔레커뮤팅의 도입으로 고정 설비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줄어옮으로 

수요의 변화에 맞추어 피고용자 수를 적절히 조절하기가 쉬워지고， 따라서 조직의 

개편도 용이해지는 동 상황의 변화에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다(Albertson， 1977, 37). 또한 업무 시간이 순전히 작업 활동에만 투자됨으로써 

능률이 향상될 수 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Bush， 1990, 237). 그러나 

Albertson (1977)은 텔레커뮤팅이 기업의 lE體性과 기업조직의 持續性올 침해활 수 

있다고 보았으며， 사회적 관계의 除去는 개인적 업무 중심으로 조직올 바꿈으로 

써， 결과적으로 기업의 조화와 조직의 통제 문제를 증대시킨다고 하였다. 

(Ramsower, 1985, 17)는 기업의 구조적 변화에는 脫集中化(分散化)의 메카니즘이 

작용하며， 텔레커뮤팅은 分散化의 한 형태로， 가정사무실은 기업 분산의 종착지가 

된다고 보았고， 분산화는 분명 기업의 업무수행에 변화를 초래하게 되지만 변화의 

양상은 의도한 것과 같올 수도 있고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고 하였다. 

(3) 사회적 기여 

텔레커뮤팅을 정부 또는 기업에서 선택하는 또 다른 주된 동기는 에너지 절 

약과 환경 보전둥 사회적인 寄與 차원이다. Kitamura et al.(l990. 98-104))는 캘 

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가 실시한 연구에서 텔레커뮤팅이 통행 수요와 연료 소비 

모두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잠재력올 가졌다고 보고하였다. Lehman(1981 , 237)에 

의하면 매년 통신 비용은 낮아지고 에너지 부족으로 통행 비용은 올라가기 때문 

에 원격통신에 의한 통행 대체는 경제적으로 필연적인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26) 

특히 Gordon 과 Arsdale(1986. 285-294)은 Ohio의 Columbus시를 표본으로 텔레 

커뮤팅에 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재택근무의 경우 가솔린은 연 707만 

26) Gordon & Arsdale(1986), Salomon & Salomon(1984), Salomon, 1(1986) 퉁도 

텔레커뮤팅이 에너지 절약과 대기 오염 감소에 기여할 것임올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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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만 갤론이 절약되고 近憐動務센터를 이용할 때는 565만 갤론 정도가 절약될 

것이라 제시했다. Ni11es는 1%의 통근이 텔레커뮤팅으로 대체되면 연간 5.36백만 

배럴의 유류 소비를 줄일 수 있다고 했고， Harkness는 미국 사무직 근로자의 

59%가 일주일의 6일을 근린 센터에서 근무하게 되면 연간 1인당 24만 배럴올 절 

약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그 외에도 고속도로 확장에 필요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올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Huws， 1990, 210). 

반면， 재택근무로 인해 사무실에서 공동으로 형광둥올 이용하고 냉·난방올 하 

는 것보다 훨씬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유발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Huws， 

1990, 210). 덧불여 텔레커뮤팅은 그 채택에 공공의 振抗， 예컨대 環境破壞에 대한 

반발이나 NIMBY현상과 같은 경우를 일으키지 않고， 텔레커뮤팅의 채택으로 발 

생하는 편익을 고용자나 피고용자들이 사회 전체와 함께 共有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고 한다(Mokhtarian， 1991, 324).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면 기업 측면에서 텔레커뮤팅은 기업조직의 華直的 分

散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 영향으로는 첫째， 고용과 관계된 것으로， 전문 인력올 거주지의 위치에 

抱짧됨이 없이 고용하고 障碼者나 어린 자녀가 있는 퉁 가정에 매어 있는 여성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경제적 효과로써 사무실 임대료와 통근 

비용올 절약할 수 있고 전문 인력의 확보와 저렴한 노동력의 사용이 텔레커뮤팅 

에서 가능함이 밝혀졌다. 셋째， 텔레커뮤팅으로 인해 業務過程의 효율적 처리가 

요구되어 기업내 의사 결정의 질적 향상과 신속성이 증대되고 더욱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경영구조가 바뀔 것이다. 넷째 텔레커뮤팅은 통행 

수요와 연료 소비 모두를 완화시키는 잠재력올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편익은 고용자와 피고용자 그리고 사회 전체가 共有활 수 있다. 

3) 텔레커뮤팅의 효과: 근무자 측면 

개인 행태와 관련하여 텔레커뮤팅의 초기 연구는 원격통신과 통행의 대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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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것이었으며 그 핵심은 통근 통행이 얼마나 감소할 것인가와 통근올 어느정 

도까지 줄일 수 있느냐에 집중되어 있었다. 최근의 관심은 원격통신의 발달이 통 

행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이냐는 다양한 문제와 함께， 특히 텔레커뮤팅에 따른 

社會， 心理的인 측면과 經濟的인 관점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데에 모아지고 있다 

(Albertson, 1977, 37). 

(1) 사회·심리적 효과 

@ 상호작용의 결핍 

일터를 가정으로 이전함으로써 예상되는 쟁점들 가운데 가장 자주 논의되는 

것 중의 하나는 사회적 相互作用의 결핍에 관한 것이다. Pratt(1984)은 전화를 이 

용하여 팀현 텔레커뮤터를 인터뷰한 결과i 가내근로자 46명의 70%가 외부와의 접 

촉을 적절히 유지하고， 통신 기구를 이용하여 사회적 관계를 가짐으로써 만족해 

하며， 소수를 제외하고는 경영자층도 사무실에서의 散漫한 대인 교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텔레커뮤팅이 업무 수행에 효과적임을 밝혔다.앙) 

텔레커뮤팅의 단점은 사회적 접촉의 ‘어려움，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의 아이디 

어 교류의 부족， 전문적 置名性 퉁이라고 한다(Glover， 1974: Albeπson， 1977, 36 

에서 재인용). 텔레커뮤팅으로 인한 사회적 접촉의 결핍은 당연한 결과로서 輝外

感올 불러 일으키고 텔레커뮤터들의 직장에 대한 正體性과 所屬感올 감소시킬 것 

이 라고 지 적 한다(Albertson， 1977; Bush, 1990, 238; Ramsower, 1985, 23; 

Salomon, and Salomon, 1984, 19-21).28) 또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다른 직 장 

27) 그러나 일부의 근로자들은 텔레커뮤팅으로 인해 전체적인 업무의 진행 상황을 알 

기 어 렵고， 정보 교환이 부족하며 때로는 복잡한 일에 필요한 동료로부터 의 피 

드백이 아쉬웠다고 했다(Pratt， ]. H., 1984, p .12). 
28) 저급의 사무직， 타이피스트 등의 집단에 있어서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와 동기의 

상당 부분이 사회적인 관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텔레커뮤팅은 그들에게 불만족스 

럽게 느껴질 수 있고， 이러한 불만족 결과 높은 전직으로 연결될 수 있다. 경영자 

와 전문직에서는 일자리의 사회적 역할은 보통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지 

만， 아직도 직장 내에서의 사회적 관계는 중시된다고 본다(Ramsower，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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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과의 一體感올 늘일 수 있기 때문에29) 고용자와 피고용자와의 관계가 약화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한편 경영자 입장에서는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많은 접촉올 갖는 것이 일의 

방향을 지휘하고 動勞意쩔칭을 불러일으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느끼는 경우， 텔레커 

뮤팅은 경영자 자신의 통제력과 지위를 소멸시키는 결정적 형태가 될 수도 있다 

고 본다(Bush， 1990, 238). 텔레커뮤터의 입장에서는 경영자에게 자신의 업무처리 

이외의 다른 능력들， 예컨대 社會性， 進就性 동을 드러내보이기 어렵기 때문에 昇

進에 지장이 생기리라는 우려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Bush， W. R. , 1990, 

235-250; Salomon, 1. and M. Salomon, 1984, 20-21; Pratt, ]. H., 1984, 7).30)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기업의 行政的 統制를 더 많이 받올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적절한 노동조합과 전문적 협의체의 필요성올 느끼고， 고용 

환경올 정착시키는데 적극적이 될 수 있다. 한편 텔레커뮤터가 사회적 관계의 필 

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정과 지역공동체에 의폰하기 보다는， 사회적 교류의 

부족함으로 인한 격리감올 여가와 오락을 위한 시설올 통해 해소함으로써 오히려 

지역공동체와 隔離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Albertson， 1977). 

@ 역할갈퉁 

통상적으로 在혐動務者는 失頭時間帶의 혼참한 교통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재택근무에 만족활 것이라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Salomon & Salomon, 1984; Kellerman, 1994). 

일과 가정이라는 두 구조는 공통점이 매우 적다. 일이 요구하는 바는 기능적 

29) 예를 들면 텔레커뮤터들은 근린 업무 센터에서 접촉하게 되는 타회사 사람들과 

혹은 컴퓨터 통신을 통해 동호인들끼리 더 활발한 교류를 가질 수 있다. 
30) 재택근무 구조에서 아쉽게 느껴지는 사회적 접촉을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근린 

근무 센터가 있다. 근린 근무 센터는 한 기업 또는 여러 기업이 원격통신 시설과 

관련 서비스를 갖추고 기업과 피고용자가 분산된 근무지와 관련된 많은 편익을 얻 

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이런 근무 형태를 통해 피고용자는 사회적 상호작용 

의 결핍을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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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숙련된 기술과 비인간성의 第三者的인 태도인데 비해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온화하고 느슨한 자세이기 때문에 집에서 두 가지 역활올 해야 하는 상황은 

두 역할 모두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고 본다(Albertson， 1977). 즉， 개개인은 각각 

의 사회적 구조 속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집안 일을 하다 

가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같이 역할을 전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며， 통근 

통행은 이 필요를 총족시킨다는 것이다. 

역할 전환에서의 갈동은 결국 재택근무자가 늘어난 ‘자유 시간’올 어떻게 계 

획하여 활용하느냐는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자유의 확대 그 자체는 재택근무자 

에게 중대한 이득이지만 작업 환경올 스스로 조성해야 하는 상황과 적절히 일하 

고 휴식을 취하는 것과 관련한 自 E뢰11練은 스트레스를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페 

@ 장애인과 여성 

한편 재택근무자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경험이 다른 그래서 주목받는 집단 

이 있다 .. 먼저 障暗者들은 텔레커뮤팅을 통해 소외로부터 벗어나 사회적인 접촉을 

갖게 되었고， 그들은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라는 인식에 만족감을 표시한다고 

했다(Pratt， 1984, 12). 또 다른 집단은 어련 자녀가 있는 여성임이 밝혀졌다. 그들 

은 텔레커뮤팅으로 인하여 자녀 양육과 업무 수행올 비교적 성공적으로 병행할 

수 있으리라는 예측 때문에 장애자와 더불어 새로운 노동 공급의 차원에서 또는 

‘女性解放’의 관점에서 주의를 끈다. 그러나 노동 공급의 일면은 차치하고 심리 

적 효과의 측면에서 여성의 텔레커뮤팅이 樂觀的이지 만은 않다. Hall은 역할 갈 

동 모형올 통해 여성의 피고용인 어머니 가정 관리인 아내로서의 역활이 시공간 

적으로 중복되면 갈동을 유발한다고 하였고(Salomon， 1. and M. Salon1on, 1984, 

31) 스스로 업무 시간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업무 수 

행이 물리적인 장소에 의해 제한되지 않을 때 문제점을 갖게 된다. 어떤 경우에 

는 가족들이 집을 일하는 장소로 생각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 텔레커뮤터를 방해할 

수도 있다고 본다(Ramsower， R. M. , 1985,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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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에서 재인용). Huws는 50-60년대의 ‘몇에 걸린 주부 증후군’ 32)의 연장선 

상에서 여성들이 텔레커뮤팅올 어떻게 받아들일 지는 주의 깊게 다루어져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2) 경제적 효과 

텔레커뮤팅이 피고용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시간과 장소， 일에 대한 선 

택의 폭 확장， 생활비의 절약 둥이다(Salomon， and Salomon, 1984, 17; Pratt, 

1984, 15). 생활비의 절약은 통근 비용의 감소가 큰 몫올 차지한다(Gordon， S. 

and A. van Arsdale, 1986, 291; Lehman-W i1zig, 1981, 327; Pratt, ]. H., 1984, 

5). 텔레커뮤팅에 관한 Pratt의 논문을 살펴 보면 텔레커뮤터가 가장 적게 출근하 

는 경우， 月 200달러의 식비， 100달러이상의 유류비， 주차료， 보험료， 그리고 100달 

러의 의복비가 절약되는 것으로 추산되며， 가정에서 일하는 동안 자녀를 돌볼 수 

있기 때문에 낮 동안의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텔레커뮤팅으로 

인해 생활비가 증가되는 부분은 가정의 냉 · 난방 비용 전화나 홉實用 端末機에 

대한 비용 퉁이다(Pratt， 1984, 5). 

한편 Huws (1990, 215)는 텔레커뮤팅이 경제와 사회 전체에 미치는 포괄적인 

시각올 제시한다. 피고용자의 입장에서 텔레커뮤팅은 노동력의 個別化를 유도하 

고， 노동력올 분산시키기 때문에 노동조합 조직을 어렵게 하며， 따라서 노동자 보 

호를 침해하며， 集團的 횟約의 기회를 붕괴시키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고도의 전문직과 관리직에 있는 텔레커뮤터의 경우는 기업의 수요에 비해 橋少하 

기 때문에， 업무가 자동화될 수 있는 단순 숙련직 노동자와 비교할 때 기업으로부 

32) 가정 주부에게 나타나는 일련의 병적 징후로， 여성에게 가정은 억압의 장소라는 

인식에서 생겨남. 가정은 남자들에게는 휴식의 장소가 되나， 여성에게는 남편， 자 

녀들， 병들고 나이든 친척을 보수없이 24시간 돌보아야 하는 의무의 장소이며， 사 

회로부터 여성을 격리시키는 곳이라고 받아 들여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노력하는 페미니스트들은 텔레커뮤팅을 비판적 시각으로 조망하고 

있다(결과적으로 여성 텔레커뮤터는 보수가 있는 취업 노동자와 무보수의 가정 주 

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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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받는 대우에 큰 격차가 생길 것올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텔레커뮤팅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自營業者가 증가함에 따라 보통 직장에서 일괄 

처리되는 의료 보험， 연금 풍의 복지 차원의 비용이 축소되기 때문에 국가의 세수 

입올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으며， 경우에 따라 탈세 둥 地下經濟의 확대에 까지 영 

향올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3) 통행에 미치는 영향 

처음 텔레커뮤팅이 연구 대상이 된 것은 1970년대 초에 원격통신이 통행올 

대체할 가능성이 논해지면서 시작되었다. 통근 통행은 교통 흐름의 가장 규칙적인 

양태를 이루고， 상대적으로 고정된 방향과 시간대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 통행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주요 연구 대상이 되어왔다. 미국과 유럽의 초기 

연구는 주로 畵像會議(teleconference)에 관한 것이었는 데 이후 텔레커뮤팅이 관 

심올 끌었다. Albertson(1976) 이 텔레커뮤팅의 도입올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할 것 

올 주장하기 이전까지 텔레커뮤팅에 관한 연구는 주로 텔레커뮤팅과 통행에 관한 

것이었으며， ‘텔레커뮤팅이 통행올 代替할 수 있을 것인가’， 즉 통행올 줄이는데 

寄與하느냐는 문제와， 만약 ‘통행 패턴올 ‘변화시킨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것 둥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졌다.33) 

33) ]ones(1973)는 미국에서 최초로 분산된 직장의 통행 대체 잠재력을 조사했다. 그 

는 1965년， 센프란시스코만 지역 직장의 22%는 텔레커뮤팅이 가능함을 알아냈고 

센프란시스코시와 중심 업무 지구는 각각 31%와 47%라는 수치가 나왔다. 

Harkness는 그의 논문에서 일하는 장소에 대한 대안으로서 텔레커뮤팅에 대해 논 

의하였고， 대도시의 분산과 도시 통행 수요에 있어서 원격통신의 잠재적 효과에 

대한 종합적 가설을 개발했다. 대도시를 위한 가상의 선택 대안들이 이 연구에서 

제시되었으며， 교통 하부구조의 비용을 비교함으로써 각각의 선택들에 대한 편익 

이 펑 가되 었다. Nilles는 1976년 Telecommunication-Transpαtation Tradeojj 
Options þr Tomorrow 라는 제목의 책을 통해 다양한 대안 선택 하에서 대규모 
보험 회사틀의 로스앤젤레스 중심부 본사의 분산에 따르는 편익을 서술했다 

CBarbas, A. N., 1988, 8-9에서 재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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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량 

텔레커뮤팅과 통행량에 대한 사례 연구들은 총통행량에서 감소가 있음올 보 

고하고 있다(Hamer， Kroes and Oostroom, 1991, 365-382; Kitamura, Nilles, 

Conroy, and Fleming, 1990, 98-104; Mo암ltarian， 1990, 231-242; Mokhtarian, 

1991, 319-342; Pendyala, Goulias, and Kitamura, 1991, 383-409). 통행 량의 감소 

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통행량 감소는 표본 선택 자체의 면차에 기인할 

수도 있고， 긴 기간 동안 여러번 설문에 용하는 데서 오는 지루함 때문에 통행 일 

지에 기록이 編짧되는 데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이다(Kitamura， et al., 1990, 

103). 아물든 텔레커뮤팅으로 인해 통근 통행 자체가 감소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 

다. 문제는 非通動通行인데 총통행량이 감소하려면 비통근 통행도 감소하거나 또 

는 유지될 때이며 비통근 통행이 증가하더라도 텔레커뮤팅으로 감소된 통근 통행 

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통행량에 대한 사례 연구들에서 나타난 결과는 비통근 통행의 감소 또는 유 

지에 의한 총통행량의 감소였다. 그 원인은 텔레커뮤터가 비통근 통행， 예컨대 

물품구매를 위한 통행올 출근일의 통근 통행에 강하게 連緊하거나 외출이 필요한 

활동들올 재계획하고 재배치함으로써 외출 회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고 본다(Pendyala， et al., 1991, 395). 

비통근 통행의 증가에 대해서는 가능성의 차원에 머물고 있고 증가의 원인은 

대부분 심리적인 것이다. 즉 사회적 접촉과 다양성의 결핍을 회복하거나 ‘집으로 

부터 탈출’ 하기 위해 통행올 한다는 주장이다(Albertson， 1977, 40; Mokhtarian, 

1990, 239; Salomon, 1985, 228). 그 외에도 좀더 자유로와진 텔레커뮤터가 가사일 

을 더 분담함으로써 통행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Kitamura， et al., 

1990, 99). 만약， 비통근 통행이 다양한 이유로 증가하여 통근 통행 감소를 相殺하 

고 남는다면 총통행량이 증가할 것이지만 많은 실증적 연구에서는 총통행량의 감 

소를 지적하고 있다. 

한편， 텔레커뮤터의 가족들이 통행에 변동올 보일 지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 

다. 가족들의 통행 역시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었는 데， 그 이유는 가족들이 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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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터와 함께 집에 있고 싶어하고， 나아가 가족 모두가 통행을 더욱 조직하여 최 

단거리의 통행 패턴올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Hamer， et al., 1991, 

376; Kitamura. et al.. 1990, 101-103; Mokhtarian, 1991, 329-330; Pendyala, et 

al.. 1991. 383-409) 

@ 통행 연계와 시간대 

텔레커뮤팅이 조직된 통행 예컨대 다목적 통행을 유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약간의 연구가 있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비통근 통행이 통근 통행과 깊 

은 관련을 맺고 있다면 텔레커뮤팅으로 통근 통행이 감소하거나 줄어들면， 통근 

통행에 연계되어 있던 활동 패턴은 깨지게 되고 수정올 요할 것이다라는 지적이 

다(Pendyala， R. M. , K. G. Goulias, and R. Kitamura, 1991, 384; Salomon, 1., 

1985, 227). 

通行行態 변화에서 다수의 관심올 끌어 온 것은 통행 시간대이다. 텔레커뮤팅 

을 채택하면 통근 통행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交通帶註이 가장 극심한 

失頭時間帶의 통행량은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있다(Hamer， Kroes and Oostroom, 

1991, 375-376; Kitamura, et a1., 1990, 101; Mokhtarian, 1991, 334; Pendyala, et 

al., 1991, 407). 그러나 비통근 통행의 셔간대는 텔레커뮤팅의 채택 이전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Hamer， R., E. Kroes and H. van Oostroom, 1991, 

376; Pendyala, R. M. , K. G. Goulias, and R. Kitamura, 1991, 407). 이것은 습관 

때문이거나， 자녀의 퉁·하교 때 태워주는 것과 같이 고정된 시간을 요구하는 통행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한다(Pendyala， et a1., 1991, 408). 

@ 기타 

교통 수단에 대해서는 복잡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잃) 외국의 경우， 도시를 

34) 이제까지 텔레커뮤팅이 교통 수단 선택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는 주요 연구 초점 
이 아니었다. 만약 텔레커뮤팅이 단순히 현재의 카풀과 벤풀의 승객 수만 제거시 

킨다면， 다수의 차량이 한대를 대신하게 되어 교통 체증 완화와 에너지 절약이라 

는 편익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행 행태의 관찰은 특히 승 

용차 함께 타기와 대중 교통의 영역에서 좀 더 활발하게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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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난 가정에서 텔레커뮤팅올 할 경우 통근시 대중 교통 수단이나 카풀올 이용 

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가용올 이용한 장거리 통행올 해야한다는 주장 

(Kitamura, et a1., 1990, 99; Mo없ltarian， 1991, 333; Salomon, 1986, 230)과 함께 

승용차를 평소에 통근자가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가정이 두대의 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어쳐， 그 결과 전체적으로 자동차 통행의 큰 감소가 관찰된다는 연구도 

있다(Hamer， et al., 375). 덧불여， 近憐動務센터가 텔레커뮤팅의 방법으로 채택된 

다면 자동차가 아닌 교통 수단， 예컨대 자전거나 도보를 이용할 수 있고， 혹 차를 

사용하더라도 주요 幹線道路가 막히는데 일조하지 않올 것이라는 논의도 있다 

(Salomon, 1986, 30). 

한편 텔레커뮤팅이 텔레커뮤터의 활동 영역을 가정올 중심으로한 좁은 지역 

으로 축소시킬 것이라는 가정과 연구 결과가 있다(Pendyala， et al., 1991, 

383-409; Mokhtarian, P. L., 1991, 329). 반대로 텔레커뮤터의 移動性이 높아진다 

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토지 이용의 변화와 관련하여 텔레커뮤터의 거주지가 

직장으로부터 멀어진다면 특히 자동차에 의한 통근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이라고 

지 적 된다(Hamer， et al., 1991, 371).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면， 텔레커뮤팅 및 개인 행태와 관련된 연구는 처음에는 

원격통신과 교통과의 관계가 주요 주제였으나 점차 텔레커뮤팅에 따르는 사회·심 

리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관점도 고려되었다. 첫째，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핍은 일 

터를 가정으로 이전함으로써 예상되는 쟁점들 가운데 가장 자주 논의되는 것이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편이다. 

둘째， 피고용자에게 텔레커뮤팅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시간과 장소와 일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과 생활비의 절약이다. 셋째， 통행과 관련된 효과는 

처음부터 텔레커뮤팅 연구의 핵심으로， 전체적으로 통근 통행이 효과적으로 감소 

되었으며， 총통행량에서 감소가 있음올 보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비통근 통행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거나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증가의 가능성에 대해 

、i 할 것이다(Mokht따ian， P. L., 1991,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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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꾸준히 논쟁 중이며 증가의 이유는 대부분 사회·심리적인 것에서 찾고 있다. 

通行行態 변화에서 다수의 관심을 끌어온 것은 통행 시간대， 특히 交通帶t[이 극 

심 한 失頭時間帶의 통행 량의 감소였다. 

이와 관련하여 텔레커뮤터의 활동영역이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좁은 지역으 

로 축소될 것이라는 가정이 있으며， 교통 수단의 이용 변화에 대해서는 복잡한 논 

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總體的인 에너지 소비(개별적인 가정용 냉·난방비와 전 

기 사용)와의 관계는 더욱 복합적인 판단올 요구하는 문제들이다. 

3. 연구의 필요성과 재택근무의 조작적 정의 

1) 연구의 필요성 

지금까지 텔레커뮤팅의- 도입이 초래하는 결과를 기업 측면과 개인 측면에서 

조망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전체적으로는 텔레커뮤팅의 특성상 도입의 주 

체인 기업 또는 공공에는 편익이 많고， 개인에게는 장점이 있는 한편 사회·심리적 

不作用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의 주요한 선행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이 연구들 가운데 재택근무자의 시·공간 행태 특성에 관한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간추려 보면 첫째 통행 수요와 원격통신의 관계에서 @ 원격통 

신이 통행올 확실히 대체할 수 있다는 관점，(2) 원격통신이 통행올 자극활 것으로 

보는 시각， 둘째， 통근 통행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하여 @ 통행의 유연성이 증가 

함으로 시·공간 이용 행태에 초래될 변화 @ 자율적인 시간 증가가 비업무 통행 

을 새로이 유발활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논쟁이 있었으나 기존의 연구들은 텔 

레커뮤팅이 가져오는 통근 통행의 변화 통근 통행의 감소에 따르는 총통행의 증 

감 여부， 그리고 통행량이 얼마나 줄어드는가의 量的인 결과 동에만 관심올 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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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선행 연구와 연구 내용 

연구자 연구 대상 연구 내용 
의사소통올 원격통신으로 대체했을 때 행태적，사회적 결과 

A1beπson，L.A. 기업 가 원격통신 수용에대 결체정하적는 역할올 한다고 봄. 
1977 개인 원격가통농신」은 교통올 것이 아니고 오히려 증가시 

킬 성이 크다. 
Barbas,A.N. 개인 텔레커뮤팅 도입이 가져 올 효과를패턴 시나리오에 의해 실험 

1988 (대학구내 정보처리관련 평가. 텔레커뮤팅이 개인의 통근패 지역의 교통량과 주 
근로자와 관리자) 차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 긍정적 

Bush,W.R. 개인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계하고 있는 텔레커뮤터들올 대상으 
1990 (소프트웨어 개발) 로 성공과 실패를 분석.(일의연 성구격，인간관계에 중점) 

멜레커뮤팅의 이용과 한계를 
G야don，S. & 재택근무 대안으로 n영ei향gh올bor 명ho가od하 work center률 선택할 

A. van Arsdale 개인 때 예상되는 지역적 기 위해 시나리오에 의 
1986 (사무직，판매직，전문직) 한 모의실험←에너지 소비，대기오염，교통혼잡 갑소 

Hamer,R., 텔레커뮤팅의 교통행 영감향소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연구. 통행 
E.Kross & 개인 행태 변화 분석→통 

H.van Oostroom (교통부직원) 실험 참여자 추천 조건 제시 
1991 

Huws,H. 개인 웰혜워셔가크 조갱，옐망←레탤워혜커워의크 성격 재정리. 여성과 정보기 가숲정텔의레워 
1991 (여성근로자) 크와 의 영향과 역할올 여성과 관 

점에 망 
Kitam따a，R.， 재태근무가 통되행에 미치는 영향 평가. 통근통행 감소，비업 
J .M.Nilles, 개인 무통행 이 중가 지 않았음. 

P.Conroy & (주정부 정보관련 근로자) →교통혼잡 완화제，시대기오염 개선의 강력한 수단으로 제시할 
D.M.Fleming 수 있는 근거 

1990 
Olson,M.H. & 개인 고급전문인력과 비숙련의 저급 노동력. 고용주와 피고용자 

S.B.Primps (경영자와 피고용자) 와의 관계융，업성무와 비업무 영역간의 연결，성의 문제를 취급. 
1984 개인의 자 정도에 초점이 있음 

Pendyala,R.M., 재태근무가 가구통행행태에 미치는 영향 연구. 텔레커뮤터 
K.G.Goulias & 개인 의 생활에서 늘어텔난레 융커통뮤성특(자율성)이 가족들에게 영향을 

R.Kitamura (주정부 정보관련 근로자) 미치리라는는 관데점- 팅이 효과적인 통행관리 기법인 
1991 지를 결정하 필요한 정보 제공 

고용고주용자 측면에서-노동력 확보와 생산성 증 매가어 
Pratt,J.H. 고용주피，감고독용자관리자， 피 측면에서-자율성，생산성경，가의정에 있는 사람들 

1984 에게 일용할과 기 편회 부여라는 도입배 확인. 고용주，피고용 
자의 비 익 비교. 

연구소 전문인력 확보통，근 가비정용에 매어있는 노동력에 접근， 전 사제무.공간 
Ramsower,R.M. 개인 의 총비용과 의 절감 퉁을 도입이유로 조직 

1985 (대학의 연구센터 근무자) 과 개인의 행태변화를 분석 
→사람 업무 기술적，조직적 변수 사용 

Salomon.I & 옐혜커뮤팅을 부정적 시각점중으，요 재로생택과 바근라무 일봄에터서의 근 오무 사는지회의 사회적 M.Salomon 개인 상호작용의 역할이 갖는 적 역할올 
1984 (대학 전산센터 근무자) 제거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 역할 갈둥 

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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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왔다. 그 이유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첫째， 정부 차원의 실험 연구 수준에서 연 

구 목적(교통 체증 대기 오염 에너지 소비 동의 문제 해결에 접근하기 위한)에 

맞추어 연구 대상의 선정이 정규 종일제의 사무직으로 한정되어 지극히 제한적이 

고， 둘째 기업 측면의 연구와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셋째， 개인의 행태 중 통 

행 활동의 결과만이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개인의 시·공간 행태의 조 

직에 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한편， 개인 입장에서 텔레커뮤팅올 수용하는 이유가 @ 家專와 拉行하고 싶 

어하는 근로자들의 사회·심리적 필요，(2) 자율성과 유연성의 확대에서 얻어지는 

사회적， 경제적 효과 @통근의 부담올 줄이는 데서 오는 교통 효과와 비용 절약 

동에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조건들의 중요성 크기 정도가 하루 일과를 구성하 

는 데 결정적인 역할올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사와 업무를 拉

行하고 싶은 여성의 경우 가족의 생활 리듬(남편 출근， 가족의 식사 시간， 육아， 

자녀 동교 퉁퉁)에 맞추어 업무를 그 사이 사이에 편성해 넣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시·공간 행태에 관한 연구는 먼저 텔레커뮤팅에서 연유되는 기 

업 활동 측면에서의 특성 파악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다음에는 개인 입장에서 텔 

레커뮤팅에 대한 인식과 반응이 어떤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에서 

얻어진 기업 및 개인 측면에서의 재택근무에 대한 효과와 개인의 시·공간 행태에 

작용할 수 있는 관계들이 파악이 될 때 비로소 재택근무자의 시·공간 행태에 관 

한 더 나은 분석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2) 재택근무의 조작적 정의 

(1) 조작적 정의 

현실적인 사례 연구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이론적 정의에 부합되는 재택근무 

자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텔레커뮤팅올 구성하는 요소 자체가 복 

합적이며， 기술 발달과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환경에 따라 텔레커뮤팅을 수용하고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앞서 논의된 가장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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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되는 정의에 따라 ‘원격통신의 사용으로 출퇴근을 전혀 하지 않거나 부분적으 

로 하는 근무 형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일이나 근무를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수 

행하여， 일한 결과는 원격통신을 통해 회사 혹은 필요한 장소에 보냄으로써 근로 

자가 편리한 장소에서 일하는 형태’를 기준으로 재택근무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 

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기준 역시 현실적으로 사무실에서의 업무 활동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사무 자동화의 영향을 받아 상당 부분 온라인(원격통신 의존)의 상태로 

처리되고 있으며 원격통신의 사용으로 출·퇴근을 하지 않는 근무 형태라는 점 역 

시 집에서 일하던 기존의 프리랜서들이 원격통신 시설을 사용하여 작업 환경올 

바꾸어 나가는 경향 때문에 그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된다. 

대상 선정의 문제점이란 구체적으로 첫째， 전화， 팩시밀리， 컴퓨터 통신 동의 

사용이 반드시 물리적 이동울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화， 팩시밀리， 컴 

퓨터 통신 동은 대체가 아니고 그 자체가 새로운 業務道具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 이동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원격통신 부분올 구분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둘째， 출·퇴근올 하지 않고 근무한다는 것은 암암리에 자택 이외의 장소를 배 

제하는 것인데， 이는 근로자의 일하는 장소를 회사와 가청 두 곳으로 제한하는 결 

과를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주거와 일터가 결합되어 있는 자영업자 또는 기존의 

재택근무자와 텔레커뮤터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정의에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셋째， 텔레커뮤팅의 정의에 부합되는 원격통신 수단의 사용 범위에 관한 문제 

이다. 혼히 텔레커뮤터들은 최첨단의 원격통신올 사용하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으 

나 실제로 텔레커뮤팅은 교통(출·퇴근)을 대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아니고， 

예컨데 기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텔레커뮤팅의 도입 결정은 

기업의 문화와 기업 경영 태도와 같은 다른 요인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일의 성격 

에 따라 원격통신의 사용은 필요 조건에 불과하며 결정적 역할올 하는 것은 아니 

다. 즉 원격통신에 대한 의존의 정도는 기업의 경영 방침과 일의 성격에 좌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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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오로지 전화만올 사용하는 수준에서부터 고속의 정보망올 이용하는 최첨단 시 

설에까지 기준을 정할 수 없을 만큼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정이다. 

위의 문제점들은 텔레커뮤팅과 텔레커뮤터에 관한 연구에서 텔레커뮤터의 선 

정을 기존의 연구와 사회에서 인정하는 기업의 제도적 규정 35)에 의존할 수 밖에 

없도록 한다. 외국의 선행 연구의 경우도 실증 연구(청부나 공공 단체의 계획적인 

실험 연구는 제외)에서 대상이 되었던 텔레커뮤터와 비텔레커뮤터 구분의 핵심은 

회사의 피고용자가 ‘가정(또는 기타 장소) 근무자’인지 ‘회사 근무자’인지에 있었으 

며， 연구의 출발점 역시 事務室 動務가 家底 動務로 옮겨 가는 데서 야기되는 결 

과들을 파악하는 것야었다. 

선행 연구에 나타난 텔레커뮤터들올 텔레커뮤팅을 구성하는 요소별로 살펴보 

면， 직종은 컴퓨팅(자료 입력과 계산)， 워드프로세싱(서류 작성)과 같은 單純 作業

에서 부터 事務職， 行政職， 秘書職 뿐만 아니라 管理職 專門職에 이르기까지 다양 

하다. 動務形態(고용조건)는 ·定規 終 日 制， 自 由 찢約制， 時間制， 成果給， 그라고 臨

時 時間制 등으로 직종에 따라 일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의 성격파 텔돼커뮤 

터의 능력에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하는 장소는 담흰이 압도적이다. 意思流

通의 방법은 직접 대면에서 부터 전화 전자 우편， 그리고 ARPANET 망에 이르 

기까지 모든 방법이 이용되며 근무시 사용되는 도구는 개인용 컴퓨터가 가장 일 

반적이다(표 2-3). 

그러므로， 이러한 논의로 보아 이 연구에서 텔레커뮤팅은 ‘主 事務室(principal

office)이 아닌 가정 사무실에서 업무가 수행되는 것’이라고 규정되며， 재택근무를 

35) 어떤 기업 또는 정부가 텔레커뮤팅 근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장소의 

제약을 완화시켜 재래의 근무 방식(회사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 

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출근 확인이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출 

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결근으로 처리되었던 규칙이 없어지고 근로자에게 주어 

진 업무가 정해진 기간에 완수만 된다면 그들이 어디에서 일하건 피고용자는 고용 

조건에 맞는 임금을 제도적으로 보장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Link Resources Co.는 자택 텔레커뮤터를 ‘회사의 피고용자가 정상의 
근무 시간 중 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여 매년 표본 조사를 하고 있다 

(Mokht않ia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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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칭하는 것이 된다. 여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의 재택근무자 선정에 

준한다. 

〈표 2-3> 선행 연구의 텔래커뮤터 

연구자 직종 근무 형태 일하는 장소 의사 소통 방식 근무 시설 
Bush(l990) 소프트웨어 자택 ARPANET망 

개발직 천자우편 

터미널 링크 

전화 

대면회의 
Gordon&Arsdale 사무직·판매직 근린근무센터 

(1986) 관리직，전문직 

Hamer et al.(1991) 행정직 정규종일제 자태 모템·팩시밀리 개인용컴퓨터 

(주3일) 
Huws(199l) 비서직·사무직 자유계약제 자태 개인용컴퓨터 

임시시간제 
Olson&Primps 사무직·전문직 성과급 자태 

(1984) 시간제 

정규종일제 
Pratt(l984) 전문직·경영직·사무직 자유계약제 자택 전화·직접대변 개인용컴퓨터 

정규종일제 워드프로세서 

(주1-5일) 단말기 
Ramsower( 1985) 워드프로세싱오퍼레이터 시간제 자태 전화 워드프로세싱 

프로그래머·교재개발직 시스템 

편집직·프로그램설계직 
S피rley(1988) 관리직·사무직·컴퓨팅 자유계약제 자태 텔레커뮤터의 텔레커뮤터의 

정규종일제 능력에 따라 능력에 따라 

(대면-원격통신) 

(2) 재택근무자의 선정 

앞에서 논의된 텔레커뮤팅의 정의와 선행연구에서 대상이 되었던 텔레커뮤터 

를 참고로 하면， 이 연구를 위한 재택근무자는 다음과 같다. 

재택근무자들은 자영업자가 아닌 피고용자로써， 피고용자가 속한 회사의 근무 

규정에 재택근무가 제도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모두 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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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충분히 인정하여 근무 장소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재택근 

무자의 의사 소통 방식은 원격통신의 사용올 전제로 하고 업무의 상당 부분은 독 

립적이고 컴퓨터에 의존하여 수행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3, 4차 산업에 종사하는 

‘전자적 가내 근무 근로자’가 연구 대상인 재택근무자이다. 이러한 재택근무자는 

재래의 하청에 의한 家內 手工業者나 自營業者와는 다르다. 

띠
 ω 



처I 3 창 우려 나라의 재를팩근무 현황 

이 장에서는 재택근무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 나라 기업이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背景과 전개 과정， 그리고 우리 나라에 나타나는 재택근무의 類型올 고 

찰한다. 1절에서는 우리 나라의 기업들이 무엇 때문에 재택근무를 도입·실시하게 

되었는가를 技術的 要因과 社會經濟的 요인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기술적 요인은 

재택근무과 관련이 깊은 통신 기술， 특히 재택근무 환경 구축올 중심으로 그 보급 

상황올 살피고， 이용 현황과 전망을 알아본다. 사회경제적 요인에서는 사회적 경 

제적 환경들이 기업과 개인，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어떻게 재택근무와 관계를 

맺는지를 검토한다. 

2절에서는 재택근무의 전개 과정올 도입 년도， 직종별 및 고용별 상태를 통하 

여 기술하고， 배경이 각각 다른 기업별 경험올 정리한다. 

3절에서는 도입 배경과 전개 과정에 나타난 직종， 근무 조건의 관계를 회사별 

로 조합하여 우리 나라 재택근무 경향의 흐름 중 중요한 組向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한다. 이러한 흐름올 바탕으로 우리 나라에서 두드러지는 재택근무의 유형올 

확정하고， 차후 재택근무자와 관련하여 기업 측면과 개인 측면에 나타나는 특성올 

분석하는 기본 틀을 만든다. 

1. 도입 배경 

우리 나라는 80년대 후반에 들어서 국가 경제 운용의 민주화 추세， 노동 운동 

의 活性化， 공장 자동화의 據散 동으로 작업에 투입되는 실근무 시간이 점차 단축 

되었고， 그로 인한 자유 시간의 증대는 국민 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시간에 대한 

관념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經營環境 변화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The 

Economist, 1991, 440). 특히 갈수록 심해지는 인건비 상승， 생산성 감퇴 현상 동 

은 기업의 인력 운용과 생산 체제의 再編올 부추겨 그에 따른 근무 제도의 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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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불가피하게 하고， 기업들이 이른바 ‘變形動勞制’1)라고 하는 새로운 유형의 근 

무제도를 추구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여기서는 변형 근로제의 한 유형인 재택근무의 도입 배경올 기술적 요인， 사 

회적， 그리고 경제적 요인의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1) 기술적 요인 

재태근무는 인간의 일상 생활 중 중요한 부분인 일올 가정으로 옮겨오는 것 

으로 이와 관련되는 통신 기술의 발달은 상당히 복합적이고 다양하다. 

기술적 요인의 재택근무에서의 역할은 첫째 감독자(관리·경영자) 혹은 동료와 

의 직접 대면의 의사 소통올 원격통신을 사용하여 다른 형태로 대체하는 것， 둘 

째， 업무의 평가와 일의 진행올 모니터링 하기 위한 관리(경영)의 도구로， 셋째，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를 획득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며 기술의 사용 정도가 가정 

에서 행해지는 일의 성격을 결정하는 데 작용활 수 있다. 

여기서는 재택근무에 이용되고 있거나 또는 재택근무와 관련있는 기술에 관 

하여 첫째， 기술적 기반 조성， 둘째， 通信機器의 보급과 이용， 셋째， 社內 在혐動務 

用 시설 퉁올 알아보고， 장차의 재택근무를 위한 기술 깨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 

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기술적 기반 조성 

@ 공중통신망의 개방 

1) 변형 근로제(유동 근무제， flex time제)란 미리 정한 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자기의 노동 시간을 선택하도록 하는 시스댐이다. 즉 기존의 획일적인 근무 제도 

를 탈피， 근무 시간， 근무 방식 등을 탄력있게 운용하는 것으로， 우리 나라가 도입 

하여 검토 중이거나 실시하고 있는 방식은 회사와 근로자간의 면의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신축성 있게 조정하는 ‘출퇴근 자유 시간제’， 토요일을 번갈아 쉬거나 종일 

근무하는 ‘토요 격주 근무제’， 그리고 회사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업무를 보는 ‘재 

택근무제’ 등이다(한국일보， 1991.1l.28; 서울경제， 1992.4.17 기사에서 재정리함) .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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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이후 반전자 교환이 全電子 교환으로 교체되면서 우리 나라의 통신에 

의미 있는 큰 변화가 있었다. 정보통신 관련 산업이 육성되려면， 특히 재택근무에 

있어서 돼시밀리나 개인용 컴퓨터 동의 정보통신 기기의 전화망 접속은 필수적인 

요소이나， 1982년까지 국내에서 돼시밀리나 개인용 컴퓨터로 통신올 하려면 전용 

회선(특정 통신 회선)올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전용회선의 이용은 관계있는 사 

람과의 통신만 가능하여 여러 사람과는 통신올 할 수 없었고， 통신료도 1개월에 

12，000원， 시외 100krn의 경우 4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므로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다. 

공중통신망의 개방이란 가입전화교환망， 가입전신교환망 및 전용회선 퉁 공중 

용 통신망올 각 통신망의 기본 기능 이외에 附加的인 서비스에도 사용활 수 있도 

록 각 통신망의 가입자에게 그 이용올 개방하는 것으로 주로 컴퓨터， 또는 컴퓨터 

와 관련된 정보통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말한다(체신부， 1988, 181). 

공중통신망이 개방됨으로써 전화망은 본래의 음성에 의한 의사 소통의 범위를 초 

월하여 문자， 화상의 정보 유통도 담당하게 되었다. 

가입전화교환망은 원래 전화기를 이용하기 위하여 설계되고 운용되는 통신망 

으로 1983년 3월 21일 개방됩으로써 돼시밀리 데이타 통신 단말기 퉁의 非音聲

통신 기기의 접속 사용이 허용되었다. 가입전화망의 개방 이후 돼시밀리， 모템， 개 

인용 컴퓨터 이용이 급증하였고 돼시밀리 모템 개인용 컴퓨터의 생산에까지 영 

향올 미치게 되어 재택근무의 기반이 조성되었다. 

@ 통신 시설비 및 사용료의 하락 

정보 이용의 대중화와 재태근무제의 수용을 위해서는 누구나가 저렴한 요금 

으로 다양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올 수 있어야 하며， 통신에 필요한 시설올 갖추 

는데 부담이 없어야 한다. 

<표 3-1>은 통신의 기본이 되는 전화에 있어서 시설 비용과 통신 사용료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電話 施設에 드는 비용을 보면 1974년 이후 약 20년 

동안 설비와 장치비에는 금액의 변화가 거의 없음올 볼 수 있다. 전신 전화 채권 

$ 



이 80년에 동장하여 一時的인 上昇이 있었지만， 88년 1월에 폐지됨으로써 그 동안 

의 消費者 物價指數를 감안한다면 전화 시설에 드는 비용은 사실상 약 1/4 수준 

으로 下落했다는 계산이 나옹다. 

전화 사용 통신 요금에 있어서도 금액의 변화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물가 지 

수와 비교해 사실상 대단한 하락이라고 보여지며， 일반적인 공공 요금이 지난 20 

여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고， 특히 통신 요금과 비교될 수 있는 교통비의 경우 

는 여러 차례 요금 인상이 있었다는 점올 감안하면 통신 요금의 상대적인 하락의 

정도를 가늠할 수가 있다. 

〈표 3-1> 년도별 전화 시설비 및 사용 요금 단위:원 

;얽댁f 1974 1980-1987 1988 1992년 이후 

설비비 247,500 242,000 242,000 242,000 
장치비 8,000 8.000 8,OQO 8,000 

전신전화채권 - 200.000 88.1.1 폐지 -
시설비 합계 255.000 450.000 250,000 250,000 
통신사용기본료 월 100도까지 1,740 81년 이후 3,000 3,000 2,500 
도수료 월100도초과한 86년 이후 25 25 180초마다 25 

매1도마다8 
소비자물가지수 28.4(76년) 75.0(85년) 871(88년) 116.1 (92년) 

註: 소비자 물가 지수: 1990년 =100. 
자료: 한국은행， 1993, 조사통계월보， 1993. 12, [부록]: 주요경제지표 lll, p.11; 

전기통신 통계연보， 1984, 1988, 1989, 1990, 1993년에서 재구성. 

(2) 통신 기기와 통신 회선의 보급 

@ 전화 

통신매체의 기본인 전화는 1980년대 이후의 대량 공급， 전국 자동즉시전화망， 

속도 둥에서 개선이 이루어져 정보 이용의 대중화와 재택근무 기반 구축의 근간 

이 되었다. 

<표 3-2>는 연도별 전화 시설의 공급 능력과 가입자 수를 나타낸다. 전화 시 

설의 공급면에서 볼 때 1980년 이전에는 시설 수와 가입자 수가 거의 비슷하여 

전화 수요에 대한 적체 현상을 짐작할 수가 있으나 1983년 이후 상당한 양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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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증가가 지속되어 수용에서의 여유가 있읍을 알 수 있고， 1987년의 1，000만 회 

선 돌파， 1992년의 거의 2，000만 회선에 육박하는 발전을 볼 수가 있다. 공급의 증 

가에 따라 가입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100인당 普及率에 있어서 1983년 12대로 

8명당 1대의 소유에서 1992년에는 35.7대로 3명당 1대 이상의 전화를 소유하는 

셈이 되었다. 그만큼 개인의 정보통신에의 接近度가 높아졌음올 알 수 있다. 

〈표 3-2> 년도벌 전화 시설 및 가입자 수 단위:회선 

꿇쪽￡ 1975년 1980년 1983년 1987년 1992년 

시설수 1,089,955 2,791,770 4,925,350 10,221,746 1~t~20，600 
가입자수 1,058,075 2,704,504 4,445,290 8,625,496 lQ2~93，454 

100인당 보급융 3.1 7.2 12.0 20.5 35.7 
자료: 전기통신 통계연보， 1984, 1989, 1993년에서 재구성. 

@ 개인용 컴퓨터 (PC) 

컴퓨터는 본래의 계산 기능 이외에도 문서의 編輯， 자료의 보관과 電送， 정보 

의 映像處理 퉁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정보통신의 핵심 요소로서 뿐 

만 아니라 재택근무에 없어서는 안될 시설의 하나가 되었다. 

우리 나라에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것은 대략 1980년대의 일로서， 특히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 신장세는 매우 놀랄 만하며， 소프트웨어가 개발될수록 개인 

용 컴퓨터의 수요는 크게 늘 것이다.93년말 현재 국내에 보급， 설치된 개인용 컴 

퓨터는， 93년 한 해 동안 보급된 73만 3천 대를 포함， 총 305만 대에 이르는 것으 

로 추정하고 있다. 연도별 국내 개인용 컴퓨터 설치 현황은 <표 3-3>과 같다. 

보급처별로는 개인 및 가정에서의 사용이 106만 1천 대에 34.8%의 비중을 차 

지하여 가장 많고， 다음은 제조업 동 산업 분야가 80만 대에 26.2%, 교육·연구기 

관이 47만 6천 대에 15.6% 정부 및 정부 투자기관이 24만 1천 대에 7.9%의 순을 

보이고 있다(한국전산원， 1994, 484). 

<표 3-4>는 재택근무자가 업무시 사용하고 있는 시설올 나타낸다. 개인용 컴 

퓨터의 경우 會社保有와 個人所有를 합쳐 36명 (75%)이 사용하고 있으며，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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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연도벌 개인용 컴퓨터 설치 현황 단위:천대 

구분 연도 1990 1991 1992 1993 92-93 증가율 00-93연명균증가율 
누적설치대수 1445 1967 2500 3050 22.0 28.3% 
연간수요량 785 614 665 733 10.2 -2.3 
신규수요량 685 522 533 550 3.2 -7.1 
대체수요량 100 92 132 183 38.6 22.3 
인구백명당설치대수 3.4 4.5 5.5 6.9 

한국전산원， 1994, 국가정보화 백서， p. 484. 

단말기(35.5%)를 포함하면 재택근무자 모두가 두 가지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템을 이용하는 근무자도 22명 (45.8%)이나 되어 일과 관 

련한 의사 소통에 원격통신이 상당 수준 사용되고 있음올 보여 준다. 모템의 경우 

회사의 채택근무용 시설 보유 현황(147R 중 107R 회사)으로 보면 이보다 훨씬 높 

아서 재택근무의 기본 시설로 인식되고 있음올 알 수 있다(표 4-1 참조). 

〈표 3-4> 재택근무자의 시설 보유 

싫바:f 컴퓨터 개인용 모템 

단말기 컴퓨터 
회사소유 14(29.2) 11(22.9) 18(37.5) 

개인소유 3(6.3) ‘ 25(52.1) 4(8.3) 

없음 31<64.6) 12(25.0) 26(54.2) 

합계 48(100.0) 48(100.0) 48(100.0) 

자료: 셜문지 II 웅답 자료. 

@ PC 통신 

한편 국내 PC 통신 이용자 수는 30여만 명에 이르며 이것은 국내의 개인용 

컴퓨터 보급대 수는 3백만 대에 견주면 아직은 이용 초기 단계이나， 개인용 컴퓨 

터 보급의 약 10% 정도가 PC 통신을 이용하는 것을 보면 재택근무의 잠재력이 

높음을 예상할 수 있다(표 3-5. 하이텔 이용 현황 참고 L 

@ 팩시밀리 

Q “ F 

이
 

]



有線系 뉴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돼시밀리는 수요의 급증에 따라 사무실은 

물론 일반 가정에까지 급속히 확산됨으로써 사무 자동화가 가정 자동화로 이어지 

도록 변하는 추세에 있다. 서류의 전송은 물론 간단한 의사 소통이 팩시밀리를 통 

하여 書面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재택근무시 작업의 지시와 일의 전달 동에 보조 

수단으로 사용된다. 

〈표 3-5> 하이텔 서비스 이용 현황 비교 
구분 | 총이용자수 | 유료가입자수 DB수 IP수 

KETEL인수시 | 약 13만 53종 49사 
9,2. 12말 I 240,086 I 54,475 I 145종 114사 
913. 12말 I 300,852 I 100,113 I 275종 224사 

註: DB: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교환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의 정보(data base). 
IP: 정 보 공급자Cinforma디on provider). 

출처: 전자신문사， 1994, 정보통신연감， p.272. 

@ 통신 회선 구성 

재택근무가 근로자들올 출퇴근 전쟁에서 해방시켜 줌으로써 근로 환경을 개 

선시키고， 따라서 업무 생산성 향상올 가져온다는 점은 회사측에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사무실 공간의 활용， 교통비 퉁 附帶費用의 절감 효과에 대한 기대 

는 재택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어지고 있다. 한국 IBM과 한덕생명에서는 전 

용회선을 이용하여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프로랭스， 한국통신， 금성 

STM 퉁 다른 회사들은 공중전화망(일반전화회선)올 이용하고 있다.<표 3-6>는 

채택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성 STM이 전용회선과 공중전화망 방식의 장단점 

을 비교하여 제시한 통신 회선의 구성 방안이다. 장비， 회선 및 운영에 따르는 제 

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올 전제로 하였다. 

(3) 사내 재택근무 서비스 도입 

@ 한국통신 연구개발원 

한국통신 연구개발원에서는 연구소 직원들에게 1992년 중반부터 재택근무 서 

비스 계획올 추진， 공중전화망올 이용한 CALL-BACK2)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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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통신 희선 구성 방식 
구분 전용회선 사용 방식 공중전화망사용 방식 

장점 개인별로 1회선씩 전용하게 됨(언제든지 작업이 설치가 용이함 

가능) 회선 구성이 용이함(기존의 전화 사용) 

회선 품질이 비교적 안정적임 유지·보수가 간떤 

emulation bord 불필요 
DNS등 다른 서비스 이용 가능 

통신 비용 저렴 
단점 가정집에 통신회선 설치가 곤란함 타인이 host pαt를 사용시 대기하여야 함 

통신비용이 많이 소요됨 

회선/단말기동의 유지·보수가 곤란함 

유지 보수시 가정집으로 방문 

註: 현재 STM의 경우 공중전화망 사용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 

도의 전용선 구성없이 재택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고안하였으며， 1993년 4 

월부터 연구센터 내 전 기관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통신 연 

구개발원 재택근무 서비스는 PC를 가지고 있는 직원이 모템올 이용하여 재택 중 

에도 연구원 내의 연구 개발용 電算資源올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활 수 있는 서비 

스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택 중에도 緊急한 업무를 필速히 처리활 수 있게 하고 

교통 여건상 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持續的인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 

우에도 자택에서 시스팀에 접속하여 연구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支援하는 것 

이다. 

@ 금성 STM의 VLANIC 

블라념은 원래 VAN(부가가치 통신망) & LAN(근거리 통신망) For 

Inteligent and Communication(지능형 통신올 위한)의 머리 글자이다. 금성정보 

통신이 자체 기술로 구축한 사내 컴퓨터 통신망의 명칭이며 다양한 知能形 정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컴퓨터 통신망이다. 사원들이 ‘블라념’의 情報檢索

2) 접속이 완료된 시점부터의 통신 요금을 회사측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고안된 프로 
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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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올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회사 규정， 정부의 경제 자료 퉁 총 37개 분 

야 20만여 건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사장이나 중역들의 지시， 公知 事項， 각 사업 

부별 소식， 뼈妹社 消息， 임직원의 일정표， 사내 전화 번호， 회사 경영 정보， 전체 

회사 임직원은 물론 국내 유명 정치인， 경제인 동 유명인사의 약력， 경쟁사의 정 

보， 정부의 경제 통계， 일일 特許情報， 조간 신문의 주요 속보， 기상， 여행 정보 퉁 

올 찾아볼 수 있다. 그 외 에도 ‘주제 토론장’， ‘直言 코너’가 마련되 어 있다 

이 망의 전자 우편 시스템을 멀리 떨어진 사업장 간에도 이용하면 자신의 PC 

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PC나 돼시밀리 텔렉스 텔레타이프 퉁 각종 통신 매체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문서를 주고 받을 수 있어서， ‘블라닉’을 이용하면 개인용 컴퓨 

터 한 대만으로 회사 사정올 한 눈에 들여다보며 모든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4) 장래의 기술 

@ 종합정 보통신 망(ISDN， 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 

종합정보통신망은 종합적인 첨단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망이 

다， 90년대에는 종합정보통신망 구축올 위한 국내 통신망의 발달 계획이 구분되 

어 수립， 추진되어 가고 있는데， 제 1 단계는 1991년까지의 초기 단계로써 전화망 

디지탈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통신망 디지탈화 통신망의 구축 및 공중선 신호 방 

식의 도입퉁 종합정보통신망 도입을 위한 기반올 조성하고， 제 2 단계는 

1992-2001년까지의 종합정보통신망올 확장하는 단계로 추진하고 있다. 

이 망에는 전화기， 개인용 컴퓨터， 영상 전화기， 무선 전화기， 초고속 팩시밀 

리， 비디오텍스， 가정용 텔리미터링(遠隔檢針)， 영상 회의 시스템 동 무수한 정보 

통신 단말기를 연결해 음성 문자 영상 정보를 한꺼번에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 

원격 진료， 홈쇼핑 및 재택근무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최득용， 1993, 

140-142) , 

@ 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는 여러 가지 매체(미디어)를 통합한 多聚媒體이다. 기폰 고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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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룰 주축으로 하고 여기에 비디오(영상)， 오디오(음성) 기능올 접목시킨 새 

로운 정보통신 기기이다. 즉， 지금의 컴퓨터가 지금까지 수행해 오던 수치， 문자， 

그래픽 처리에다 컴퓨터간의 통신 기능도 갖는다. 멀티미디어는 전화는 물론이고 

컴퓨터， VTR, 오디오， 텔리텍스 동 각종 사무용 기기를 하나로 통합， 대체해 가면 

서 사무 자동화 뿐만 아니라 가정 생활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준다. 멀티미디 

어를 통해 학교에 가지 않고도 집 안에서 “컴퓨터 강좌”를 받올 수 있으며 안방 

에서 회사의 주 컴퓨터에 연결된 멀티미디어로 재택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 

다. 

@ 이동 전화 

이동 전화는 움직이며 통신하는 시대를 열어 놓았다. 국내에 공급된 이동 전 

화 수는 93년 8월 31일 현재 36만 7천5백82 대 이며 이 중 휴대 전화가 27만 6 

천4백59 대 이고， 절반이 넘는 22만 2천4백76 대가 서울에 몰려있다. 이동 전화가 

휴대용 PC와 결합되면 일하는 장소는 이미 회사와 가정의 限界를 뛰어넘어 旅行

중이나 심지어는 病皮에서도 근무가 가능하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기술 환경을 요약해 보면， 현재 재택근무시 사용하는 기술은 

개인용 컴퓨터， 단말기， PC 통신 정도이며， 부분적으로는 공중전화망이나 회사의 

전용통신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멀티미디어와 같은 정보통 

신 기기가 널리 보급되고 종합정보통신망이 구축되어 사용이 일반화된다면， 재택 

근무의 가능성은 높아지게 되며 업무 환경 변화의 예측이 가능하다고 본다. 아울 

러 재택근무가 계속 확대되어 보면화된다면 정보 기술이 재택근무자의 노동 과정 

에 어떻게 개입하게 될 것인가는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2) 사회적 요인 

(1) 가치관의 변화 

경제 발전에 따르는 소득의 증대(표 3-7)는 가치관을 변하게 만들어， 사람들 

십
 ω 



로 하여금 삶의 質的인 향상에 관심을 갖게 만든다. 

가~l관 변화 양상으로서는 첫째， 일에 대한 자세를 들 수 있다. 최정호0989， 

44)는 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절대 빈곤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올 때와 풍요 

로운 사회 에 있올 때 가 다르다고 하였다. 

〈표 3-7> 직종별 월평균 임금J 1980-1990 
1980 1985 1990 

나n 여 계 남 여 계 니a- 여 계 
전산업 전직종 192,589 85,674 15,074 328,177 158，쇄6 268,766 많8，320 323,691 501,992 

전문기술 및 관련직 종사자 283,124 178,589 265,969 472,490 330,556 447,851 752,876 486，않4 694,888 
행정 및 관리직 종사자 웰뺑1 366,840 437.669 뼈，245 665,376 680,102 1,035,256 1 ，012，잃4 1,034,941 
사무 및 관련직 종사자 원~꿈 109，3캔 177.162 363.705 186.801 296.759 612.328 353.690 518,616 
출처: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1980, 1985, 1990에서 재구성. 

둘째， 自律性이 증대되고 私的 자유를 즐기려는 욕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셋째， 가족이라는 구성 단위에 대한 가족 구성원 간의 중요성에 대한 사람들 

의 사고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본다. 토플러 0987， 2권， 75-81)는 

핵가족은 산업사회 시대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인지된 표준적인 가족 형태였지만， 

그것이 이제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 핵가족으 

로부터의 탈피가 진전되고 있는 곳은 어디라도 그렇겠지만 - 가족이라는 구성 단 

위의 結合올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3) 그리고 역사를 

통하여 가족올 단단하게 매어 놓은 것 중 하나는 가족들이 함께 작업한다는 사실 

이었다. 

(2)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3)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8-9시간 근무에 추가되는 2-3시간의 통근은 가족 
들의 질적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데 너무 장시간 가족을 분리시켜 놓으며， 가정 

생활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앗아 간다. 더우기， 지역 사 

회의 활동， 자원 봉사， 기타 공공 활동에 봉사하기 위한 시간은 갈 수록 적어진다 

고 본다. 이러한 요구들이 텔레커뮤팅을 추진하게 하는 원동력이며， 텔레커뮤팅은 

가족과 지역 사회의 생활에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가능성을 쥐고 있다고 판단 

하고 있다(NIST， 1994, 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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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이후의 경제 성장으로 경제 활동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남성 

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부문에 따라 감소 혹은 정체하고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 

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증가하는 데는 첫째， 여성의 교 

육 수준이 향상되고 家事의 機械化가 진행되면서 취업에 대한 욕구가 커졌으며， 

둘째， 노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닥쳐올 노동력 부족 현상은 기업들로 하여금 지 

금까지는 채용에서 소외받았던 그룹에서 부족 인력을 충당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셋째，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을 매개로 단순 숙련 여성 노동 시장의 개발이 필요하 

게 될 것 둥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여성 인력이 늘어나게 되면 기업들은 여성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출산 휴가의 연장， 자녀들의 병간호를 위한 휴가， 시간제 

근무， 재택근무， 職場 託兒所의 운영 동 여성 인력 유입올 위한 각종 정책들올 실 

시해야만 할 것이다. 

<표 3-8>은 1980-1990년의 근로자 수 구성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 

〈표 3-8> 직종별 근로자 수와 구성비， 1980-1990 

1980 
남 여 계 남 

전산업 전직종 1,668,874 1,067,931 2,728,805 2,221,692 
전문기술 및 관련직 종사자 138,128 27,118 165,246 245,395 
행갱 및 관리직 종사자 96,029 1,100 97,129 123,221 
사무 및 관련직 종사자 357,153 217,958 575,111 473,187 

구성비 1(%) 8.3 2.5 6.1 11.0 
구성비 2(%) 5.8 0.1 3.6 5.5 
구성비 3(%) 21.4 20.4 21.1 21.3 

註: 구성비 1: 전문기술 및 관련직 종사자/전산업 전직종. 
구성비 2: 행정 및 관리직 종사자/전산업 전직종. 
구성비 3: 사무 및 관련직 종사자/전산업 전직종. 

출처: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1980, 1985, 19W에서 재구성. 

1985 
여 계 나口· 

1,196,871 3,418,563 3,151,064 
53,438 307,833 341,468 
1,196 124,417 216,612 

288,092 761.279 745,742 
4.4 9.0 10.8 
0.1 3.6 6.9 
24.1 22.3 23.7 

1990 
여 계 

1,525,649 4,676,713 
95,058 436.526 
3,083 219,695 

423,736 1,169,478 
6.2 9.3 
0.2 4.7 
27.8 25.0 

으로 남성은 근로자의 구성비에서 변화량이 크지 않은 반면 여성의 경우는 전문 

기술직， 행정 및 관리직， 사무직 모두의 경우에서 괄목할 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 

고 있다. 과거 남성이 거의 독점하였던 행정 및 관리직에서 여성의 증가가 눈에 

띄며， 80년대 후반의 전문 기술 및 관련직에서의 여성 근로자의 증가는 괄목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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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3) 근무 시간의 단축 

경제가 발달하고 생산성이 꾸준히 향상되면서 근로자들의 노동 시간온 상대 

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표 3-9). 특히 전문 기술직 행정 관리직은 他 직종에 

비해 근무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근무 시간이 짧아지면 상대적으로 통근 시간 

은 길어진다. 근무 시간에 대한 통근 시간의 비율이 높아지고 교통 체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높아져서 직장으로 왕복하는 데 대한 不滿이 높아지면， 사용자도 

이에 대처하지 않올 수 없다. 한편 통근에 수반되는 시간 불편 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임금의 액수는 다소 적어도 ‘전자 주택’ 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노동자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업무의 가정으로의 이전이 점점 장려될 것이 

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표 3-9> 직종벌 월 근로 시간， 1980-1990 
1980 1985 1990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전산업 전직종 228.4 236,1 231,4 225.7 232.1 228,0 215,9 216,5 216,1 

전문기술 및 관련직 종A까 2(Jl,3 199,4 200,0 2여，7 197,8 203,1 197,8 195,2 197,2 
행정 및 관리직 종사자 208,1 200,7 208,1 2여，9 210,7 205,0 197,7 198,0 197,7 
사무 및 관련직 종사자 213,6 214,2 213,8 땐P 213.3 210,6 200,6 198.4 199.8 
출처: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1980, 1985, 1990에서 재구성. 

(4)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 

1991년은 우리 나라에서 환경 문제가 뻐國民的 공감대를 형성하는 원년이었 

다. 낙동강 페놀 사건을 계기로 환경 문제는 전국민이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환경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옹해 왔다. 그 

러나 펀榮의 원인이 기업에 있올 때는 그 기업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公害 防止論者들의 주장이 셜득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기업의 운영온 오염도가 낮 

은 쪽으로 轉換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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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올 사용하는 재택근무가 첫째 대규모로 集中된 職場올 分散시 

킬 수 있으며， 둘째， 출퇴근 통행 감소에 따르는 교통 체증의 감소， 셋째， 에너지 

소비 감소를 가져와 대기 오염의 방지 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기업과 사 

회 구성원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사회적 요인에는 가치관의 변화， 여성 인력의 증가， 근무 

시간의 단축， 환경 문제 등 여러 측면이 있으나，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여성 인력 

과의 관계가 가장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가치관의 변화와 근무 시간의 단 

축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환경 요인이 아직은 재택근무의 원인이 되지는 

못하나 장차 주요 관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활 수 있다. 

3) 경제 환경의 변화 

후기 산업사회라는 새로운 사회의 經濟的 挑戰은 知識塵業과 지식 근로자의 

생산성이며， 사회적 도전은 서비스 근로자의 존엄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후기 

산업사회의 경제적 특정으로 서비스 經濟化를 들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어 

느 정도 서비스 경제화가 진행되었다고‘본다(조순철 1994, 44). 서비스 경제화의 

진전과 함께 정보의 필요성이 다양화되고 증가하면서 우리 나라가 당면하는 문체 

는 專門人力의 확보와 勞動의 柔軟性 및 市長變化에 대한 적절한 대옹이라고 본 

다. 아울러 당면하는 새로운 도전은 지식 근로자와 서비스 근로자의 생산성에서의 

향상이다. 

(1) 정보 산업의 전문 인력 부족 

지식 근로자와 서비스 근로자의 생산성에서의 향상을 위해서는 그 작업을 어 

떻게 조직할 것인가와 작업 과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구성할 것 

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서비스 경제화의 진전과 함께 정보의 필요성이 다양화하고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의 정보 처리 필요성은 한층 더 심화 확대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 정보 산업의 人力需給 전망은 밝지 않다. 첫째는 전문 인력 養成의 어려움이 

m 
ω
 



있고， 둘째， 전문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 현상이 전문 인력의 잦은 移動을 초래한 

다는 점이다. 

<표 3-10>은 단계별로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시간올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기초 기술 교육 과정에서부터 전문 능력 배양에 이르기까지 

약 8-9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3-10>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에 소요되는 시간 

구분 교육과정 소요시간 

CBI( Computer Ba않d Instruction) 18-247ß 월 
SED(Systems Engineer Development) 

기초 기술 교육 과정 OPD(Oper때on 안O밍am 않velopment) 
NCD(Network Communication Development) 
ESD(Eng띠eering Software Development) 

DSIB￡m(Scy(SMtaSn，sI Life Cycle) 9-12개월 
중간 기술 교육 과정 ,DB2,RDBMS,IDM,IDMS) 

UTILITIES(SAS,EASY -TRIEVE，AS둥) 

l차 실무 경험 과정 중간 기술 교육 과정과 병행해서 진행 9-12개월 

PAD(Plant Automation Development) 18-247ß 월 
전문 기술 교육 과정 CIM(Computer Integrat때 Manufacturing) 

CASE(Computer Aided Software Engineering) 
TCP(Technical Consulting Program) 

2차 실무 교육 과정 전문 기술 교육 과정과 병행해서 진행 6-12개월 

전문 능력 배양 기간 각 분야별 전문 능력에 대한 경험 축적 기간 24개월이상 

출처 : 금성 STM의 내부자료. 

현재 정보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이론과 實務經歷올 겸비한 전문 인 

력이며 이들 인력의 수급차가 가장 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표 3-11). 결국 재 

택근무의 도입은 부족한 인력 수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기혼의 우수한 

여성사원올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高級 전문 여성 인력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근무 형태의 개선이라고 볼 수 있다. 

(2) 통신 비용의 하락 

재택근무가 과연 기업에 이익올 가져다 줄 것인가를 판단하는 근거는 바로 

定量的인 비용 분석을 통해서이다(표 3-12). 최근의 정보통신 기술 발달은 정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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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속도와 질올 극적으로 개선시키고 있다. 금성 STM의 내부 자료는 可視的인 

〈표 3-11> 정보 산업 인력 수급 전망 단위:명 

쿠훈-----연도 1994 1996 1998 2000 2001 
수요 7,159 8,434 8,165 9,168 9,710 

학사 공급 11.510 11,133 11 ,133 13,426 13,772 
:Jlγ-t「j 묘「드 4.351 2,699 3,523 4,258 4.062 
수요 2,394 2,758 3,890 4.669 5,114 

석사 공급 979 1.367 1,594 2,116 2,335 
과끼닙-조「 -1 ,415 -1 ,391 -2,296 -2,503 -2,779 
수요 716 911 1,298 1,638 1,836 

박사 공급 283 359 422 504 541 
과끼닙一조「 -433 -552 -987 -1 .134 -1.295 

출처: 한국전산원， 1994, 국가정보화백서， p.526. 

순수 비용만을 비교한 것이지만 재택근무가 비용면에서 효율적임을 보여주고 있 

다. 

전용회선 사용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서울 시내 재택근무자는 월 평균 23,648 

원올 절약하고， 공중전화망 사용 방식에서도 서울 시내 재택근무자는 역시 92,710 

원의 비용 절감을 보여준다. 시외 재택근무자는 오히려 추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보아 아직은 시내 통화가 가능한 곳에서만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차 교통비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물가는 상승하는 반면， 통신 비용은 절 

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감소한다고 예상할 때 재택근무에 따르는 비용 효과는 훨 

씬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3) 外注化(outsourcing; 외부 조달， 외부 하청)의 증가 

후기 산업사회의 조직들은 지식 근로자와 서비스 근로자의 생산성을 증가시 

키기 위해 核心的인 課業에만 집중하게 되고 비핵심적인 얼들은 다른 전문 조직 

들과 다양하게 提擺하거나 同伴關係를 형성하여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피터드 

러커， 1993, 149-153). 따라서 오래지 않아 많은 조직들(정부， 기업， 대학， 병원)이 

서비스 작업을 독립적인 전문 용역 회사에 하청의 형태로 의존하게 될 것이다. 

% 



〈표 3-12> 재택근무 비용 분석 

;도-------냉t 전용회선 사용 방식 공중전화망 사용 방식 
1회 비용 월정 비용 1회 비용 월정 비용 

1.PC GDC212M31B 25,480 25,480 
2.맘inter PRT38밍Q 28,570 28,570 
3.Monitor MCH4115 2,910 2,910 
4.LL!Modem(KD26L X 2) 13,200 0 
5.STM*NET Access Charge 8O.0(깨 0 
6.STM Dial-up Access Charge 40，때O 

7.Dial Modem KD224AD(HOST)측 0 0 
항목별 8.Dial Modem KD224AD(Remote)측 0 6.830 

9.3270 EM Board RB-24 14,370 0 
발생 비용 10.Async 통신 SIW(PKT32깨) 0 150，뻐 0 

11.전용선료(유지보수료 포함) 
-시내사용의 경우 83,273 45.822 0 
-시외사용의 경우(인천경우) 55，2염 451,582 0 

12.전화사용료(1일 3시간 기준) 
-시내사용의 경우 0 37,500 
-시외사용의 경우(인천경우) 0 150,000 

13.DNS 요금(1일 3시간 기준) 0 10,000 269,176 
서울시내 재태근무자-11까지 83.273 210,352 150，때O 141,290 

비용 총계 시외 재택근무자(시외전화 경우) 55,273 616,112 150，애O 253,790 
(DNS 사용경우) 160，때O 410，뼈6 

FURNITURE 8,000 8，0(에 

SPACE 120,000 120，때O 

절감 비용 COMMUTING BUS 21,000 21，애O 

LUNCH 50,000 50,000 
TERMINAL 35，0애 35，애O 

TOTAL 234，OC에 234 애O 

재택근무 서울시내 재택근무자-11까지 (23，여8) (92,710) 
시외 재태근무자(시외전화 경우) 382,112 19.790 

비용효과 (DNS사용경우) 176뼈6 

출처: 금성 STM 내부 자료. 

도서관의 사서 업무， 법률 회사 내의 자료실에서 직접 처리했던 자료 처리， 그리 

고 병원의 의료 보험 환자의 진료 명세서 작성 동과 같은 일들이 이미 컴퓨터 용 

역 회사로 이 전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무 처리， 자료 입력， 보험료 계산 퉁과 같은 單純反復의 서비스 

작업에서부터 고도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정보 처리 시스댐 개발에 이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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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전문 용역 업체가 동장하게 된다. 이들 전문 용역 업체들은 전문 인력 확보， 

사무실 비용 절약 인건비 절감 그리고 주문에 대한 柔軟的 對應의 방법으로 재 

택근무 방식을 취하게 된다. 

이상에서 논의된 경제 환경의 변화를 정리해 보면， 우리 나라의 경제가 후기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당면하는 문제들은 기업 측면에서 전문 인력의 확보와 생 

산성의 증대에 있는 것으로 압축되었다. 재택근무는 여성 전문 인력에 대한 근무 

환경의 개선으로 활용되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전문 용역 업체는 비용 감소의 문 

제룰 재택근무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전개 과청 

1960년대부터 미국， 서구 퉁지에서는 원격통신 기술과 정보 처리의 빠른 발전 

이 에너지 위기 문제와 결합되어 텔레커뮤팅， 원격 화상 회의 동과 같은 새로운 

개념이 동장하였으며， 이것이 사회적으로 대규모 수용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전반의 텔레커뮤팅의 수용은 기술적 요인과 

사회적 관심과는 별도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와 노동 문제에서 시작된다. 

이들 문제에 대한 기업의 대옹 戰略은 @ 대규모 고정직 노동력에의 의존 탈피， 

@ 시장 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 @ 고정 비용의 절감을 위한 방법의 모색이었 

으며， 텔레커뮤팅은 이러한 목적들올 달성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수단- 年間 시 

간 계약， 多重作業 동의，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계약， 시간제 일， 하청， 시간제 근 

로자 이용의 증가， 가내 근무자의 이용-의 하나가 될 수 있었다고 본다(Huws， 

1991. 27). 

우리 나라의 재택근무의 시작은 기술적 여건의 가능성과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용 현상으로 보이며， 아직은 도입 주체가 기업과 개인에 한정되어 있고 그 

역사도 짧다. 여기서는 재택근무 전개 과정의 전반적인 특정들올 도입 시기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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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과 고용벌， 그리고 기업별 경험올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 제시되는 사 

항들온 본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들올 분석한 것으로， 우리 나라의 재택근무 현황 

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1) 도입 시기 

(1) 1988년 

기록상 재태근무제를 최초로 도입한 해이다(표 3-13). 개인용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고 PC 통신을 통해 기술적 지원이 가능해 짐으로써 사무실 비용과 인건비 

절약이 시도되었다. 전문 번역 회사인 (주)프로랭스는 1988년 5월 설립 때부터 번 

역 및 무역 서비스업이 성격상 독립적이며 社會性올 별로 필요로 하지 않고 오히 

려 集中올 요한다는 특성올 살려 재택근무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표 3-13> 쩨택근무의 도입 연도와 회사명 

도입 연도 | 회사 
1988 I (주)프로랭스， 한양전자， 연합데이타 
1989 티제이 
1991 금성 STM, 한덕생명， 동미전기， 한국 ffiM 
1992 한국듀폰， 한국통신， 
1993 백산서당， 현대정보기술， 
1994 I (주)태평양， 현대자동차 

출처: 회사 홍보물과 면담 자료로 구성. 

번역에 필요한 인력은 (주)프로랭스 재택근무자로 분류되는 專屬輪譯士 200여 

명과 프리랜서(직장올 다니면서 부업으로 번역을 하거나， 학업올 겸하거나， 여러 

곳에서 일올 맡아서 하는 번역사) 10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속 번역사와 

프리랜서 위치는 바뀔 수 있으며(전속 번역사가 직장올 가질 경우 프리랜서로， 프 

리랜서가 상황이 달라질 경우 전속 번역사로)， 재택근무를 하는 전속 번역사는 

200여 명 수준올 유지하고 있다. 

한양전자와 연합데이터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데이타 베이스를 구축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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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미국의 주문올 받아 생산 수출하기 위해 1970년 설립되었다. 88년 극심한 노 

사분규를 겪으면서 생산 일정의 差봤과 생산비 증가로 대외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돼시밀리와 모템올 갖추고 과거 중간급의 

간부들이 독립채산의 팀 별로 하청 업체로 전환하면서 재택근무제를 도입하게 되 

었다. 外部注文에 의존하는 단순 프로그램 제작 및 자료 입력 업체는 外注變動에 

민감하게 대옹하여 대외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법올 모색해야 하며， 사무실 비용， 

생산비의 대부분올 차지하는 인건비의 절약이 경쟁력 유지의 전략이다. 그런 이유 

에서 재택근무는 유용한 근무 제도가 될 수 있었다. 

(2) 1989-1992년 

정보 처리에서 전산의 중요성이 -부상되면서 전문 인력 확보가 현실적인 문제 

로 인식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정보화 시대 도래에 대용하기 위한 정보 산업 인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 전문 인력은 부족하였고， 체계적인 능력올 갖춘 

전문 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기간은 8-9년으로 상당 기간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예상되었다. 특히 이들 전문 인력의 잦은 移職과 退職은 기업으로서는 시급히 해 

결해야하는 당면 과제였으며 재택근무는‘이를 위한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 

었다. 

아동복 의류업체인 티제이사는 1989년 3월 총무부 전산실장 1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허용하여 지금까지 계속 실시하고 있다. 티제이의 재택근무자는 제조 

업 분야의 전문 프로그래머로， 본인이 회망하여 시작하였다. 그녀는 시간의 自律

性， 통근 시간 節約(성남시 분당구의 자택과 성동구 소재 회사까지 매일 출퇴근 

에 3시간 이상을 소비하는 것은 대단한 손실이라고 판단) 집중적인 업무 실시를 

재택근무의 가장 큰 장점으로 강조하며 채택근무 성과에 만족하고 있다. 

금성 STM은 1991년 1월부터 사내 여사원 1명올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범 

적으로 운영하다가， 91년 5월 정식 근무 제도로 채택하였다. 정보 처리 용역 회사 

인 금성 STM은 일의 성격상， 시스템 주기 (system life cyc1e)라는 목표일까지 할 

당된 업무를 해내면 된다는 업무 중심으로 개인의 업무를 관리함으로써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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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탄력있게 운영하고 있다(표 3-14). 재택근무자 수는 많은 경우 10여명， 보통 

2-3명이 3-47~월간 채택근무를 하다가 다시 회사내 근무로 돌아온다. 설문 조사 

당시 (94년 7월)에는 固定資塵職에 1명의 여사원이 근무중이었다. 재택근무는 사 

규에 청해진 조건만 갖추면 부서별 관리자 책임하에 결정되기 때문에 언제라도 

가능하며，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예를 들면 홍보물올 만들거나， 

현황 파악이 필요할 때를 제외하면) 인사부나 총무부에서 재택근무자를 관리활 

필요가 없다고 한다. 

二그.토프 
'L- I 

인원 

15 
출처: 금성 STM 

단위:명 

혼인여부 

미혼 

變壓器 제조업체인 동미전기공업주식회사는 1991년 3월부터 총무부의 전산실 

여사원 1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제를 운영하였으며， 94년 7월 전산실 여사원 1명 

이 신규 채용 때 재태근무를 조건으로 요구하여 이를 수용， 현재 2명이다. 통미전 

기의 재택근무자들도 제조업 분야의 전문 프로그래머로 동미전기공업주식회사가 

영동포구 당산동 소재 꽁장올 안산으로 이전하자 통근 거리가 부담스러워져， 이직 

을 고려하던 중 본인들이 재택근무제를 대안으로 제안하였다고 한다. 

한덕생명보험(주)는 1991년 10월 금융 기관으로는 최초로 재택근무제를 도입· 

실시 하였다. 신설 보험 회사로 金廳自律化 및 생명보험 市場開放 동 급변하는 경 

제 동향에 적옹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올 운영하기 위해서， 사내 28명의 전산실 직 

원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7명의 재택근무 프로그래머를 채용하였다. 현재 7명의 

채택근무자 중 2명이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고， 3년 동안 총 14명이 근 

무했으며， 퇴직한 7명의 근무 기간은 1년 내외였다. 회사측은 재택근무를 실시함 

으로써 사무실 비용의 절약(임대료) 인력 운용의 효율성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성과급으로 지급) 높은 생산 효과를 얻올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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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듀폰은 92년 7월부터 영업직 일부 직원들올 대상으로 재택근무제를 실험 

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전자 재료 사업부 차장 1명이 계속 재택근무를 

하고 있으며， 93년 7월 전산부 여사원 1명이 추가되어 현재 2명에 대해 실시중이 

다. 한국듀폰은 多國籍企業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회사 통신망(global 

network)올 구축하여 외국 듀폰 직원과 통신망올 통하여 直接接觸올 하며， 전기 

전자 제품의 영업올 맡고 있는 직원들은 해외 업체들과 주문 판매 거래를 하기 

때문에 서로 動務時間帶가 달라 집에서 밤늦게 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런 배 

경이 이 회사가 재택근무를 하나의 자연스러운 근무 유형으로 인정하게 된 이유 

이다. 

다국적 기업인 한국 IBM은 전무급 이상 최고 경영진들이 재택근무 체제를 

갖추고 시차로 인한 야간 국제 업무를 처리， 의사 결정의 신속성올 발휘하고 있 

다. 

한국통신 연구개발원에서도 92년 7월부터 재택근무 서비스 계획올 추진， 공중 

전화망을 이용한 CALL-BACK 프로그램올 개발하여 별도의 전용선 구성없이 재 

택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고안하였으며， 개발 이후부터 약 30여 명의 연구 

원올 선정하여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1993년 4월부터는 연구센터 내 전 기 

관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실제로 재택근무를 원하는 직원은 없 

고 퇴근 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사람만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 

당시 여성 연구원 1명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다. 

(3) 1993-현재까지 

편집， 디자인 같은 분야의 작업에 컴퓨터를 이용하는 일이 증가함으로써 새로 

운 분야가 채택근무 가능성올 보이는 데， 특히 국내 출판사들의 전산화에 대한 관 

심은 지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표 3-15). 한편， 기존의 업체들도 재택근무를 

확대하거나 확고한 근무 제도로 정착시키는 경향올 보이고 있다. 

출판업체인 백산서당은 93년 1월부터 편집， 디자인직 직원 7명올 대상으로 재 

택근무제를 실시하였으나， 이념 서적에 대한 수요 감퇴의 不景氣를 겪으면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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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국내 훌판사의 전산 이용 현황 
내용 빈도 비율 

제작(편집) 19 17.5 
급여 및 인사 관리 12 10.8 

재고 관리 17 16.5 
회계 관리 15 13.6 
거래처 관리 19 17.5 
독자관리 14 12.7 

외부 정보 축적 기관의 통신(정보 이용) 2 1.5 
자사 정보 데이타 베이스 구축 11 9.9 

계 109 100.。

출처: 한국전산원， 1994， 국가정보화백서， p.288. 

이 떠나고 현재 4명올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1979년에 설립된 백산서당은 편집， 

디자인 업무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의 낭비를 줄이고， 노동 강도를 높이며，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적당한 휴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서 

로에 대한 信賴感과 一體縣(동료의식) 역시 재태근무를 도입하게 된 주요 배경이 

다. 

1993년 8월 현대정보기술회사는 현대그룹 내의 개별 사업체에서 전산 직원 

1-2명이 수행하던 업무를 용역 업체로 통합하면서 현대전자 소속 電算A力 8명올 

인수하고， 94년 초 21명올 보충하여 현재 29명의 프로그래머를 대상으로 재택근 

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화장품， 건강 식품，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주)태평양에서는 1994년 3월부터 기 

업내 정보지인 ‘new mind'를 제작하는 편집부의 여성 대리 1명을 대상으로 채택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94년 3월부터 전산직의 프로그래머 여성 4명올 대상으로 채택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재택근무는 1988년 도입된 이후 기업과 근로자 

의 꾸준한 관심속에 업종과 직종에서 서서히 확대되어 가고 있음올 알 수 있다. 

<그림 3-1>은 연도별 재택근무자수 및 재택근무제의 실시 회사수이다. 1988년 3 

개 회사((주)프로랭스， 한양전자， 연합데이타)의 223명올 시작으로7 1989년에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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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추가와 약 270명 1990년에는 약 320명이 재택근무를 하였다. 1991년에 4개 

업체가 추가 되어 8개 업체에 약 360명의 재택근무자가 일했다. 1992년에 2개 업 

체의 추가와 약 450명， 1993년에 2개 업체가 추가되었고 재택근무자수는 570명으 

로 최고에 달했다. 1994년 조사 당시에 2개 업체가 더 추가되어 147ß 업체가 재 

택근무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약 350명이 재택근무 중이었다(표 3-16). 

14 

12 

[α 

8 

6 

4 

a 

-를- xH택곤무;\J수 (빽명} 

+ 효lλ|수 

88 89 90 91 92 93 
년 도 

〈그림 3-1> 연도벌 도입 회사의 누적과 재택근무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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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종과 고용 조건 

고용 관계의 결정적인 변수는 직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피 

고용자를 어느 정도까지 代替不可能한 자원으로 보느냐에 달렸다. 기업에 대한 피 

고용자의 기능적 가치는 피고용자의 자율성의 변화 정도를 결정하고， 높은 질의 

노동의 삶올 창출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變數이다.4) 고용 조건 

에 있어서 臨時委爛(성과급)의 비중이 가장 크며， 임시 시간이 그 다음으로 사실 

상 두가지 고용 조건이 전체의 89.7%를 차지하여 입시 종일제까지 합치면 약 

90% 정도가 安定性이 보장이 안된 臨時職에 속한다. 정규 종일제는 9명 (8.5%)에 

불과하다(표 3-17). 이러한 사실로 우리 나라의 재택근무 도입은 A件費 節約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고용과 직종 모두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직종올 중심으로 검토해 보겠다; 

〈표 3-17> 째랙근무의 직종과 고용 조건 단우1: 명(%) 

꿇꿇캉초 정보 처리 영업 전산 편집 디자인 자료 입력 번역 계 

정규종일 1(100) 1(100) 5(7.9) 1(25.0) 1(5.6) 9(8.5) 

정규시간 1(5.6) 1(0.9) 

임시 종일 1(5.6) 1(0.9) . 

임시 시간 18(28.6) 3(75) 1(100) 18(100) 3(16.7) 43(40.6) 

임시 위촉 40(63.5) 12(66.7) 52(49.1) 

계 1(0.9) 1(0.9) 63(59.4) 4(3.8) 1(0.9) 18(17.0) I 18(17.0) 106(100) 
l 

출처: 기업 대상 설문 웅답 자료. 

(1) 전산직 

현재 재택근무가 가장 널리 수용되고 있는 직종은 電算職 63명으로， 전체 106 

명 중 5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持續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산직에 

재택근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들은 티제이， 한국듀폰， 한국통신， 한덕생명， 한 

4) 높은 수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피고용자들은 재택근무 선택에 대한 결정권을 갖 
는 것으로 밝혀졌다(Olson & Primps, 1984, 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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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전자， 현대자동차， 현대정보기술， 동미전기 동 8개 업체이다(표 3-16 참조). 전 

산직 경우 應用分野가 넓기 때문에 자료 처리 정도의 단순 기능직에서부터 보통 

수준의 프로그래머와 고도의 옹용올 요하는 고급 전문 숙련직에 이르기까지 수준 

이 다양하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혼히 프로그래머라고 하지만 고용 조건이 다르며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고용 관계가 재택근무자에게도 해당된다 

(2) 번역 

번역직은 재택근무에서 전산직 다음으로 큰 비중올 차지한다. 업체로부터 받 

은 개인 정보가 18명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프로랭스의 재택근무자 수는 200여명 

선올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무 조건은 프로잭트 단위의 임시 위촉(성과급)이 

대부분이다. 

(3) 디자인 

최근 편집과 디자인 분야에서 컴퓨터 사용이 늘어감에 따라， 이 분야들이 재 

택근무에 적합한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록상으로는 출판업체인 백산서당만 

이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며 집중을 요하 

는 이 분야의 일에 출근이 필요하겠느냐는 共感帶가 형성되고 있다. 이 사례 연구 

에서는 디자인에 대한 근무 조건이 임시 시칸 뿐이나 일의 성격이 독립적이며 높 

은 수준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성과급 또는 개인의 수완에 따 

라 프리랜서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 

(4) 기타 

고정자산은 정보 처리 용역에서 상당히 관심올 끄는 분야로 정보 관리(잔존， 

감가상각 퉁)와 實物管理 둥록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정자산직은 의뢰하는 

고객의 고정자산 관리에 관한 시스템올 구축해 주고 이것을 관리， 유지하는 데 필 

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넓은 의미로는 전산직에 속하면서 고도 

로 전문화된 종합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생산자 서비스의 일부분이다. 장차 이 

와 같은 정보처리 분야의 서비스가 기업 활동에 필수적이며 전문 인력 역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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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적 자원이 될 것이다. 

한국듀폰의 재료 사업부의 영업은 직접적인 제품 판매가 아닌， 전자 재료 부 

분에서 한국듀폰과 연계되어 있는 회사들과의 주문과 재고 관리와 관계된 업무로， 

상당 부분이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 처리에 속한다. 

이상의 직종별 고용별 상태를 저리해 보면， CD 직종별로 보면 숫적으로는 번 

역 및 무역 서비스직에 재택근무자가 가장 많으나， 분야별로는 전산직에 재택근무 

자가 제일 다양하다. 그 외에 디자인， 자료 입력 동의 직종이 있다.@ 고용 조건 

은 많은 인력올 필요로 하는 분야에는 임시 위촉(성과급)의 형태가 가장 많고， 시 

간급도 많은 편이다. 전문성이 강한 분야는 정규 종일직이며 재택근무자의 수는 

적으나， 참여 회사 수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기업별 경험 

(1) (주)프로랭스 

기업간 국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번역 대행업체들이 기업 형태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여의도에 본사를 둔 (주)프로랭스는 1988년 5월 설립되어 초창 

기부터 번역 직종의 특성올 살려 성공적으로 재택근무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하나이다. 이 회사는 45명의 정규 직원 전속 번역의 재택근무자와 프리랜서를 합 

쳐 1197명(이 중 200여명이 재택근무자임， 1993년 말)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 

으며， 서울 외에 9개 도시에 지사를 두고 있다. 본사는 지방 사무소와 전체 사업 

올 조정하는 곳으로 상용 근로자가 사용하는 사무실 시간제나 방문 근무자를 위 

한 개인용 컴퓨터와 단말기 시설이 있는 번역실， 다목적 회의용 공간， 그리고 컴 

퓨터 터미널실이 마련되어 있다. 

주요 업무는 일상적인 무역관계 서류 처리는 물론 각 분야별로 전문팀이 구 

성되어 있어 기계 컴퓨터 통신 화학 풍 기술 분야 설명서도 번역하며 통역까지 

대신해 준다. 주 고객은 대기업은 물론 국제 거래 능력이 부족한 중소 기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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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최근에는 데이콤과 연결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 일반인들에게도 번역 서버스 

를 제공하고 있다. 업무에 대한 경영과 관리는 단순하고 치밀하게 조직하여 찰 조 

절한다. 분야별로 독립된 팀이 최종의 品質훌훌훌를 함으로써 사업의 성장이 지속되 

고 재택근무의 유지가 가능하다. 회사 입장에서 재택근무제도에 대한 장점은 사무 

실 비용， 임금(수당과 퇴직금 퉁)의 절약과， 일의 성격상 독립적인 특성이 재택사 

원들로 하여금 성과급에 挑戰的으로 대용하도록 작용함으로써 올린 높은 생산성 

에 있다. 

(2) 한양전자계산 

한양전자계산은 1970년에 자료 입력 용역5)， 정보 처리 서비스， 그리고 소프트 

웨어 용역 개발올 위주로 설립된 회사이다. 1988년 전국적으로 노사 분규가 일어 

남으로써 발생한 임금 상승과 노사 분규 기간 동안의 生塵 差戰올 해결하기 위해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한양전자계산이 도입하고 있는 형태는 용역 사 

원제도로， 용역 사원은 아예 가정에서 일하기로 하고 일정 일감 처리를 계약식으 

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진정한 의미의 재택근무로 인식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컴퓨팅과 관련된 업종이고 

작업에 컴퓨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 전자식 가정근무제의 시발점이라 

할수 있다. 

한양전자계산의 직원은 內動하고 있는 직원은 28명인데 반해 재택근무 요원 

을 합하면 300명 내외가 된다. 이 회사는 재택근무 요원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6 

개의 外注業體가 분야별로 한 업체당 50-6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다. 최근 필리 

핀， 중국 동의 동장으로 對外 鏡爭力이 약화되면서 6개 외주 업체를 다시 2개로 

통합하여 능력급제로 조정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외국 주문에만 의존하던 것올 

탈피하여 국내에서 고객을 찾고 있다. 각종 데이타 베이스 구축， 도서 목록 작성， 

의료 보험금 신청 회의 기록문 작성 및 문서 작성 퉁은 단순하고 반복되는 작업 

5) 한양전자계산의 자료 입력 용역은 미국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며， 초창기에는 신 

문올 주로 했고 현재는 법률 관련 사례집과 의학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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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재택근무를 필요로 하는 업무 분야이다. 

이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용이한 노동력 확보， 외주 주문에 유연 

적으로 대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생산비 절감이다. 특히 자료 입력은 일의 양을 기 

준으로 시간급으로 임금올 지불하기 때문에 업무 처리 시간이 짧아지며， 사무실올 

차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과 福利摩生 측면에서 절감 효과가 크다. 

(3) 금성 STM 

1991년 1월 이후 관리자 중심체제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STM은 국내 

재택근무 실시 업체 중 가장 체계적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이흘 도입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금성 STM은 국내 정보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한 정보 

처리 전문 인력의 수급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재태근무제를 실시하게 되 

었다.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이 제도는 

숙련된 고급 전문 인력， 특히 여성 인력의 결혼 후 출산， 육아， 가사퉁으로 인한 

離職의 방지를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이 제도는 출퇴근 시간에 소요 

되는 시간올 줄이고 업무 능률올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채택된다. 

재택근무는 관리자를 제외한 전 사원(전문직 포함)이 지원할 수 있으며 선정 

기준은 개인의 근로 조건 및 업무 성격이다. 지금까지 총 20여 명이 한시적으로 

근무했거나 계속 근무 중이다. 초기에는 실시 과정에서 많은 관리자들이 인력 관 

리와 업무 관리상 부정적인 견해를 갖기도 했지만， 개선된 근무 조건에서 사원들 

이 더 많은 책임을 갖고 업무 생산성올 향상시킴으로써 이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특히 금성 STM은 재택근무 도입에 있어서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 

는 비용 효과 부분에 대해 컴퓨터 통신 시설 둥의 장비와 운영 비용을 사무실 임 

대료， 집기류， 中食代， 통근료， 단말기 사용료와 비교하여 절감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김병국， 1994, 183-190).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문 인력이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라는 점을 

기업이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전문성올 가진 근로자들의 자율성이 재택근 

무 실시 여부를 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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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통신 

한국통신 연구개발원은 1992년 중반부터 재택근무 서비스 계획을 추진， 공중 

전화망을 이용한 CALL-BACK 프로그램올 개발하여 별도의 전용선 구성없이 재 

돼근무률 가능하게 하였다. 이 제도는 회사에는 전혀 출근하지 않고 가정에서 회 

사와 연결된 컴퓨터로 사무를·보는 本格的인 의미의 재택근무와는 다르지만， 성과 

에 따라 대상과 재택근무일올 확대할 방침인 데다가 정부 투자 기관에서 재택근 

무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올 갖는다. 

특히 한국통신의 재택근무 시스템은 기존 시스탬이 전용회선을 이용함으로써 

追加費用이 드는 반면 공중통신망 즉 전화망올 이용해 보다 저렴하고 손쉽게 대 

중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컴퓨터 통신에 소요되는 비용이 再

呼出 방식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 재택근무시 개인이 부담하는 통신 

비용 문제를 해결하였다(한국통신 연구개발원， 1993, 59-64). 

이 시스템은 또 회사의 근거리 통신망에 물려있는 각종 국제 학술 정보망인 

인터네트(Internet)와 빗넷(Bitnet) 퉁 국내외 150여 개의 컴퓨터 정보망과 연결되 

어 있어 해외관련 연구 기관과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 및 자료 교환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제도상 재택근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자칫 보상 없는 초 

과 근무를 초래활 가능성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한덕생명 

생명보험회사들은 금융 자율화， 보험 시장 개방， 기업 연금 보험 실시， 수시로 

바뀌는 금리 변동 복지 및 노후에 대비한 신종 상품의 판매， 다양한 요구에 부옹 

하기 위한 서비스 개발 퉁의 여건으로 이미 개발된 정보 시스템의 유지 업무 뿐 

만 아니라 신규 업무 개발이 계속되어야한다. 이에 한덕생명보험은 1991년 10월 

부터 고급 遊休人力올 활용하고， 사무실 비용의 절감을 위해 국내 금융 기관으로 

는 최초로 주부 사원올 활용한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하여 본격 실시에 들어갔다. 

현재 회사에서 연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랩 개발이 1만여 건이며， 이 중 10% 

정도인 1000여 프로그램올 재택근무자가 처리한다. 프로그램 개발이라고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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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반복적인 작업이므로 常動 직원들의 잡무를 줄여주고， 상용 근로자들이 보 

험 분석가로 일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해줌으로써 재택근무의 성공적인 운영사 

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성몽， 1994, 191-197). 

이상을 정리해 보면 재택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들은 도입의 목적과 업 

무의 특성에 따라 각기 독특한 방식의 운영 체계를 형성하고 있음올 알 수 있다. 

CD(주)프로랭스는 독립성이 강한 번역 업무에 풍부한 고학력 여성 전문 인력올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운영으로 생산성올 올리고 있고，(2) 한양전자는 

임금상승과 노사 분규를 막고 외주 주문에 탄력있게 대용하기.위해 재택근무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 금성 STM은 국내 정보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생겨난 

정보 처리 전문 용역업체로써 정보 처리 전문 인력의 확보와 이탈올 막기 위하여 

재택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재택근무에 필요한 통신 시설이 완벽하며 정규 

종일제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통신은 정부 투자기관으로써 공중전화망 

올 이용한 재호출 방식 (CALL-BACK)의 프로그램올 개발하여 별도의 전용선 구 

성없이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재택근무시 컴퓨터 통신에 소요되는 비용 

올 회사가 부담하고 있다.(5) 한덕생명은‘국내 금융 기관으로는 최초로 주부 사원 

올 활용한 재택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술 도입올 통해 프로그램 개발을 재 

조직함으로써 재택근무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4) 우리 나라의 재택근무 전망 

재택근무(텔레커뮤팅이 더 적절함)에 대해서는 그 정의가 분명하지 않고， 고 

려되어야 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展望올 내리기가 쉽지 않다. 또한 재택근무에 

대한 과거의 자료도 不充分한 형편이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 걸친 정보화의 急速

한 進展은 각 기업으로 하여금 재택근무의 채택 가능성을 확대시키며， 재택근무 

유형의 多樣化를 유도하고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재택근무는 漸增하는 趣勢에 었 

다. 여기서는 채택근무에 대한 전망올 선행의 사례 연구에 나타난 특성들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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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구자 나름으로 ‘재택근무의 採擇’과 ‘재택근무의 發展段階’라는 두 가지 측 

면에서 논의하고， 우리 나라 재택근무의 현 위치와 장차의 전망을 정리하고자 한 

다. 

(1) 재택근무의 채택 

재택근무의 채태은 처음에는 정보 기술과 기술 사용 비용의 가능성에 영향올 

받지만， 오히려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가 쉽다고 지적되었다(제 2 

장 2절 참조). Nilles(1988. 305-308)는 재택근무의 채택은 여러 요인들의 휩數로 

나타나며， 일부 기술적인 영향올 받으나 사회적인 환경 요인이 상당 부분올 차지 

한다고 했으며， 통근 환경(통근 거리， 혼잡도， 교통 수단 동)， 기술의 만족도(소프 

트웨어 개발， 접근도 퉁)， 기술의 친숙도， 일의 사회적 측면(일에 대한 가치관)， 피 

고용자의 입장， 경영자의 입장 퉁을 주요 요인으로 제시했다.6) 

이상과 같이 고려되어야 활 사항들이 매우 많고 이 변수들을 計量化하는 것 

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일쩡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推定해 

왔올 뿐이다. 미국과 일본에서 2000년까지의 텔레커뮤팅에 대해서 예측한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2000년에 텔레커뮤터의 수는 미국 정보 산업 從事者의 

6.3%-85.4%로 예측되고 이 중 자택 텔레커뮤터의 수는 5.1%-47.1%에 이를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Ni11es， 1988, 307-309). 일본에서도 텔레커뮤터의 비율올 

8.0%-55.8%로 추정하여 대체로 비슷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통신정책연구 

소， 1985, 138).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초에 텔레커뮤팅이 시작되었고， 일본이 1980년대 초에 

시작되어 우리 나라 보다는 각각 20년， 10년 정도 앞서고 있는 셈이다. 현재의 정 

보 기술 발달과 보급 수준으로 보아 향후 10년(대략 2005년 이후)이면 우리 나라 

6) 우리 나라에서 재택근무의 운영상 어려운 점이라고 인식되는 사항들에는: 전반적으 

로 사회적 유대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 풍조; 소속감 결여; 동료 사원과의 기술 정 

보 교류 부족; 프로그램의 질 저하; 자료 및 프로그램의 유출 우려; 현실적으로 여 

사원만을 위한 제도라는 인식; 재택근무로 인한 가정내 생활 리듬의 불균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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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택근무자 수는 정보 산업 종사자의 5%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하는 데 무리 

가 없올 것 같다. 

(2) 재택근무의 발전 단계 

재택근무의 發展段階를 논하는 데는 재택근무의 구성 요소들올 指標로 삼는 

것이 유용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제 2장에서 논의되었던 직종， 근로자의 특성， 

근무 형태， 일하는 장소， 사용하는 시설， 의사 소통 방식 퉁이 발전 단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初期 段階: 컴퓨터 프로그래밍， 데이터 입력， 번역과 같은 定型的인 정보 

처리 업무가 여성 인력을 중심으로 가정 사무실에서 시작되며， 근무 형태는 時間

制와 成果給이 보면적이다. 업무용 서설은 워드프로세서， 개인용 컴퓨터이고， 일의 

결과는 플로피 디스켓으로 직접 전달되며 i 전화가 연락용으로 이용된다. 

@ 發展 段階: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퉁 컴퓨터의 支援올 받는 업무로 확대 

되며， 일하는 장소로 텔레커뮤팅 센터가 出現하고， 專門人力과 定規終日制 근로자 

가 참여향다. 通信 專用網이 퉁장하게 되어 컴퓨터 통신이 주로 사용된다. 

@ 成熟 段階: 정보관련 전 업종에서‘ 재택근무를 실시하게 된다. 근무 형태가 

발전하여 근무 조건의 決定權을 갖는 프리랜서가 登場하게 되며 정규 종일제의 

경우도 재택근무일 수에 多樣性올 갖게 된다. 텔레커뮤팅 센터가 普遍化되어 가정 

사무실과 調和를 이루게 된다. 종합정보통신망이 제공되고 멀티미디어가 재택근 

무에 사용된다. 소위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電子住흰’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1983년 공중통신망이 개방되면서 기술적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해 

졌으며， 개인용 컴퓨터가 값싸게 보급되면서 1988년 한양전자를 시작으로 채택근 

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현재 우리 나라의 발전 단계는 현황에서 검토된 수준으 

로 보아 초기 단계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짧은 도입의 역사에 비해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 나라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속도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 추세， 컴퓨터 교육에 대한 관심 증가 퉁은 가까운 장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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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단계에 진입할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아주 부분적(정보 처리의 최첨단 분 

야)으로는 성숙 단계도 가농하리라는 예상도 할 수 있다. 

3. 우리 나라의 채택근무 유형 

제 2장의 텔레커뮤팅의 정의에 관한 논의를 통해서 재태근무의 연구에서는 

유형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그것은 텔레커뮤팅은 자체가 여러 가지 

요소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구성 요소는 기업 또는 공공 기관이 텔레 

커뮤팅을 도입하는 배경 즉， 텔레커뮤팅을 실시하는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 

를 취하고 결과적으로 텔레커뮤팅의 특성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행 연 

구에서 검토되었던 요소들올 우리 나라의 재택근무에도 適用해 봄으로써 기준 제 

시와 비교 연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1) 주요 경향 

<표 3-18>은 회사별 재택근무 도입 배경과 직종별， 근무 조건 동의 전개 과 

정을 정리한 것이다. 이 표를 통해 도입 배경과 전개 과정으로 형성되는 중요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표에 드러나는 特徵은 다음과 같다. 

가장 두드러진 흐름의 형태는 회사의 입장에서 정보 처리의 필요성이 深化되 

는 것과 병행하여 전문 인력이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재택근무제를 

도입한 것인 데， 통근 시간 절약，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대의 근무 許容 둥으로 근 

로자의 근무 환경올 改善함으로써 사원의 노동 효율올 높이자는 의도이다. 피고용 

자 측에서는 회사로부터 가능한 통신 시설의 셜치와 사용 비용에서 지원을 받으 

며， 개인의 자율성， 직위 및 소득이 保障되고， 원할 때는 언제든지 사무실 근무로 

돌아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앞 절의 전개 과정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와 같은 재택 

근무자는 숫적으로는 아주 소수이지만 기업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올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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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A的資源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표 3-18> 회사별 도입 배경， 직종， 근무 조건 

2 3 4 5 6 7 8 
통신시설 o o O O 

사무실 비용절감 O 

인건비 O O 

전문인력 O o O O O o 
도입배경 업무의 독립성 O O o o o O O 

여성의 고급인력 O O 

개인의 자율성 o o O O o 
탄력적 생산대웅 
노사문제 대웅 
회사이전 
고정자산 o 
디자인 O 

편집 o O 

직종 번역 '0 

영업 O 

전산 o O o 
자료입력 

정규종일 O o O o o O 

정규시간 
근무조건 임시종일 

임시시간 O 

임시위촉 O 

재태 근무유형 A B A A B A A A 
전문형:전문인력 확보，개인의 자율성 중시 -> A 
중간형:고급 여성인력 활용，사무실 비용(고정비용)절감 -> B 
단순형:저임금 단순노동 고용 -> c 

9 10 

o O 

O o 

o 
o 

O 

o 

O o 

O 

O 

B C 

11 

O 

O 

o 
o 

O 

O 

B 

12 13 14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B C A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형태는 고급 여성 인력의 활용과 독립적인 업무 성격 

이 組合되어 있는 것으로 재택근무자의 전문성이 중요한 변수이고， 인건비 절약， 

사무실 비용 절감도 주요 목적이다. 숫적으로는 이 유형과 관련된 재택근무자가 

가장 많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었음에도 사회적으로는 채용에서 輝外된 그 

룹으로 가사 활동과 직업올 병행하고 싶어하는 고급 여성 유휴 인력이 이를 지원 

한다. 그러나 이들의 위치는 경력이나 진급의 개념이 없으며 個人의 能力이 보수 

를 결정하게 된다. 장차 재택근무가 일반화되고 개인이 就業情報에 쉽게 접근하게 

- 89 -



되면 자유 계약자(프리랜서)로 발전할 가농성이 크다. 

이 밖에도 사무실 비용 절약 외주 주문에 탄력적 생산 대옹 그리고 노사 문 

제에 대한 해결 대안으로 재택근무를 도입한 경우이다. 사무직 업무 중 자료 입력 

과 같은 단순 정형화된 작업은 정보 기술올 이용하여 합리화와 자동화를 거치면 

서 低훌의 여성 노통자와 시간제 노동력에 의해 수행될 수 있도록 非熟練의 업무 

형태로 조직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에는 가사(돌보아야 활 가족 자녀 양육 퉁)때 

문에 출퇴근이 불가능한 그러나 가계에 도움올 주기 위해 副業올 원하는 풍부한 

고학력의 여성 인력 집단이 이를 지원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력 고용 비용 

과 訓練費用올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피고용자 입장에서는 저임금과 

시간제 고용으로 소득과 고용 상태가 불안정하다. 

2) 유형 분류 

147~ 의 회사를 기준으로 볼 때 뚜렷한 경향올 보이는 조합은 외국의 사례 연 

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경우도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유형과 비교하여 볼때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목적과 특성올 가지고 있어서 각 유 

형이 통일한 성격이라고 생각된다. 

유형 A는 통신 시설올 갖추고(회사 1, 6, 7, 8, 14), 전문 인력 확보 및 개인의 

자윷성이 중시되며(회사 1, 3, 4, 6, 7, 14), 정규 종일의 근무 조건이 제공되는 형 

태로서 회사 1, 3, 4, 6, 7, 8, 14이 해당된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이 회사들의 공 

통점은 재택근무제를 고도의 전문 인력의 이탈올 막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며， 근 

로자들에게 통근 시간 절약， 원하는 시간대의 근무 퉁을 허용하여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사원의 노동 효율을 높이자는 의도를 가진 점이다. 개인 선 

택의 폭을 넓혀주고， 職業의 安定性올 보장해 주는 점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 

문성이 대체 불가능한 인적 자원이라는 사실이 기업에 인식된 것이며， 이는 ‘專門

型’의 성격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專門型 在흰動務 

者’로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전문형과 비교할 때 재태근무자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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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인정하는 첩은 같으나， 외국의 경우는 遠隔地 居住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라면， 우리 나라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 인력의 離脫올 막기 위해 재태근 

무제를 활용하는 것이 차이점으로 발견되었다. 

유형 C는 기능에 있어서 단순 프로그램 제작 또는 자료 입력을 위주로 생산 

활동올 하는 점에서 회사 10, 13이 해당된다. 인건비 절약올 중시하여 가정에 사 

장되어 있는 풍부한 고학력의 여성 인력에 의존하는 점에서는 회사 2, 5, 9, 10, 

11, 12, 13이 해당되지만， 그러나 외주 주문의 변동에 탄력있게 대용하기 위해 臨

時時間의 고용 조건이 제시되는 회사는 10, 13 뿐이다. 이 특징올 다시 정리하면， 

이 회사들의 공통점용 재택근무제를 사무실 비용과 인건비 절약， 시장 변화에 대 

한 탄력적인 생산 및 勞使問題 대응올 위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회사들은 

자동화 기술올 통해 작업올 재조직 함으로써 外部 勞動市場의 이용이 가능해졌다 

고 본다. 유형 C에 속하는 회사는 10과 퍼으로서， 이는 ‘單純型’의 성격올 강하게 

반영하며， 여기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單純型 在흰動務者’로 부를 수 있다고 본다. 

외국의 단순형과 차이점올 발견하기 어렵다. 

유형 .B는 기능에 있어서 전문성을 요하는 점에서 해당되는 회사 2, 5, 9, 11, 

12, 고급 여성 인력 활용에 목적이 있는 점에서는 회사 2, 5, 9, 11, 12, 사무실 비 

용 절감을 기대하는 점에서 회사 5, 9, 10, 11, 12, 13, 인건비 절약이 중요하나 일 

의 전문성이 인정되어 臨時委屬(성과급)으로 근무 조건이 제시되는 회사 5, 9, 11, 

12, 그리고 업무의 獨立的 性格이 강한 점에서 회사 2, 5, 9, 11, 12이 해당된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재택근무제를 여성 고급 전문 인력， 

인건비 절약， 사무실 비용 절감， 그리고 업무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성격을 살리 

는데 활용한다는 점이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었음에도 사회적으로는 채용 

에서 輝外된 고급의 여성 인력 집단이 노동력을 구성하고 있다. 유형 B에 속하는 

회사는 2, 5, 9, 11, 12로， 이 유형은 ‘中間型’의 성격을 강하게 반영하며， 여기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中間型 在힘動務者’로 부를 수 있다고 본다. 

외국의 중간형은 텔레커뮤터들이 프리렌서로 또는 專門領域에 따라 공동 운 

영체의 持分올 갖는 상태로 성장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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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논의해 온 유형별 채택근무의 성격은 회사에 있어서는 채택근무의 

수행에， 개인에게는 생활의 設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인은 피고용자로써 회 

사의 채태근무 실시 방침과 자신의 생활 설계률 결합하여 일상 생활을 組織하게 

된다. 그러므로 재택근무 유형은 재택근무자의 시·공간 행태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유용한 시각을 제공하는 톨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4. 우리 나라의 채택근무 현황: 종합 

이 장에서는 우리 나라 재택근무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 배경과 전개 

과정을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에 나타나는 재택근무의 유형 분류가 

가능하였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청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導入背景에 있어서 @ 기술 환경에서 재택근무시 현재 사용하는 기술은 

개인용 컴퓨터， 단말기， PC 통신 정도이나， 국가의 정보화 산업 추진 추세로 보아 

재택근무가 보편화될 수 있는 환경이 머지 않아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요인은 사람들의 가치관의 변화， 여성 인력의 증가， 근무 시간의 단축， 환경 문제 

퉁이고， 여러 측면올 검토해 본 결과， 재택근무는 여성 인력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은 전문 인력의 확보와 생산성 중대라는 현실적 

문제로 압축되었다. 

둘째， 展開過程에 있어서 @ 도입은 1988년 시작된 이후 기업과 근로자의 꾸 

준한 관심 속에 업종과 직종에서 서서히 확대되어 94년 8월 말 기준 147ß 업체에 

서 약 350여명의 재택근무자 있음을 확인하였다.~ 직종별 고용별 상태는 분야 

별로는 전산직이 제일 다양하나 숫적으로는 번역 및 무역 서비스직이 많다. 고용 

별로는 성과급과 시간급이 대부분이다.@ 기업별로는 도입 회사의 목적과 업무의 

특성에 따라 독특한 운영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在흰動務의 類型에 있어서는 @ ‘전문형’ 재택근무: 회사의 입장에서는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이탈 방지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율성 증대.(2) ‘중간형’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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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근무자: 회사 입장에서는 고급 여성 인력 활용， 사무실 비용 절감， 근로자 입장 

에서는 능력에 따르는 전문성 발휘 및 가사와 병행.@ ‘단순형’ 재태근무: 회사 

입장에서는 저임금 단순 노동 고용 근로자 입장에서는 가사와 병행하는 부업 동 

세가지 유형 분류가 가능하였다. 

지금까지 조사를 통해 나타난 연구 결과들은 學術的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미국과 西歐 둥에서 1960년대부터 동장하기 시작한 텔레커뮤팅은 ‘원 

격통신/교통대체’라는 공익의 관점과 기업의 ‘經營 戰略’이라는 관점에서 政府와 

企業의 主導로 발전되어온 점에 비해 우리 나라에서 재택근무는 1980년대 후반에 

비로소 技術的 與件의 가능성 속에 사회적 환경과 경제 환경의 변화에 적옹하는 

企業 前略으로 시작되 었음올 알 수 있었다. 

둘째， 재택근무의 역사가 짧고， 재택근무에 대한 관심이 企業과 個A에 限定

되어 있지만， 재택근무를 기업의 경영 전략의 하나로 活用한다는 점에서 우리 나 

라의 도입 배경과 전개되어 온 과정 그리고 나타나는 유형이 외국의 경우와 비슷 

한 점올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정보 기술이 재택근무를 통해 나타나는 특성에 관해서는 재택근무의 유 

형 검토에서 밝혀졌듯이，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의 目的에 따라 相異하므로 정 

보화에 따르는 재택근무의 특성을 一般化하는 것은 사실상 無理가 있으므로， 각 

유형의 채택큰무에 대한 보다 深層的인 연구가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m 

잉
 



제 4 장 채택근무의 특성 

재태근무는 원하는 시간대와 편리한 장소에서 정보를 주고받올 수 있게 함으 

로써 기업들이 인적 자원의 문제 공간 확보의 문제， 그리고 시장 변화에 대웅하 

는 전략 둥으로 활용할 수 있고， 개인은 유연성과 자율성의 증대， 그리고 통근 통 

행의 선택 확대 풍으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채택근무의 실시에서 

초래되는 효과를， 재택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147ß 업체와 개인 차원의 설문 조 

사를 토대로 企業測面과 個人測面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1. 기업 측면 

이 절은 기업 측면에서 재택근무에 따르는 기업 활동의 특성올 분석하는 것 

이다. 텔레커뮤팅으로 초래휠 수 있는 기업 활동의 특성에 관해서는 2장에서 논의 

되었던 일의 성격， 고용 관계 그리고 관리·경영 측면의 쟁점들을 검토하는 것이 

며， 텔레커뮤팅의 도입과 관련된 기업 환경(기술 변화， 사회적， 경제적 환경)의 변 

화와 맺는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 본다. 이러한 쟁점들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 

는 14개 기업의 입장에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또한 기업 활동에 영향올 미칠 

수 있는 인자들은 무엇인가? 라는 점들올 논의 하고자 한다. 

1) 일의 성격 

일의 성격과 관련하여 재태근무에서 가장 자주 논의되는 것은 技術의 適用

問題인 데，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자율성과 복잡성이 최소화된 

反復的인 사무관련 업무가 가정의 컴퓨터에서 수행되도록 일올 설계하고 재조직 

하는 것과， 둘째， 일의 수행 과정에서 自律的이고 獨立的인 성격올 갖는 업무를 

전자식 가내 근무로 전환하는 결정 의 문제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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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의 설계와 재조직 

기술올 사용하여 업무의 수행올 가정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생산 목표， 일의 

지시， 실행에 대한 감독， 진행 과정 동에 대한 自律性과 統制의 정도가 결정되어 

야 한다. 이러한 자옳성과 통제의 정도는 재택근무에서 사용 가능한 의사 소통 수 

단의 한계와 업무의 기업내 상호 의존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표 4-1>은 재택근무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147ß 기업들의 재택근무용 

시설 보유 현황이다. 가장 보편화된 시설은 모템 (147ß 중 107ß , 즉 71.4%의 회사 

가 컴퓨터 통신이 가능)이고， 다음이 회사와 연결된 단말기(147ß 중 7개 회사)이 

다. 회사와 재택근무자 사이의 의사 소통에는 중앙 컴퓨터에 연결된 단말기， 모 

템 외에도 LAN 돼시밀리 그리고 전용 전화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의 원격통신 

기술올 이용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재택근무자의 통신 시설 소유(표 3-4 참 

조) 여부와 통신 시설의 사용 능력 정도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이 아직은 고차원 

의 통신용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완성된 일올 전달하고 수정과 지시를 받는 수준 

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4-1> 회사의 재택근무용 시설 보유 현황 

시설 있음 없음 
호스트 컴퓨터 7 7 
단말기 7 7 
모템 10 4 
LAN 4 10 
팩시밀리 5 9 
전용전화 4 10 

재택근무자가 사용하는 制限된 의사 소통의 통로와 기회는 그들의 업무가 기 

업내의 다른 통료들과 協力體制를 이루는 작업이 되어서는 곤란하며， 기업내에서 

의사 소통의 필요성이 낮거나 사무실에 머무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일괄처리될 수 

있는 성격의 일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업무에 대한 통료의 相互依存性이 감소됨에 따라 업무에 대한 조정올 위하여 

「3 Q 

υ
 



기업들은 재택근무에 맞도록 업무를 독립적인 일의 단위로 재조직하거나， 새롭게 

일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업무 분야에서 새로이 일을 

설계하고 재조직하는 데 노력온 하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재택근무로의 전환이 

가능한 업무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한다. 

<표 4-2>는 재택근무와 기업의 업무와의 관계를 나타낸다. ‘재택근무에 맞도 

록 업무가 잘 조직되어 있다’라는 문항의 ‘그렇다’에 147R 의 기업체 중 6개의 업체 

가 용답하여 비교적 적은 수의 업체가 재택근무제를 잘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이며， ‘재태근무에 맞도록 업무를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에서 8개 업체가 ‘그렇다’ 

라는 반용을 보임으로써 재택근무에서 일의 재조직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1) 

〈표 4-2> 쩨랙근무가 기업의 업무와 기술 도입에 미치는 영향 

내용 | 그렇다 | 아니다 |잘 모르겠다 
재택근무에 맞도록 업무가 잘 조직되어 있다 644 

재택근무에 맞도록 업무를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 851 
첨단장비 시설을 계속 확대 중이다 563 

반면 ‘첨단 장비 시설올 계속 확대 중이다’라는 문항에서는 5개의 업체만이 

긍정적인 옹답올 하고 있는데 이는 재택근무의 導入理由가 기술 발달보다는 현재 

보급되어 있는 값싼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과 거기에 맞는 독립적인 일들을 가정 

으로 옮김으로써 발생하는 事務室 費用과 人件費 節約이 크다는 것올 인식하고 

1) 재택근무에서의 업무는 정보와 관련되어 있거나 독립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합 

리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측면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김진영(1994， 44-45)은 사무 

실에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 과정 조직 변화의 하나는 연 

산 조직으로， 연산 조직에서는 복잡한 사무 처리 과정이 조직 중앙에 위치한 컴퓨 

터 프로그램에 의해 처리되는 데 복잡한 생산 과정에 필요한 숙련과 의사 결정을 

대신 수행해 주기 때문에 노동 과정에서 노동자의 숙련 지식 및 판단 능력 등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게 된다. 이때 자동화 기술은 단순 프로그램 자료 입력 둥과 

같은 단순 정형화된 작업을 재조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리하여 고용주는 시 

간제 노동력과 여성 인력을 사용활 수 있게 되고， 고용 비용과 훈련 비용을 최소 

화할 수 있는 이점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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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올 보여준다.2) 이것은 기술적 제한들이 재택근무의 확대에 제약이 되기는 하 

지만 오히려 경제적이고 조직적인 인자들이 더 중요한 制約因子일 수 있음올 나 

타낸다. 일반적으로 사무실 비용과 인건비 절약쪽에서 재택근무의 장점올 활용하 

는 업체와 전문 인력의 확보에 목적올 두는 경우에 업무가 비교적 잘 조직되어 

있고，3) 재택근무에 맞도록 업무를 꾸준히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4) 

(2) 업무의 특성 

재택근무에 관한/ 논의에서 어떤 직종이 재택근무에 적합하며 어떠한 영향올 

받올 것인지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기존의 사무실과 공장으로의 출·퇴 

근이 재택근무로 대체 가능한 것인가의 여부는 피고용자가 수행하는 일의 類型에 

달려있다. 첫째， 재택근무의 방식은 시·공간의 제약올 받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원격통신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류의 일들， 예를 들면 정보 교환， 자료 검색， 아이 

디어 동을 제시하는 업무 퉁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재택근무 방식은 

회사 밖 원격지 근로자들의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에 한계를 갖기 때문에， 업무가 

잘 정의되고 일정표가 확정되어 일정 기잔 내에 완성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표 4-3>은 업무와 관련된 在흰動務의 限界를 나타낸다. 앞의 예상과는 달리 

‘반복되는 업무가 아닌 순발력을 요하는 생산 활동은 지원하지 못한다’에서 9개의 

업체가 ‘크다’에 옹답한 것으로 보아 정보 교환 또는 아이디어의 제시 퉁은 결국 

복장한 의사 소통을 통해 협상하거나 의사 결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재택근무 

에 적합한 업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업무를 재택근무에 맞도록 조직하는 문제 

2) 여기에 해당하는 엽체에는: 백산서당， (주)태평양， (주)프로랭스， 연합데이타， 동미전 

기 등이다. 

3)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로는: 금성 ST11 , 한국듀폰， 한덕생명， 한양전자， 연합데이타， 
동미 전기 등이다. 

4) 여기에 해당하는 회사는: 금성 STM, (주)프로랭스， 한국듀폰， 한덕생명， 한양전자， 

현대정보기술， 연합데이타， 동미전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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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라는 항목에 9개의 다수 업체가 ‘크다’라고 옹답올 하였고， ‘일의 성과에 

대한 측정의 어려움이 있다’에는 7개 업체가 ‘그렇다’에 웅답하였다. 

〈표 4-3> 업무와 관련된 재택근무의 한계 

내용 l 크다 
반복되는 업무가 아닌 순발력올 요하는 생산활동은 지원하지 못한다 I 9 

업무를 재택근무에 맞도록 조직하는 문제가 있다 I 9 
일의 성과에 대한 측정의 어려움이 있다 7 

<표 4-4>는 재태근무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재태근무 제도 

확대를 위해 계획 중이다’와 ‘재택근무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다’라는 물음에 각 

각 8개， 9개 업체가 ‘그렇다’라고 용답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관련된 재택근무의 

한계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 이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볼때 재택근무의 장점이 

분명하게 인정되나 이 제도의 適用에는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5) 한편 ‘회 

사의 다른 부서에서 재택근무에 대해 잘 알고 있다’에는 10개 업체가 ‘그렇다’에 

용답했으나， ‘다른 부서에서도 재택근무를 원한다’에는 5개 업체만이 ‘그렇다’라고 

표현했다. 

〈표 4-4> 기업의 재택근무에 대한 인식 

내용 그렇다 아니다 잘모른다 
재택근무제도 확대를 위해 계획 중이다 8 4 2 
재태근무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다 9 0 5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도 재택근무에 대해 알고 있다 10 3 l 
다른 부서에서도 재택근무를 원한다 5 3 6 

이러한 사실들올 종합해 보면， 재택근무는 특성상 적용에 한계가 있는 업무가 

있어서 현재의 기술로는 장애가 있으나， 회사측에서는 확대의 가능성을 模索하는 

5) 현 수준에서 우리나라의 재택근무에 적합한 업무에는: 자료 입력， 전자 계산， 번역 

및 무역 서비스(서류 작성을 포함) ) 디자인(서적) , 편집(서적)， 프로그래밍， 정보 처 

리 용역， 영업(재고 관리) 등이다(3장 2절의 전개 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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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이고， 재택근무자가 아닌 회사내의 피고용자는 재택근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모를 뿐만아니라 일하는 환경이 변하는 것올 원치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 나라의 근로자들은 직장이 단지 경제적인 수단 뿐만아니라， 개인에게 소속감 

을 부여하기 때문에 집에서 근무함으로써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소속감의 결여 

는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하여 정보 수집을 어렵게 만옮으로 사무실 근무로 

전환시 적옹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다(금성 STM의 내부자료). 

2) 고용 관계 

고용과 관련하여 재택근무는 노동력 공급 측면과 회사와 피고용자간의 관계 

에 변화를 가져올 수 었다. 

(1) 노동력 공급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결합은 일하는 장소의 제약을 완화시켜 재택근무가 아 

니면 死藏될 수 있는 즉 통근이 불가능한 집단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효용화하 

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노동력 공급에 있어 재택근무의 장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 전문 인력올 확보，CZ)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에의 접근，@ 퇴 

직자와 장애인들의 고용 기회의 확대 퉁이라고 본다. 

노동력의 공급 측면은 재택근무자의 재택근무 이전의 상태를 먼저 검토함으 

로써 고용의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표 4-16 참조). 재택근무 이전의 상태 

에서 가장 큰 비중올 차지하는 것은 家事 상태 (48명 중 25명)이며 특히 단순형에 

서는 23명의 근로자 중 17명이 해당된다. 다음으로는 회사 근무에서 재택근무로 

전환한 경우인데 전문형에서 5명 중 4명이 해당되어 전문 인력 확보 차원의 도입 

목적과 잘 부함된다고 보인다. 그 밖에도 퇴직 후 재택근무로 전환한 경우도 6명 

이 있으며 중간형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 중간형의 노동력은 재택근무 이전의 

상태로 보아 회사 근무， 퇴직자， 가사 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의 전문성과 경 

력 소지의 가능성올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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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는 채택근무와 인력 공급의 관계를 보여준다. 특히 ‘전문 인력올 확 

보하기 쉽다’와 ‘추가 인력 공급에 유리하다’라는 문항에 8개 업체가 ‘그렇다’라고 

용답하여 재택근무가 인력 공급의 문제와 관계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재 

택근무를 앞서 실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재택근무를 통한 전문 인력 확보의 개 

념은 유능한 전문 인력올 거주지 위치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데 초점을 

푸는 것과는 달리， 우리 나라는 전문가들에게 자율성올 허용함으로써 離職올 防止

하는 데 초점올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정에 매여 있는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다’에는 7개의 회사가 옹답하였으나， ‘退職올 원하는 근로자를 시간제로 전 

환할 수 있다’에서는 6개의 업체만이 ‘그렇다’에 반옹하였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 

는 아직까지 장애인올 고용하기 위하여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사례는 나타나고 있 

지 않다. 

〈표 4-5> 재택근무가 기업의 인력 공급에 미치는 영향 

내용 그렇다 아니다 잘모르겠다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쉽다 8 5 1 

가정에 매어 있는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다 7 7 0 
추가인 력 공급에 유리 하다 8 4 2 

퇴직을 원하는 고용자를 시간제로 전환할 수 있다 6 5 3 

이상의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재택근무와 人力供給과의 관계는 우리 나라의 

경우 재택근무 유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전문형’， ‘중간형’， 그리고 ‘단순 

형’에서 추구하는 재태근무 도입 목적과 맞물려 있음을 볼 수 있다(3장 재택근무 

유형 참조). 

(2) 기업과 피고용자와의 관계 

고용 관계에서 두번째 중요한 변화는 피고용자의 物理的 분리가 회사에 대한 

소속감에 영향올 미치게 되리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재택근무를 통해 시·공간상 

에 있어서 자율성이 중가된 전문가 집단의 피고용자는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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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해서는 소속감이 낮아지지만， 오히려 자신이 하는 일에 열의를 갖게 되고， 

피고용자의 처지가 재택근무제도가 아니면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회사의 배려에 대해 강한 組帶感올 느끼게 된다’라고 주장되고 있다 

(Olson & Primps, 1984, 104-107). 

<표4-6>은 기업과 피고용자와의 관계를 재택근무자의 입장에서 표시한 것이 

다. ‘집에서 일하는 것은 회사의 배려이다’라는 문항에는 16명 (33.3%)만이 ‘그렇다’ 

라고 표시한데 반해， ‘회사출근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한다’에는 33 

명 (68.5%)이 용답함으로써 재택근무에서 오는 기업과 피고용자와의 관계를 한 눈 

에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자율성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아니면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오히려 劇驚의 감정올 경험하고， 자 

율성이 증가된 전문가 집단에서는 회사의 배려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실은 재택 

근무를 구성하는 근로자 집단(4장 2절 참조)이 여성이라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6> 기업과 피고용자와의 관계(재택근무자의 견해) 

내용 그렇다 아니다 잘모른다 
집에서 일하는 것은 회사의 배려이다 16(33.3) 20(41.7) 12(25.0) 
회사와의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다 29(60.4) 8(16.7) 11(22.9) 

회사에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요로그램이 있다 14(29.2) 24(50.이 10(20.8) 
회사출근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재태근무를 한다 33(68.5) 12(25.0) 3(6.3) 

‘회사와의 의사 소통에 한계가 있다’에 29명 (60.4%)이 ‘그렇다’라고 표시하고， 

‘회사에 소속감올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에 24명 (50.0%)이 ‘아니다’로 응 

답함으로써 재택근무에 따르는 기업과 피고용자간의 유대 관계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재택근무에서 초래되는 회사와 피고용자간의 관계는 우리 

나라의 경우 외국의 경험과 달리 전문가 집단에서는 회사로부터 제공되는 근무 

조건이 피고용자에게 유리하여 대체로 소속감올 강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하고， 비 

전문가 집단에게는 회사와의 유대 관계를 약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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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다，6) 

<표 4-7>은 재택근무가 기업과 피고용자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올 기업 입 

장에서 나타낸 것이다. ‘재택근무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문항에 5개의 업 

체가 ‘그렇다’라는 옹답을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시스렘을 도입하거나 새 

로 개발된 프로그램올 운용하는 데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기업이 재택근무자를 

持續的으로 사용하려면 사실상 중요한 부분이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교육보다는 

근로자의 현재 기능올 이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 더구나 ‘재택근무자들의 所屬感

에 대한 프로그랩이 있다’라는 문항에서는 단 2개의 업체만이 ‘그렇다’에 웅답함으 

로써 기업의 입장에서는 재택근무가 근로자들의 소속감올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음올 알 수 있다. 

〈표 4-7> 재택근무가 기업과 피고용자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내용 | 그렇다 | 아니다 | 잘 모른다 
이직율이 감소된다 5 5 4 

재택근무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었다 5 8 1 
재태근무자들의 소속감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다 2 10 2 

3) 관리·감독과 경영 

(1) 관리·감독 

재태근무에서는 원격통신올 통해 의사 소통올 하거나 회사 출근시의 짧은 대 

면올 통해서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올 처리해야만 한다. 피고용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라는 것은 업무의 指示， 일이 수행되는 과정의 藍督， 완성된 일의 回收， 그 

리고 일에 대한 評價와 訂IE 동 일련의 과정올 포함한다. 

6) 외국의 사례 연구(Bush， 1990; Olson & Primps, 1984)는 피고용자가 기업에 대해 

서 갖는 소속감의 정도가 이직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는 데， 전문가 집 

단의 경우 회사보다는 일에 집착함으로써 이직율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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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지시 

관리 감독의 어려움은 일의 성격， 再組織， 그리고 통신 시설의 확대를 통해 

어느 정도 개선은 가농하나 한계가 있으며， 특히 업무 지시의 명확한 전달은 곧바 

로 업무 수행 결과로 연결되기 때문에 재택근무의 성공 여부에 커다란 영향을 미 

친다. 

<표 4-8>은 회사별 작업 지시 방법올 나타낸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직접 만나서 작업 지시를 주고 받는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58.7%가 對面接觸으로 

가장 높은 비중올 차지하고 다음은 전화(26.3%) ， 그리고 컴퓨터 통신이 10.9% 이 

용되고 있다. 채택근무자가 작업 지시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역시 30명 (62.5%) 이 

상이 업무의 76% 이상을 회사에 出動해서 전달받고 있다(표 4-9) .1) 회사 1, 5, 6 

〈표 4-8> 회사별 작업 지시 방법 단위:% 

효볕펀호변 직접만나서 전화 컴퓨터통신 우편 팩시밀리 

40 10 50 
2 80 10 10 
3 100 
4 100 
5 15 80 5 
6 10 10 70 10 
7 80 20 
8 70 10 20 
9 67 30 3 
10 20 80 
11 60 40 
12 70 38 2 
13 50 50 
14 60 10 20 10 
평균 58.7 26.3 10.9 2.1 2.0 

7) 우편과 팩시밀리를 통해서 작업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재택근무자측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2, 5, 6 회사의 재택근무자용 설문이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빠져 있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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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통신 시설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진 경우는 대면 접촉에 대한 의존이 낯은 데 

비해， 대부분의 회사가 작업 지시의 70%이상올 대면 접촉으로 해결하고 있다.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전화이며， 회사 5, 10의 경우는 작업 지시의 

80%를 전화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 1과 6이 컴퓨터 통신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며， 회사 8, 12, 14에서도 부분적으로 컴퓨터 

통신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전반적으로 유대 관계를 중시하는 우리 나라의 문화 풍조에서 이는 문 

제해결에 있어서 동료 사원의 지도， 사내 교육의 참가， 회사의 전반적인 정보 수 

집 동의 이유 때문에 일터가 완전히 가정으로 이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또한 

적어도 주당 1일 이상의 통근이 필요함올 의미한다. 

〈표 4-9> 재택근무자가 작업 지시률 받는 방법 ( )안은 % 

앓렌뻔 회사에 연결된 전자우편 우편 돼시밀리 전화 출근시 
컴퓨터 

사용하지 않음 44(91.7) 45(93.8) 48(100.0) 48(100.0) 29(60.4) 7(14.6) 
25% 이하 3(6.3) 1 (2.1) 6(12.5) 4(8.3) 
26-50% 1(2.1) 1(2.1) 5(10.4) 5(10.4) 
51-75% 1(2.1) 5(10.4) 2(4.2) 

76% 이상 3(6.3) 30(62.5) 

@ 업무수행 

<표 4-10>은 채택근무의 관리 감독에 대한 기업의 반옹올 정리한 것이다. 

‘재택근무자들올 관리·감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의 문항에 107R 의 다수 기업들이 

‘그렇다’라고 옹답올 했지만， ‘재택근무자의 근무 시간올 기록하게 한다’와 ‘회사 

근무자보다 의도적으로 더 감독·감시한다’라는 문항에서 ‘그렇다’라고 옹답한 회사 

가 전혀 없다는 사실은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 않다는 것올 보여준다. 147R 

기업중 2개 업체만이 ‘재택근무자의 컴퓨터 연결 시간이 모니터된다’라고 옹답했 

으나， 이 경우에도 회사의 시스템상 가능하다는 표현일 뿔이며， 실제로 모니터를 

통해 관리·감독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기업들이 업무의 수행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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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전적으로 재택근무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으며， 오히려 다른 방법(시간제 

와 성과급 지불 제도 퉁)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다고 보인다. 

〈표 4-10> 재택근무가 기업의 관리·감독에 미치는 영향 
내용 그렇다 아니다 잘모E겠다 

재택근무자의 근무시간올 기록하게 한다 0 13 1 
재택근무자의 컴퓨터연결시간이 모니터된다 2 11 1 
회사근무자보다 의도적으로 더 감독·감시한다 0 13 1 
재택근무자들을 감독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10 3 1 

@ 일의 회수 

<표 4-11>은 재택근무시 회사가 완성된 일을 회수하는 방법올 나타낸다. 일 

〈표 4-11> 희사벌 일의 회수 방법 단우1: % 

짧蠻휠: 직접만나서 전화 컴퓨터통신 우편 팩스 기타 

1 50 50 
2 90 10 
3 90 5 5 

.4 100 
5 70 15 5 10 
6 10 10 70 10 
7 90 10 
8 70 30 
9 100 
10 90 10 
11 30 70 
12 30 70 
13 70 30 
14 80 20 
평균 69.3 6.8 16.8 3.6 1.4 2.1 

의 회수 방법도 작업 지시에서 처럼 대면 접촉의 의존도가 높지만， 작업 지시 때 

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일올 회수함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직접 만나서 완성 

된 일올 전달하는 방법이 69.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은 컴퓨터 통 

신(16.8%)이며， 그리고 전화(6.8%)의 이용이다. 회사 4. 9는 일을 회수하는 데 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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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으로 대면 접촉에 의존하고， 회사 1과 6이 일의 회수에서도 컴퓨터 통신올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회사 1271- 일의 지시 때와는 달리 완성된 일올 회수할 때는 컴 

퓨터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일의 회수에는 컴퓨터 통신이 더 효과 

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반면 전화는 일의 회수에 있어서는 작업 지시 때보다 制

限的임을 보여준다. 

재택근무를 운영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이 프로그랩의 질이 저하되는 것과 애 

러 발생시 즉시 수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면， 프로그램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직접 대면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애러 발생의 점검은 사실상 컴퓨 

터 통신의 사용올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본다. 

재택근무자 입장에서도 <표 4-12>에서 보여 주듯이 완성된 일을 전달하는 

데 직접 전달이 물론 대부분이지만(76%이상 사용하는 근로자가 28명)， 비교적 다 

양한 방법올 사용하고 있으며 컴퓨터 통신올 통한 전달 방법에 숫적으로는 16명 

(33.3%)이 참여하고 있다. 

〈표 4-12> 재택근무자가 완성된 일을 전달하는 방법 ( )안은 % 

싫빨는것f 컴퓨터 전자우편 우편 팩시밀리 전화 직접전달 

사용하지 않음 32(66.7) 45(93.8) 48<100.0) 47(97.9) 36(75.0) 9<18.8) 
25% 이하 3(6.3) 2(6.3) 1(2.1) 8<16.7) 8(16.7) 
26-50% 2(4.2) 2(4.2) 2(4.2) 
51-75% 2(4.2) 1(2.1) 1 (2.1) 

76% 이상 9(18.8) . 2(4.2) 28(58.3) 

(2) 경영 및 종합적 효과 

고용주가 재택근무를 도입할 만한 제도라고 판단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준은 經濟的 效果일 것이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편익올 비교해 보 

는 과정이 필요하다. 재택근무가 초래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기업들은 생산성 

의 증대와 각종 비용의 감소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왔으며 경제적 효과가 있음이 

경험적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제2장 참조， 36-37) . 生塵性의 增大는 이전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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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생산성올 유지하면서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경험하거나 동얼한 비용으로 더 

많은 생산이 이루어질 때일 것이다. 기업은 시간제 노동력 사용이나 성과급으로 

지불이 용이한 재택근무를 통해 생산성은 유지하면서 費用節減올 꾀할 수 있게 

된다. 각종 비용의 문제에 있어서도 인건비 외에 사무실 확보와 유지 비용， 주차 

장 시설 비용 절약 퉁에서 직접적으로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표 4-13>은 채택근무를 통한 기업의 경영의 효과를 나타낸다. ‘추가로 필요 

한 사무실 걱정올 안한다’라는 문항에서 127ß 업체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사무실 유지 관리비가 절약된다’라는 문항에서는 9개 업체가 ‘그렇다’라고 용답하 

여 사무실 공간의 절약과 유지 관리 비용의 감소가 재택근무제 실시에서 얻은 중 

요한 효과임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9개 업체는 ‘재택근무를 통하여 생산성이 증 

〈표 4-13> 재택근무에 따르는 기업 경영의 효과 

내용 그렇다 아니다 잘모른다 
추가로 필요한 사무실걱정을 안한다 12 2 

생산성이 증가된다 9 4 
재태근무를 위한 시설 비용이 많이 든다 1 12 
사무실 유지 관리비가 절약된다 9 3 2 

가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재택근무를 위한 시설 비 

용이 많이 든다’라는 문항에는 거의 모든 기업 (127ß)이 ‘아니다’라고 옹답하였는 

데， 이것은 재택근무에 사용되는 시설이 개인용 컴퓨터와 단말기 및 모템 정도이 

며， 많은 수의 재택근무자가 이미 개인 소유의 개인용 컴퓨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 

에 별도의 시설 추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회사측에서는 사무실 근무와 비교활 때 

시설 비용에 대한 부담올 느끼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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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측면 

이 절에서는 개인 측면에서 재택근무에 따르는 재택근무자의 특성을 분석한 

다. 재택근무자들에 관하여 空間的 및 人口學的으로 나타나는 특성올 먼저 기술하 

고， 다음으로， 문헌 연구에서 논의되었던 재태근무의 특성에 관한 쟁점들， 즉 사 

회·심리적 효과， 경제적 효과， 그리고 교통 효과가 우리 나라의 재택근무자들에게 

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그리고 재택근무자들의 시·공간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들은 무엇인가? 라는 점들올 논의하고자 한다. 

1) 공간적 특성 

재택근무자들의 거주지 위치 파악올 통해 통근 거리와 재택근무와의 관계를 

공간적으로 고찰해 볼 수 있다.8) 재택근무자들의 거주지 위치는 <그림 4-1>의 

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재택근무자들은 80명 (75.5%)이 서울 시내 전역에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수도권 인근 도시들에 26명 (24.5%)이 거주하고 있다. 또한 

회사와 재택근무자간의 상대적 위치는 <그림 4-2, 3, 4>에 표시하였다. 

類型別 분포에서 專門型은 전체 8명중 4명 (50%)이 서울의 인근 도시인 성남 

(2명)， 부천(1명)， 그리고 구리 (1명)에 거주하고， 나머지 4명은 서울 시내에 거주하 

고 있다. 거주지 위치를 회사와의 관계에서 좀 더 자세히 검토해 보면， 인근 도시 

에 거주하는 4명은 모두 회사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4 

명의 경우 1명은 회사와는 정반대인 북쪽 끝에 자리하고 있으며， 다른 1명도 회사 

가 인근 도시 안산에 입지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원거리 통근자이고， 2명만이 회 

사와 비교적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그렴 4-2). 

專門職 재택근무자들올 서울시 경제 활동 인구 중 전문직 종사자들의 통근 

거리와 비교활 때 후자는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에 비해 다소 원거리 이긴 하나 

8) 재택근무자의 거주지 위치에 관해서는 기업 대상 설문지 응답 자료를 사용하였음 
(표 3-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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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시·구벌 재택근무자 수 

10Km 이내에 密集되어 있는 사실(허우긍 1991. 55)에 비해 전자는 대부분 20Km 

이상 장거리 통근자들이다. 이러한 사실은 통근 거리의 부담이 전문직 종사자들에 

게 재택근무로 전환하도록 작용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3>은 中間型 재태근무자들의 거주지 위치이다. 회사 2의 근무자들은 

대부분(4명중 3명)이 회사와 통일 구에 거주하고 나머지 1명도 비교적 가까운 거 

리에 위치하고 있다. 회사 5 회사 11 그리고 회사 12의 재택근무자들은 시내 곳 

곳에 고루 분포하는 편이고 인근 도시에도 상당 수 거주하고 있다. 회사 9의 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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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 대부분(7명중 6명)온 서울시 내에 거주하고 있지만 회사와는 상당한 거리 

에 위치하고 1명은 인근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중간형 근무자들의 통근 거리를 

서울시 사무직 근로자와 비교해 보면 비슷하거나 조금 더 먼 것으로 보인다. 

<그림 4-4>는 單純型 재택근무자들과 회사의 위치룰 표시한 것이다. 회사와 

재택근무자들간의 거리상 분포는 앞의 중간형의 것과 차이가 없지만， 거주지역별 

로는 도시의 북서 지역(노원구)과 도시의 남서 지역(마포구와 강서구) , 그리고 여 

기에서 연장선에 있는 인근 도시 부천， 인천， 안산에 편중하여 집중되어 있는 점 

이 뚜렷하다. 이 부분은 단순직이라는 일의 특성과 보통은 시간급(해당되는 인력 

온 전산 학원， 직업 소개소 동에서 알선)으로 지불되는 屬爛條件이 작용한 것으로 

부천 

(1): 금성 STM (ID:한국듀플 

0):(추)태평앙 (8): 한국톨신 

∞;티쩨이 @:동미전7’ 

구리 

- ‘「I • 

. -.,,' \ 
./ \ 

/ 

/ 

、
".. 

o Z 4 ba 
L---L.-.J 

〈그림 4-2> 화사와 쩨랙근무자의 위치 (전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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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한양전자 

@:연합데이타 

〈그림 4-4> 회사와 채랙근무자의 위치 (단순형) 

2) 재택근무자의 특성 

(1) 인구학적 특성 

o 2 4. ka 
L-.l...-.J 

. 
광주 

재택근무자들에 대해 인구학적 특성과 관련된 사항올 정리한 것이 <표 

4-14>이다. 이를 각 변수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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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別의 경우 전문형에 1명의 남자를 제외하면 유형에 관계없이 전문형， 중간 

형， 단순형 모두 女性人力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선행 이론 연구(Huws， 1990; 

Huws, 1991; Shirley, 1988)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사실상 재택근무자는 화이트 

칼라 직종의 남성보다는 사무직과 비서직의 여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영국의 

사례에 우리 나라가 근접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4-14> 쩨택근무 유형별 인구학적 특성 

재택근무 성별 연령 혼인상태 가족수 

유형 남 여 30세미만 30-34 35-39 40세이상 미혼 기혼 2인이하 3 4 5인이상 
전문형 4 ,2 2 1 0 4 2 l 2 0 
중간형 0 20 9 9 2 0 4 16 5 8 6 1 
단순형 0 23 6 13 2 2 6 17 6 7 9 1 
계 1 47 17 24 5 2 11 37 13 16 17 2 

年觀別 分布 역시 유형.과는 관계없이 30대 전후에 집중(48명중 41명)되어 있 

는 데， 이는 컴퓨터를 비롯한 원격통신 기술의 보급이 80년대 후반에 이루어진 점 

과 사무 기기를 컴퓨터 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력은 전동타자기 혹은 워드프 

로세서 사용 경험자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연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婚뼈 여 

부와 가족 구성원 수에 있어서도 유형별 차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종합해 보면 

재택근무자들은 인구학적 특성에서 유형간에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 

것은 오히려 재택근무라는 제도 자체가 갖는 특성으로 30대 전후의 여성， 미혼이 

거나 결혼 초기의 상태， 혹은 핵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세대이다. 이점은 우리 나 

라 재택근무의 본격적인 도입 시기가 1990년대 초라는 사실과도 일치하여 재택근 

무자를 인구학적으로 한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2) 학력 및 직업 

사회·경제적 특성 중 학력과 직업면에서 본 재택근무자들의 특성은 <표 

4-15>에 정리되어 있다. 

인구학적 변수가 유형별로 차이가 없는 반면 학력과 직종의 분포에서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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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차이가 보인다. 전체적으로는 고퉁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올 소지하고 있 

어 고학력자임올 알 수 있다. 유형별로는 專門型의 학력이 역시 가장 높아 전원 

대졸 이상의 학력(전문대졸 1명， 대졸 3명， 대학원졸 1명)이며 單純型은 거의 전부 

가 고졸 학력 (23명중 22명)으로 유형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中間型은 대 

졸이 대부분이나 전문대졸(20명중 4명)과 고졸(1명)도 포함하고 있어 대체로 그 

중간 형태를 보인다. 

〈표 4-15> 유형벌 학력 및 직종 ( )은 % 

재택근무 학력 직종 
유형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프로그래머 편집 영업 전문직 
전문형 0 1(20.0) 3(60.0) 1(20.0) 2(40.0) 1(20.0) 1(20.0) 1(20.0) 
중간형 3(15.0) 4(20.0) 13(65.0) 0 20(100) 0 0 0 
단순형 22(95.7) 1(4.3) 0 0 23(100) 0 0 0 

직종에서는 수적으로 적은 분포이긴 하지만 전문형은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반면， 단순형과 중간형은 프로그래머에 국한되어 있다(3장의 우리 

나라 재택근무의 유형에서는 단순형은 자료 입력올， 중간형은 번역및 무역 서비스 

업， 편집과 디자인 직종을 포함하였음). 

(3) 직위 및 소득 

유형별 재택근무자의 경제적 특성에 대해 근무 조건과 재택근무 이전의 상태 

를 정리한 것이 <표 4-16>이다. 근무 조건은 재택근무자들의 종사상의 직위를 

나타내는 것과 같다. 재택근무자의 근무 조건은 우리 나라의 경우 定規終日， 臨時

時間， 臨時委爛(成果給， 爛託業務를 보통 1년 계 약)으로 크게 구분된다. 근무 조건 

은 학력과 직종에서 유형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 것과 유사하다. 전문형은 모 

두 정규 종일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반면， 단순형은 임시 위촉이 대부분(23명중 

14명)이며， 나머지는 임시 시간제로 일한다. 중간형의 근무 조건은 임시 위촉(성 

과급) 뿐이다. 

- 114 -



〈표 4-16> 유형벌 근무 조건 및 재택근무 이전의 상태 

재택근무 근무조건 재택근무 이전의 상태 
유형 정규종일 정규시간 임시종일 임시시간 임시위촉 회사근무 실직상태 퇴직자 가사 계 

전문형 5 0 0 0 0 4 1 0 0 5 
중간형 0 0 0 0 20 7 0 5 8 20 
단순형 

1--

0 0 0 9 14 2 3 1 17 23 
계 5 0 0 9 34 13 4 6 25 48 

재택근무 이전의 상태를 보면 전문형은 대부분이 회사 근무에서 재택근무로 

전환한 반면， 단순형은 가사 종사자 상태에서 재택근무를 선택한 경우가 두드러진 

다(23명중 17명 ).9) 한편 중간형은 재택근무 이전의 상태가 회사 근무를 하다 개인 

사정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의 상태 혹은 가사 종사자에서 전환하는 동 다양한 전 

력올 나타내는 데， 이것은 직종과 학력 그리고 연령을 종합하여 볼 때 고급 유휴 

여성 인력의 상황올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승용차 소유 및 운전 면허 소유 여부 

유형별 경제적 특성올 밝혀내는 직접적인 자료는 소득 수준올 통해서일 것이 

다. 그러나 소득에 관하여 전문형올 제외하면 중간형과 단순형 제택근무자들은 월 

소득이 유동적이어서 대부분 기록하지 않았다. 승용차 소유 및 운전 면허 소지 여 

부는 통행과 관련되는 간접적인 경제 지표가 될 수 있다(단， 여성의 경우 자동차 

소유를 근거로 경제적 지위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표 4-17>은 

유형별 승용차 및 운전 면허 소지 여부를 정리한 것이다. 

재택근무자 전체 48명 중 8명 (16.7%)만이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옹 

답해 상당히 낮다(재택근무자가 여성이고， 자기 소유 여부를 기록한 것이기 때 

문). 다만 유형별로는 전문형이 5명 중 2명 (40%)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 면허 

는 4명 (80%)이 소지하고 있어서 비교적 경제적 수준이 높올 것으로 예상된다. 단 

순형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소유율(23명중 2명으로 8.7%)올 보이며， 운전 면허 

9)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재택근무의 도입은 부분적으로 외부 노동 시장의 활 
용에 있옴을 보여주며， 단순형 재택근무에서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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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에서도 7명 (30.4%)만으로 그 잠재력이 낮다고 본다. 중간행은 20명중 4명 

(20%)이 자동차룰 소유하고， 11명 (55%)이 운전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 역시 중간 

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표 4-17> 유형벌 승용차 및 운전 면허 유무 

재택근무 운전면허 승용차 
유형 유 T I1- 유 -I「1

전문형 4 1 2 3 
중간형 11 9 4 16 
단순형 7 16 2 21 
계 22 26 8 40 

3) 사회·심리적 효과 

재택근무자들은 통근이 감소하거나 거의 없어짐으로 해서 생겨나는 사무실에 

서의 사회적 관계의 缺걷과 시간의 自律性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대용하는가. 

여기에서는 사회·심리적 효과에 대한 쟁점들을 업무 활동， 공동체 및 여가 활동， 

그리고 가사 활동 둥을 통해 분석해 본다. 

(1) 업무 활동 

재택근무가 업무 활동에 미치는 사회적 기능은 동료들과의 相互依存과 경 영 

진과의 對面接觸의 결핍이 경력에 영향올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표 4-18>에서 

‘다른 사람의 경험올 보고들을 기회가 적다’라는 문항의 ‘그렇다’에 다수인 29명 

(60.4%)이 옹답하였고 ‘통료의 도움이 자주 필요한 편이다’에는 20명 (41.7%)정도 

가 ‘그렇다’라고 표시해 재택근무에서는 일 자체에 대한 동료들과의 상호의존성은 

크지 않으나 사무실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의 부족올 보여주고 있다. ‘집에서 일하 

는 것이 전반적으로 경력에 손실이다’와 ‘재택근무 때문에 팀의 일에서 제외된 적 

이 있다’라는 문항의 ‘그렇다’에 각각 19명 (39.6%)과 8명 06.7%)이 응답하여 대면 

접촉의 결핍이 경력에 다소 영향올 미칠 수는 있으나 팀의 일과는 無關함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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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있다. 이러한 반옹은 중간형과 단순형 재택근무자가 숫적으로 다수이기 때문 

이며， 이 유형의 업무가 독립적 성격올 갖는 데 이유를 찾을 수 있다(‘재택근무때 

문에 팀의 일에서 제외된 적이 있다’라는 문항에 28명이 ‘잘 모른다’에 옹답하였는 

데 여기서 ‘잘 모른다’는 사실상 ‘해당사항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표 4-18> 재택근무자들의 업무 활동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 )안은 % 

내용 그렇다 아니다 잘모른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보고 들을 기회가 적다 29(60.4) 14(29.2) 5(10.4) 

집에서 일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경력에 손실이다 19(39.6) 20(41.7) 9(18.8) 
재택근무때문에 팀의 일에서 제외된 적이 있다. 8(16.7) 12(25.0) 28(58.3) 

동료의 도움이 자주 필요한 면이다. 20(41.7) 16(33.3) 12(25.0) 

<표 4-19>는 재택근무가 초래하는 심리적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일에 대한 

동기와 만족감이 줄어드는 것올 느낀다’라는 문항에는 25명 (52.1%)， ‘집에서는 자 

극과 경쟁심올 갖기 힘들다’라는 문항에는 32명 (66.7%)이 ‘그렇다’에 옹답함으로써 

사무실과 분리되어 일한다는 것은 心理的으로 5也繼될 수 있음올 보여주고 있다. 

〈표 4-19> 재택근무자들의 업무 활동에 미치는 영향(심리적) ( )안은 % 

내용 그렇다 아니다 잘모른다 
일에 대한 동기와 만족감이 줄어드는 것을 느낀다 25(52.1) 17(35.4) 6(12.5) 

집에서는 자극과 경쟁심을 가지기 힘들다 32(66.7) 11(22.9) 5(10.4) 
자아실현과 성취감때문에 일한다 23(47.9) 13(29.l) 12(25.0) 
교제상 필요때문에 회사에 간다 9(18.8) 35(72.9) 4(8.3) 

회사에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표로그램이 있다 14(29.2) 24(50.0) 10(20.8) 

‘회사에 소속감올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에 24명 (50.0%)이 ‘아니다’라고 

옹답하였고， ‘교제상 필요때문에 회사에 간다’라는 문항에 35명 (72.9%)이 ‘아니다’ 

라고 답하여 재택근무자들의 회사에 대한 심리적 소속감과 유대감이 낮은 것올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재택근무자들의 재택 경력과 무관하지 않올 것으로 생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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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장의 1절에서는 재돼근무가 기업과 피고용자와의 관계를 다소 약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한다고 검토되었다. <표 4-20>은 재택근무자틀의 재택근무 기간을 

나타낸다.6개월 미만과 6-127ß월의 경력자가 각각 21명 (43.8%)과 11명 (22.9)으로， 

결국 1년 미만의 채택근무자가 전체의 2/3에 해당된다. 이러한 점은 우리 나라 재 

택근무의 역사가 7년(88년 부터 시작)이라는 점과 비교해 보아 재택근무자들의 

이직율이 높은 편이라는 판단이 가능할 것 같다. 

〈표 4-20> 재택근무자들의 재택근무 기간 

기간 인원수(%) 
6개월 미만 21(43.8) 

6-127R월 미만 11(22.9) 
12-24개월 6(12.5) 
24-36개월 7(14.6) 
3년 이상 3(6.2) 
계 48(100.0) 

(2) 공동체 생활 및 여가 활동 

혼히 재택근무에서 결핍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와 재택근무로 인한 시간의 자 

율성이 근로자 개인들로 하여금 地域共同體의 삶과 餘顧活動에 참여하도록 유도 

한다고 주장되어 왔다.<표 4-21>은 재택근무가 공동체 생활 및 여가 활동에 미 

치는 영향올 나타낸다. 다수인 28명 (58.3%)의 근로자가 ‘자유 시간이 많아졌다’라 

잘모른다 
4(8.3) 

6(12.5) 
5(10.4) 

는 문항에서 ‘그렇다’라고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으나 ‘집에서 일하면서 이웃과의 

만남이 늘었다’와 ‘여가 활동의 참여 빈도가 높아졌다’에는 적은 수의 19명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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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그렇다’라고 긍정적인 답올 하여 재택근무에서 얻어진 자유 시간이 공동체 

생활이나 여가 활동으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3) 가사 활동 

재택근무는 가정 생활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근로자들에게 하나의 대안이다. 

업무와 비업무사이의 投害” 훌훌購에 대한 논의와 가정 사무실이 가족의 공간을 침 

해한다는 논쟁이 계속 진행 중이다. 

<표 4-22. 23>은 재택근무와 가정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재택근무에서 주어 

지는 시간 운용의 유연성은 재택근무에서의 핵심이다. ‘업무와 가정일 모두 어려 

움이 줄었다’라는 문항의 ‘아니다’에 21명 (43.S)이 답하였고， ‘가정의 역할과 균형올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늘었다’에는 23명 (47.9) 이 ‘그렇다’라고 옹답함으로써 재택근 

무자의 반청도가 일과 가정간의 조화에 어려움이 있음올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가사와 관계되는 심부름이 .늘었다’에 다수인 27명 (56.3)이 옹답하여 재택근무에서 

얻어지는 시간의 유연성이 자칫 재택근무자로 하여금 빈틈 없는 시간 계획올 갖 

도록 작용할 수도 있음올 보여주고 있다. 

( )안은 % 

잘모른다 
11(22.9) 
5(10.4) 
7(14.6) 

( )안은 % 

잘모른다 

1(2.1) 
6(12.5) 

재택근무에 의한 가족의 공간 침해에 대해서는 29명 (60.4%)이 ‘일하는 공간이 

따로 있다’고 용답하고， 31명 (64.6%)이 ‘일하는 공간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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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라고 답하여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률 나타내고 있다. 이 점은 컴퓨터와 원격 

통신을 사용하여 일을 하는 재태근무자들이 우리 나라 전체 근로자에 비해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것에 이유가 있올 것으로 생각된다. 

4) 경제적 효과 

경제적 효과는 재택근무에 대한 客觀的인 효과를 측청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다. 이는， 혼히 재택근무자들이 직접 평가할 수 있는 비용 절약과 재택근무로 인 

한 지출 증가，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생산성의 변화에 대한 것이다. 

(1) 비용 절약과 지출 

<표 4-24>는 재택근무가 비용 절약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재택근 

무자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절약 부분은 역시 교통비로 41명 (85.4%)이 교통 

비 절약에 ‘그렇다’라고 옹답하였다. 그러나 ‘주차료’와 ‘보험료’ 항목에서는 ‘그렇 

다’에 아주 소수인 6명(12.5%)과 1명 (2.1%)만이 각각 옹답함으로써 재택근무자들 

이 승용차 통근과는 관계가 없는 통근자라는 것올 알 수 있다(그러므로 ‘잘 모른 

다’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짐). 다음으로는 ‘의복비’ 부분의 절약에 

29명 (60.4%)이 답하여 출근올 하지 않음으로 외출복의 필요성이 줄어든 것을 반 

영한다고 보인다. 

자녀가 있는 직장인들은 출근시 자녀의 양육 문제를 핵가족 시대의 대부분의 

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의 하나로 여기고 있으며， 재택근무시 育兒를 병행할 수 있 

는 것올 주요 이점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택근무의 수행은 託兒費의 상 

당부분올 감소시킬 것오로 주장되어 왔다. 우리 나라의 경우 ‘자녀 양육비’ 절약에 

대해 17명 (35.4%， 48명 중 자녀가 있는 재택근무자는 33명)이 긍정적인 답올 나타 

낸 것은 자녀를 돌보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지만， 육아에 별도의 비용올 지출해야 

만 했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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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4> 재택근무가 비용 절약에 미치는 영향 ( )안은 % 

프I득1 표 -1L 그렇다 아니다 잘모른다 

음식비 19(39.6) 17(35.4) 12(25.0) 
교통비 41(85.4) 6(12.5) 1(2. 1) 
주차료 6(12.5) 9(18.8) 33(68.8) 
보험료 1(2.1) 13(27.1) 34(70.8) 
의복비 29(60.4) 9(18.8) 10(20.8) 

자녀 양육비 17(35.4) 11(22.9) 20(41.7) 

일반적으로 재택근무의 비용 효과 계산에는 재택근무용 시설 비용 대 절약 

부분이 포함된다. 재택근무에 필요한 장비의 설치는 비용 문체 때문에 재택근무 

확대의 장애 요소가 되기도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장비 설치의 문제는 70.8%에 

달하는 34명이 ‘아니다’에 응답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재택근무자들에게 비용 부 

담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표 4-25). 오히려 재택근무가 절약만올 가져다 주 

는 것은 아니어서 일터를 가정으로 이전함으로써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부분이 

비용상 상당히 중요성올 갖는 것 같다. 특히 재택근무의 총체적인 사회적 公益에 

서 주장하는 것의 하나가 에너지 소비 절약이라고 볼때 그러하다. 재택근무에 따 

르는 추가 비용에 대해 ‘가정용 에너지’ 사용의 증가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재 

택근무자의 2/3에 가까운 31명 (64.6%)이 가정용 에너지(전기료， 냉·온방비 퉁) 사 

용에 추가 비용올 지불한 것으로 답하였다. 또한 41명 (85.4%)이라는 대부분의 재 

태근무자들이 전화 사용료의 증가에 ‘그렇다’라고 답한 것은 가정용 에너지 사용 

비용과 함께 재택근무의 비용 효과를 분석하는 데 좋은 지표가 될 것으로 생각된 

다. 

〈표 4-25> 재택근무로 인한 추가 비용 
품목 | 그렇다 | 아니다 

가정용 에너지 I 31(64.6) I 4(8.3) 
전화 사용료 I 41(85.4) I 3(6.3) 
장비 설치비 I 12(25.0) I 3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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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은 % 

잘모른다 
13(27.1) 
4(8.3) 
2(4.2) 



(2) 생산성 변화 

회사 사무실과 분리되어 집에서 일한다는 것온 동료들과의 잡담이나 도움 요 

청 퉁의 방해가 없기 때문에 시간의 소모 없이 집중할 수 있다고 본다. 더욱이 채 

택근무의 장점은 원하는 시간에 또는 가장 효율적인 시간에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분이 과연 생산성으로 연결이 되는가? <표 4-26>은 재택근무 

자가 느끼는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다. 19명 (39.6%)만이 ‘집에서 일한 결과 생산성 

이 중가’한 것으로 생각했으며 같은 수의 근로자가 否定的인 결과를 나타냈다. 

( )안은 % 

잘모른다 
10(20.8) 
3(6.3) 

10(20.8) 

오히려 ‘일하는 도중 가족의 방해가 있다’에 35명 (72.9%， 재택근무자 48명중 

기혼자는 37명)이 용답함으로써 재택근무가 타인(회사에서는 동료， 집에서는 가 

족)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 

났다. 그러므로 주어진 업무를 청해진 기한까지 마쳐야 한다는 부담은 재택근무자 

로 하여금 ‘초과 근무를 자주한다’에 영향올 미친다고 보인다(60.4%인 29명이 ‘그 

렇다’에 용답). 따라서 재택근무가 재택근무자에게 생산성의 중대를 가져왔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생산성에 대한 효과의 측정은 실제 일한 시간과 작업 성과 

로 평가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다만， 기업측에는 피고용자의 

運刻， 缺動， 病隔， 침、慢 퉁이 원천적으로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생산비 절감의 기 

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3) 소득의 안정성 

<표 4-27>은 재택근무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올 나타낸 것이다. ‘재택근무가 

소득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항목의 ‘그렇다’에 27명 (56.3%)이 용답하여， 채택근 

- 122 -



무로 인하여 대면의 감독과 통제가 줄어드는 것에 대옹하는 경영자들의 조치는 

피고용자의 자율성올 감소시키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피고용자들은 일한 시 

간 만큼(시간제) 또는 일한 양(성과급)에 따라 지불되는 임금을 받게 되어， 사실 

상 보이지 않는 통제를 더욱 많이 받게 되며 상황에 따라 월소득의 격차로 이어 

진다.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된다’에 대해 16명이 ‘그렇다’에 웅답하고 나머지는 

‘아니다’와 ‘잘 모른다’에 각각 19명 13명이 반옹을 보였는 데 여기서 ‘잘 모른다’ 

는 ‘아니다’와 가까운 의미를 갖는다고 여겨진다. 

5) 교통 효과 

( )안은 % 

잘모른다 
3(6.3) 

13(27.1) 

통근의 회수가 줄어든 것에 비례해서 교통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 

으나 통근의 감소에서 얻어지는 여유 시간과 시간 사용의 유연성， 그리고 재택근 

무의 사회·심리적 결과의 변수들이 비업무 통행과 장거리 통행을 유발할 수 있다 

는 주장들이 있다. 교통 효과와 관련하여 관심올 갖는 다른 부분은 교통 수단 사 

용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통행의 목적지에 대해서는 칩과 가까와 진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며， 통행 연계에 관해서는 외출을 규모있게 계획한다는 쪽과 상당 

부분 연계가 덜 된 통행올 할 것이라는 상반된 주장이 있다. 

(1) 교통 수단 

재택근무가 교통 수단의 이용에 변화를 줄 수 있올까? 있다면 그 변화의 양 

상은 어떤 것일까? 텔레커뮤팅올 교통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미국과 유 

럽 퉁의 연구에서 자주 논의되는 쟁점은 대중 교통 수단， 카풀링 (car-pooling) , 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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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링 (van-pooling) 풍에 대한 의폰도와 승용차 소유의 변화에 관한 것이 있다 10) 

<표 4-28>은 재택근무가 교통 수단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통근차를 이 

용하지 못하여 불편하다’에 5명(10.4%)만이 ‘그렇다’라는 반웅올 보였고， ‘불규칙한 

통근으로 승용차의 필요성이 생겼다’에 역시 소수인 10명 (20.8%)이 옹답함으로써， 

재택근무로 인하여 교통 수단의 이용에 크게 변화가 올것 같지 않다(우리 나라 

재태근무자의 통근 회수가 주당 평균 1일 정도임). 이러한 점은 재택근무가 통근 

의 부담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출근시 러시아워를 피할 수 있 

는 재량에서 이유를 찾올 수 었다. 한편 ‘통근때 사용하던 승용차를 다른 가족이 

이용한다’라는 문항에서 ‘그렇다’에 6명이 대답한 것은 숫적으로는 미미하지만 의 

미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승용차를 소유한 재택근무자 8명중 3/4인 6 

명이 가족의 교통 수단 이용에 변화를 가져왔고 장기적으로는 가족의 자동차 소 

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표 4-17 참조). 

교통 수단에 대한 설문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문항과는 달리 ‘잘 모른다’에 많 

% 

-
파
-
핀
 

3
-꾀
 

띈
 -
탤
 
-
감-
m
 
-
많
 

믿
 -
갚
一
 

뻐
-
퍼
-
젠
 이 응답한 것은 재택근무자의 대부분이 중간형과 단순형 재택근무자이며， 이들의 

승용차 소유울이 낮기 때문이라고 보이며， 사실상 ‘해당 사항이 아니다’라는 의미 

를 갖는 것으로 여겨진다. 

10) 카풀링과 밴풀링은 우리 나라의 경우 이제 시작이므로 논의할 단계가 아니고， 승 
용차 소유에 관해서도 이렇다 할 변화를 찾아보기는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다고 

생각한다(재택근무자 148명중 승용차 소유는 8명에 불과). 다만 재택근무자들의 교 

통 수단에 대한 인식을 검토해 보는 것은 하나의 경향올 파악하는 데 필요할 것으 

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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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출 활동 

재택근무의 매력은 失頭時間帶의 교통량을 分散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효율적인 외출 계획올 할 수 있고， 여행 퉁 여가 활동올 주중에 분산시킬 수 있는 

점도 기대하는 효과이다. 

<표 4-29>는 재택근무가 외출 활동의 시간과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 

다. 상당 수(62.5%)의 재택근무자들이 ‘러시아워의 외출올 피한다’라는 문항에서 

‘그렇다’에 옹답함으로써 재택근무가 어떤 형태로든 확대된다면 러시아워의 교통 

량올 분산시키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출올 규모있게 계획한다’에 

도 32명 (66.7%)이 ‘그렇다’라고 옹답하여 통행의 시간대와 소요 시간(러시아워를 

피함으로써 사실상 통행 시간이 감소)에 영향올 미친다는 것올 보여준다. ‘여행 

퉁 여가 활동올 평일에 한다’에는 25명 (52.1%)이 ‘그렇다’에 대답하여 기대에는 미 

치지 못하나， 이 점은 재택근무자의 대부분이 여성이어서 평일에 여행 결정권올 

갖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설명이 가능하다. 

3. 재택근무의 특성: 종합 

( )안은 % 

잘모른다 
8(16.7) 
4(8.3) 
5(10.4) 

지금까지 재택근무의 실행에 따라 나타나는 영향올 기업의 측면과 개인 측면 

에서 설문지 응답 자료를 통해 검토해 보았다. 재택근무로부터 영향이 ‘있다’ 또는 

‘없다’의 판단은 자료의 성격상 統計的 有意性올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 

에， 다만 과반수(회사의 경우는 7개 업체， 개인의 경우는 24명) 이상이 용답한 문 

항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 숫적으로 중간형과 단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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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자의 構成比가 높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로 특성올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먼저 분석 결과룰 간략하게 정리한 다음 이러한 발견들이 

갖는 의미와 시사점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다. 

企業 測面에서는 첫째 영향을 받온 것으로 여져지는 ‘그렇다’에 과반수 이상 

용답한 문항들올 중심으로 살펴보면， CD 일의 性格 부분에서는 ‘재택근무에 맞도 

록 업무를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 ‘반복되는 업무가 아닌 순발력을 요하는 생산 

활동은 지원하지 못한다’， ‘업무를 재택근무에 맞도록 조직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 

고 ‘일의 성과에 대한 측정의 어려움이 있다’ 퉁이 영향올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屬健關係와 관련해서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쉽다’， ‘가정에 매어 있는 저렴 

한 노동력을 이용한다’， 그리고 ‘추가 인력 공급에 유리하다’ 퉁이 효과로 보여졌 

다.@ 管理·藍督과 經醫 부분에서는 ‘재택근무자들올 감독·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 ‘아니다’에 과반수 이상 옹답한 문항 

들올 검토해 보면， CD 일의 성격 부분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2) 고용 관계와 

관련해서는 ‘재택근무자를 위한 프로그랩이 있다’， ‘재택근무자들의 소속감에 대한 

프로그램이 었다’ 둥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감독과 경영 부분 

에서는 ‘재택근무차의 근무시간올 기록하게 한다’， ‘채태근무자의 컴퓨터 연결 시 

간이 모니터된다’ ‘회사 근무자보다 의도적으로 더 감독·감시한다’ 그리고 ‘재택근 

무를 위한 시설 비용이 많이 든다’ 퉁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기업측면에서의 재택근무와의 관계에 대해 몇가지 

시사점의 제시와 논의가 가능하다. 

첫째， 일에 있어서 情報技術 발달에 따라 모든 업무가 가정 사무실로 移轉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업무 재조직의 문제， 일의 성과에 대한 측청의 어려움 퉁 

이 재택근무의 확대에 제약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노동력 공급에 있어서 채택근무를 통해 전문 인력의 확보와 저렴한 노 

동력 이용 퉁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은 정보기술과 勞動過程에 대한 논쟁올 좀 더 

심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올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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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째， 관리·감독에 있어서의 한계는 성과급 또는 시간제 고용 둥과 같은 간접 

적인 통제를 통해 대부분 조정됨으로써， ‘電子住흰’과 같은 형태의 재택근무는 사 

실상 制限的으로 出現활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본다. 

個人의 行態 測面에서는 첫째 영향올 받은 것으로 생각되는 ‘그렇다’에 과반 

수 이상 응답한 문항들올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CD 社會·心理的 결과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의 경험올 보고 들올 기회가 적다’， ‘일에 대한 동기와 만족감이 줄어드 

는 것올 느낀다’ ‘집에서는 자극과 경쟁심올 갖기 힘들다’， ‘자유 시간이 많아졌 

다’， 그리고 ‘가사와 관계되는 심부름이 늘었다’ 둥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2) 經濟的 效果는 ‘교통비 절약’， ‘의복비 절약’， ‘일하는 도중 가족의 방해가 

있다’， ‘초과 근무를 자주하게 된다’， 그리고 ‘재택근무가 소득올 보장하지 못한다’ 

퉁에 영향올 미치고 있으며 @ 交通 效果 부분에서는 ‘러시아워의 외출올 피한 

다’， ‘외출을 규모있게 계획한다’， 그리고 ‘여행 동 여가 활동을 평일에 한다’ 퉁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니다’에 과반수 이상 응답한 문항들을 

검토해 보면， CD 사회·심리적 결과에서 ‘교제상 필요 때문에 회사에 간다’， ‘회사에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여가 활동의 참여 빈도가 높아졌다’， 그 

리고 ‘일하는 공간 마련에 어려움이 없다’ 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2) 경제적 효과와 관련하여 ‘장비 설치비 지불’만이 영향올 받지 않았으 

며，@ 교통 효과에서도 ‘통근차를 이용하지 못하여 불편하다’가 해당 사항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개인 측면에서 재택근무와의 관계에 대해 몇가지 

시사점의 제시와 논의가 가능하다. 

첫째， 재택근무가 개인의 自律性올 제공하나 對面接觸의 감소를 가져오기 때 

문에 재택근무자에게 공동체 생활 및 여가 활동 동에 참여가 늘어나도록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통료의 경험올 보고틀올 기회의 감소， 가족들의 방해， 자극 

과 경쟁심의 증발 둥으로 보아， 사회·심리적으로는 업무 공동체 생활 및 여가 활 

동， 그리고 가사 활동 퉁에서 다소 否定的인 영향올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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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온 우리 나라 재택근무자들의 사정이 ‘회사 출근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재 

돼근무률 한다’고 볼 때 가정이라는 同一 空間에서의 持續的인 投劃 修行은 時·空

間 配分에서 갈퉁올 유발할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전자 주택’에서 

제시하는 ‘家底 中心’의 이상적인 사회는 지금과 같은 與件에서는 限界가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둘째， 경제적 효과에 있어서는 출퇴근의 감소에 따라 직접적으로는 유류비， 

주차비， 보험료의 축소와 외식비， 의복비， 탁아비 퉁이 절약된다. 한편， 간접적으로 

는 업무 활동이 효울적으로 이루어져 생산성이 중가된다는 주장에 대해， 교통비와 

의복비에서 절약 효과가 있으나 가족의 tJj害와 超過動務 둥으로 생산성과 소득의 

安定性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올 받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은 재택근무자들에게 

일과 家事의 站行이라는 관점에서 再照、明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째， 교통 효과에 있어서 출퇴근 통행의 감소와 시간의 자윷성에 따른 기타 

통행의 시간대와 非業務 통행량의 변화에 대한 논쟁에 대해， 러시아워의 외출올 

피하고， 외출올 規模있게 計劃하며， 여행 동 여가 활동을 平日에 하는 동으로 미 

루어 효과가 가장 可視的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이 점은 곧바로 재 

택근무자의 시·공간 행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재택근무자의 活動時間의 分

散 또는 새로운 活動時間의 類型이 동장활 수 있는 데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 

요함올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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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5 장 채택근무자의 시-공간 행태 

이 장에서는 재택근무자들이 존재기본기능에서 발생하는 활동들올 시·공간상 

에 배분하는 행태를 분석한다. 재택근무자들에게 주어지는 장소와 시간의 개인화 

를 제 4장에서 고찰된 재택근무 특성과 결합하여 재택근무자의 시·공간 행태에 

대한 보다 나은 해석올 시도한다. 먼저 재택근무자와 비재택근무자를 비교하고， 

다음으로 재택근무 유형별 집단올 비교 분석한다. 

1. 재 택근무자와 벼 재 택 근무자1) 

이 절에서는 재택근무자의 시·공간 행태 특성을 일반 취업자 및 30대 여성과 

비교하여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재택근무자들의 통근 통행， 재택 활동， 屋外活動

둥에 관하여 평일 출근일 ·그리고 주말에 있어서 일반 취업자 및 30대 여성의 활 

동과 비교 분석한다. 

1) 통근 통행 

재택근무자 시·공간 행태 연구의 핵심은 通動通行 행태 분석이다. 텔레커뮤팅 

에 관한 선행 연구 중 政府 또는 公共 部門에서 통행 행태(특히 통근 통행)에 초 

점올 두는 것은 제 2 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텔레커뮤팅이 통근(커뮤팅)올 원 

격통신으로 대체시킴으로써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이라는 점과 통근 

통행이 없어짐으로 事務室올 中心으로 행해졌던 활동의 空間的 連驚性이 변화될 

1) 비재택근무자에 관하여: 재택근무에 따르는 시·공간 행태의 특성을 파악하려면 동 

일한 집단의 두 시기(회사 근무 및 재택근무) 동안의 행태를 비교하는 것이 이상 

적 이겠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의 준거 집단으로 일반 취업자를 

선정하였다. 또한 생활일지를 기록한 45명 모두 30대 전후의 여성 재택근무자인 

점을 감안하여 30대 여성 집단과의 비교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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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φ 통근 頻

度，@ 통근 時間帶，(3) 교통 이용 手段 및 @ 흥행 連緊 패턴의 변화 퉁이다. 

(1) 빈도 

재택근무자들의 통근 빈도는 출퇴근 시간의 통행량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는 전체 재택근무차의 회사 근무일 중의 통근 통행 빈도 

와 일반 취업자의 통근 통행 빈도를 비교하고 유형별로 검토하고자 한다. 

外動社負이 회사의 업무로 출근을 하지 않고 거래처를 찾는 것올 통근의 범 

주에 넣는다면， 평일의 경우 직장인의 대부분은 매일같이 통근 통행을 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또한， 自營業의 경우에도 업소와 거주지가 분리되어 있다면， 대부 

분이 매일 통근 행위률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국민생활시간조사(1990， 

630-665)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명일의 경우 직장인의 93.5%, 자영업자의 69.6%, 

전체 취 업자의 대부분인 84.4%가 출근 통행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태근무자의 회사 근무일 출근 통행에 대해서는 활동 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전체 45명의 57.8%인 26 명만이 출근 통행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전체 취업자와 

는 무려 26.6%의 차이를 보이고 었다.2) 이는 개념 정의에서 언급하였던 재택근무 

의 定惠에 부합하는 사항으로， 재택근무일온 물론， 여러 가지의 이유(위촉받은 작 

업량이 15 일 또는 한달 분량일 때)로 회사 조직과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날에서 조차 필요에 따라 출근 통행 행위가 생략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외국의 

실험 연구(Kitamura， et a1., 1990; Hamer, et al., 1991)와 사례 연구(Olson & 

Primps, 1984)에서는 정부나 기업이 채택근무자에게 주당 1-5일의 채택근무를 허 

용하나， 재택근무자틀은 실제로 평균 주 1-2일 집에서 일하는 것으로 밝혀진 것 

과는 상당한 차이률 보이는 데， 이것은 우리 나라 기업이 재택근무를 성과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재택근무자 행태 자료 

2) 재태근무자용 설문지 II는 48매가 회수되어 분석에 사용되었으나， 48매 중 3매는 

활동 일지 기록이 빠져 있어서(유형마다 각각 1명씩) 시·공간 행태 분석에는 45매 

가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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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과 면차를 및 시·공간 자율성 언급될 전체 취업자의 시·공간 행태 분석에서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에서 연유한다고 판단된다. 유형별로， 전문형은 4 명 전 

중 8명 (36.4%)이 1주일에 중 14명 (73.7%) 이， 단순행은 22명 

평균 하루를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이， 중간형은 19명 

(2) 시간대 

이후 재택근무자의 시간과 

공간 운용의 자율성 수준에 대한 해석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그림 5-1>은 재 

택근무자의 출근 통행과 귀가 통행， 그리고 일반 취업자의 통근 통행에 대한 시간 

時間分布는 여부와 함께 출·퇴근의 통근 통행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는 출·퇴근 통행 첨두 시간대 (peak time period)의 

차이가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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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통근 톰행의 시간대벌 빈도 분포 

일반 취업자의 출근 통행을 정오 이전의 통근 통행으로 볼 때，3) 일반 취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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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첨두 시칸대가 오전 8시를 전후하여 46.3% 나타나는 것과 달리， 재택근무자 

의 경우는 오전 9시를 전후한 시간대에 46.2%인 것으로 밝혀져 두 집단간에는 1 

시간의 첨두 시간대 차이가 존재함올 알 수 있다. 이는 재택근무자가 ‘러시아워의 

외출올 피한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4장 2절 참조). 즉 재택근 

무자의 출근 시간 결정에 대한 자율성， 그리고 여성인 재택근무자의 경우 여타 가 

족 구성원올 위한 가사 활동올 종료한 이후에 출근할 필요성을 나타내는 결과라 

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점심 시간 무렵인 오후 1시경의 출근 통행 행위가 15% 

나 있어， 재택근무자의 출근 시간 결정에 대한 높은 자옳성은 물론， 일반 취업자 

와는 달리 출근 통행이 다른 목적의 통행과 連緊될 가능성이 있음올 예상케 한다. 

해가 통행의 경우는 일반 취업자가 오후 6시 이후에서 자정까지 완만하게 변 

화하면서 넓은 시간대를 갖는 것과는 달리 재택근무자의 경우 1차로 오후 5시 반 

전후에서 일찍 첨두 시간대가 나타나， 역시 귀가 통행 시간 결정에 대한 담律性이 

相對的으로 높다는 것올 알 수 있다. 

(3) 이용 교통 수단 

통근 통행시의 이용 교통 수단이 재택근무의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는가의 여 

부를 알아보았다. 먼저 회사근무일에 전체 屋外活動올 위해 이용하였던 교통 수 

단올 재택근무자 집단으로 알아본 결과는 <표 5-1>과 같다. 표에서， 단순형 재택 

3 

근무자가 승용차와 택시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 이외에는 재택근무자별 교 

3) 국민생활시간조사(1990)의 경우 출근 통행과 퇴근 통행을 구분하지 않고 통근 통 

행으로 처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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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수단 이용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음으로， 통근 통행 활동시의 이용 교통 수단올 재택근무자 집단별로 알아보 

았다(표 5-2). 통근 통행 활동시의 이용 교통 수단 역시 채택근무의 유형별로 뚜 

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1 

(4) 연계되는 통행 목적 

<그림 5-2, 3>은 통근 통행과 연계되는 활통의 내용올 나타낸 것으로， 재택 

근무자가 갖는 통근 통행의 개념과 재택근무자의 통행 연계 상황을 파악할 수 있 

게 한다. 

먼저， 재택근무자의 출근 전 활동 연계를 나타낸 <그림 5-2>에 따르면， 기타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들이 출근 전에 가사 노동(26.8%)과 업무04.6%) 활동을 가 

장 많이 하고 있음올 알 수 있다. 이는 일반 취업자의 경우 기상→식사→출근의 

일반적 활동 연계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 중 가사 노동은 재택근무자의 

性的 特性과 이와 연관된 재택근무자의 가정내 投劃에서 유래되는 것이고， 업무는 

재택근무 자체의 성격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옥외 가사(4.9%)와 

점심 (7.3%)은 재택근무자의 출근 시간대 배분이 일반 취업자와는 破格的으로 다 

름을 나타낸다. 

귀가 전의 활동 연계를 나타낸 <그림 5-3>에 따르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업무， 쇼핑， 교육， 운동 퉁의 활동 이외에도 출근(12.5%)과 옥외 가사(7.5%) 

활동이 포함되어 있어 특이하다. 이 중 출근 활동이 귀가 활동과 바로 연계되고 

있는 것은 일반 취업자에 있어 회사는 일하는 장소라는 개념이 재택근무자에게는 

아닐 수도 있음올 뜻한다. 즉 재택근무자에게 있어 회사란，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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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재랙근무자의 훌근 전 활동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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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재택근무자의 귀가 전 활동 연계 

를 수행하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공간적으로 하루 종일 얽매여 있는 곳이 아니라， 

단순히 완성된 업무의 결과 물올 제출하고 차후의 일감을 받아 오기만 하면 되는 

그런 곳에 불과활 수 었다는 것이다. 또한 옥외 가사 활동의 존재는， 일반 취업자 

와는 달리 재택근무자는 자신이 수행해야 할 일이 회사 일 하나만이 아닌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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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는 것올 뜻한다. 

出動前 활동 연계와 歸家前 활동 연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재택근무자 

에게 있어서 통근 통행이란 일반 취업자와는 달리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해야 하 

는 것도， 자신이 속한 회사의 업무와 관련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택근무자가 회사와 맺고 있는 사회적인 관계는 일반 취업자에 비해 훨씬 더 顧

通性이 있으며， 이는 채택근무라는 제도 자체가 갖는 성격에서 유래하는 것임올 

알 수 있다. 만일 재택근무 제도가 미래의 취업자가 갖는 일반적인 근무 유형이 

된다면， 노동의 사회적인 성격은 물론， 첨두 시간대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것과 관 

련해 도시내 교통의 양상 역시 획기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위 

의 분석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2) 재택 활동 

(1) 업무 

재택근무에서는 통근 통행 감소와 사무실에서의 비업무적인 시간 소모가 줄 

어들고， 원하는 시간에 집중하여 일하므로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 시간올 활용한다 

는 주장과는 달리， 우리 나라 재택근무자가 인식하는 재택근무는 다소 차이가 있 

다. 우리 나라 재택근무자의 대부분은 ‘일하는 도중 가족의 방해’를 받고， ‘가사와 

관계되는 심부름’이 늘었￡며， 그러므로 ‘초과 근무’를 자주 한다고 반응하였다(4 

장 2절 참조) . 이러한 인식이 업무 활동의 時間配分과 持續時間에 어떻게 반영되 

는지 <그림 5-4, 5>에 표시하였다.<그림 5-4>는 평일의 재택근무자와 일반 취 

업자 및 30대 여성간의 일일 업무상의 시간대별 분포도이다. 평일 업무의 시간 분 

포에서는 일반 취업자 및 30대 여성은 전체적으로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까지를 

업무 시간으로 활당하며， 오전과 오후 하루 두 차례 최고의 참여율올 보이는 데 

반해， 재택근무자의 경우는 조금 더 이른 시간에 업무를 시작하여， 오전， 오후， 그 

리고 저녁 하루 세 차례의 높은 참여율올 나타내며， 특히 저녁 9시 이후의 늦은 

시간대를 하루 중의 가장 集中的인 업무 시간대로 활당하고 있음올 분명하게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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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주말 업무 활동 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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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는 재택근무자가 업무 시간올 결정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자율 

성올 가지는 것올 반영함과 동시에， 재택근무에서 수행되는 일의 성격이 보다 독 

립적이며， 사회성올 필요로 하지 않고， 오히려 집중올 요하는 특성 때문에， 가족의 

방해를 피해서 그들에게 적합한 작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야간의 시간대가 업 

무 활동의 시간으로 집중적으로 선택되는 경향이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주말 업무 활동 상황에서는 시간 배분이 세 집단 모두 평일과 비슷하게 일반 

취업자 및 30대 여성의 경우 오전， 오후 두 차례의 업무 집중 시간이 나타나며， 

재택근무자는 오전 오후， 그리고 저녁 시간 세 차례에 업무 활동의 집중을 보이 

고 있다. 그러나 하루 전체를 통한 재택근무자와 30대 여성의 業務 參與 比重은 

일반 취업자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진다는 것올 알 수 있으며， 재택 

근무자의 오후 시간대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는 재택근무자가 30대 여성과 비 

슷한 집단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말에는 평일에 비해 여타 가족 구성원을 위 

한 가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올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6>은 1 일 평균 업무 활동 시간을 나타낸다. 업무 시간은 재택근무 

자의 회사 출근일의 경우를 제외하면 재택근무자와 일반 취업자가 비슷한 양의 

지속 시간을 보여 주고 있다. 재택근무자들은 나름대로 규칙적인 생활(각 활통의 

시간대와 시간량 배분)을 운영한다고 보이며， 그렇기 때문에 출근일에는 출·퇴근 

통행에 소요된 만큼의 시간을 업무 시간에 적게 배분한다고 생각된다. 업무 시간 

이 일반 취업자의 경우 회사에 출근해서 퇴근 시간까지 회사에 머무는 시간을 의 

미하는 것과는 달리， 재택근무자에게는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되므로， 평일과 주 

말의 업무 배분 시간이 두 집단에서 비슷하게 보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 

올 재택근무자가 업무에 배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수면 

재택근무자와 일반 취업자 및 30대 여성의 일일 수면 활동 시간대별 분포를 

평일과 주말의 경우로 나누어 본 결과를 <그림 5-7, 8>에 표시하였다. 평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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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평균 업무 활동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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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평일 수면 활동 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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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주말 수면 활동 시간대 

우 수면 ’활동에 대한 시간 활당에 있어서 세 집단간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분포 

패턴에서는 별다른 차이점올 발견할 수 없다. 이는 H허gerstrand가 말한 바， 인간 

의 기본 활동 중 생리적 욕구에 필요한 수면 활동은 해당 시간에 누구도 거역활 

수 없는 필수적 활동임올 알 수 있다. 다만， 각 시간대별 수변 비율에 있어서는 

일반 취업자 및 30대 여성이 거의 통일한 패턴을 보이는데 비해， 재택근무자의 경 

우는 특히 子正 以前의 시간대에서 수면올 취하는 사람의 비율이 매우 적어 앞의 

집단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야간에 이들의 업무 활동 참여 

비율이 일반 취업자 및 30대 여성의 그컷에 비해 월둥히 높았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전반적으로 재택근무자가 늦게 취침하나 비슷한 시간에 기상하는 것은 

재택근무자가 여성이라는 사실로 가족들과의 생활 리듬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그림 5-9). 

주말에도 재택근무자의 수면 시간이 다소 짧으며， 특히 일반 취업자의 집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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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평균 수면 시간 

인 수면 시간대가 저녁 11시에서 다음날 아침 6시 사이인데 반해 재택근무자의 

그것은 새벽 0시 30분에서 아침 7-8시 사이인 것으로 밝혀져， 재태근무자가 보다 

늦게 수면에 들어가고 늦게 기상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재태근무자가 

주말에는 수면 활동에 있어서 가족의 생활 리듬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 

실올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3) 가사 

재택근무자와 일반 취업자 및 30대 여성간 일일 가사 활동상 시간대별 분포 

를 평일과 주말의 경우로 나누어 본 결과를 <그림 5-10, 11>에 표시하였다. 분석 

결과， 평일과 주말에 관계없이 재택근무자의 각 시간대별 가사 활동 종사 비율은 

일반 취업자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매우 높으며 30대 여성과 비교해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의 경우 일반 취업자의 출근 시간대인 오전 8시 및 그 직 

후， 그리고 일반 취업자의 퇴근 시간대인 저녁 7시 및 그 직전에 특히 높은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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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수행 비율올 보이고 있는 점은 30대 여성과 비슷하나 재택근무자의 참여 비 

율이 높다.30대 여성의 가사 참여 집중이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뚜렷하게 분포하 

는 것에 비해 재택근무자는 주말과 평일 모두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사이의 시 

간대에 걸쳐 매우 높은 家事活動 從事 比率올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온 대부 

분이 여성인 재택근무자의 가정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올 짐작할 수 있게 하며， 재 

태근무가 가정 생활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근로자들에게 하나의 代案일 수 있음올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재택근무에 종사하며 소득을 올리는 것이 이들에게 가사 

활동 불참에 대한 免罪符가 될 수 없음올 말해 주고 있어서， 재택근무에서 얻어지 

는 시간의 유연성이 재택근무자로 하여금 빈틈없는 시간 계획을 갖도록 작용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장차 재택근무의 전반적 확산으로 남성 참여의 비율이 증대된다 

면， 재택근무라는 일이 가지는 장소상의 특성상， 현재까지는 일방적으로 여성에게 

만 부과되는 가사 활동이 性 區分 없이 상호 分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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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평일 가사 활동 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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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주말 가사 활동 시간대 

올 것이다. 

재택근무자의 가사에 대한 부담은 지속 시간을 검토해 봄으로 더욱 분명해 진 

다.<그림 5-12>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 취업자가 평일의 경우 1일 평균 0.6시 

간을 가사에 사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재태근무자는 1일 평균 6시간 이상을 

가사 활동에 할당하고 있어 30대 여성의 평균 4시간 이상에 비해서도 많은 편이 

다. 결국 똑 같은 시간 량의 일올 하면서 가사까지 책임지고 있는 실정이다. 

(4) 휴식 및 여가 

재택근무자와 일반 취업자 및 30대 여성간의 일일 휴식 및 여가 활동의 시칸 

대별 분포를 평일과 주말의 경우로 나누어 본 결과를 <그렴 5-13, 14>에 표시하 

였다. 우선， 평일 휴식 및 여가 활동의 전반적인 시간대 분포에서는 재택근무자와 

30대 여성이 일반 취업자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나， 재택근 

무자가 평일에는 오후 1시와 2시를 전후해서 집중을 보이는 데 비해， 30대 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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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평균 가사 활동 시간 

오전(10-11시)과 오후(2-3시)에 자유 시간올 가지는 점이 큰 차이이다. 이 시간대 

는 일반 취업자가 의무적으로 업무에 복귀하여 일과를 수행해야 하는 시간이라논 

점올 생각한다면， 재택근무자의 여가 시간 운용의 상대적 자율성이 높음올 나타내 

고 있다. 일반 취업자와 30대 여성의 휴식 및 여가 활동의 시간대가 저녁 8시를 

전후한 시간대 이후로 퇴근 후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재택근무자가 그렇지 않은 

것은 앞의 2), 3)에서 보여진 업무 및 가사 활동과 관계가 깊음올 알 수 있다. 

주말의 경우에는， 일반 취업자와 30대 여성의 시간 배분 패턴이 평일과 차이 

가 없음올 볼 수 있다. 재택근무자는 오후와 저녁시간 내내 상당 비율이 여가 활 

동에 참여하고 있어서 평일과 달리 주말에는 재택근무자의 여가 활동 참여 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일반 취업자의 주말 오후가 오전의 업무 활동과 어느 정 

도 연계되는데 반해 재택근무자는 그러한 부담이 없음올 나타내는 결과라고 판단 

된다. 

여가 활동에 배분하는 시간 량에서는 재택근무자와 일반 취업자 사이에 큰 

- 143 -



0/0 70 

-→룰- 자뻐곤무자 

60~ ... 뿔 - 밟휘얼J\t 
-a- 30대 며성 

50 

번 

도 30 

20 

10 

o 
o 1 2 3 4 5 6 7 8 9 1 C 111 ~ 1 31 41 .E 1 61 ï 1 81 92021 2223 

시 각 λ| 

〈그림 5-13> 평일 휴식 및 여가 활동 시간대 

차이가 없으나 30대 여성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15). 전체적으 

로 재택근무자의 여가 활동 시간이 일반 취업자보다 조금 길며 (30분 정도)， 30대 

여성보다는 비교적 짧다. 재태근무자와 일반 취업자간의 차이는 평일에 비교적 많 

고(30분 정도)， 출근일에는 거의 없으며， 주말에는 조금(30분 미만) 있는 편이다. 

재택근무자와 30대 여성간의 차이는 평일에는 30대 여성의 여가 활동 시간이 비 

교적 긴 편이며 주말에는 재택근무자의 여가 활동 시간이 오히려 길다. 채택근무 

자들이 일과 가사를 병행하고 있음에도 절대적인 여가 시간이 보장되는 것은 통 

근 통행에서 절약되는 시간이 이를 확보해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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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주말 휴식 및 여가 활동 시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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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평균 여가 활동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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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옥외 활동 

일반적으로 재택근무에서 결핍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는 재택근무자들올 지역 

공동체의 삶과 여가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통근 통행에서 절약된 시간은 

새로운 통행을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우리 나라 재택근무자들의 반옹은 

‘집에서 일하면서 이웃과의 만남’이 늘지 않고， ‘여가 활동의 참여 빈도’도 높아지 

지 않은 것￡로 나타났다(4장 2절 참조). 업무 활동올 수행하는 데 있어 시·공간 

상의 상대적 자율성이 여가 시간올 상당량 보장해 놓긴 하였으나， 가사 활동 퉁으 

로 빈틈이 없는 일정 때문에 재택근무자의 여가 시간은 외출 및 옥외 활동으로 

사용되지 못했다. 오히려 재택근무자들의 옥외 활동의 빈도와 공간 범위가 축소되 

어 일반 취업자의 그것과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1) 통행 빈도와 이용 교통 수단 

<표 5-3>은 45명의 생활일지 중 평일에 행한 외출 활동올 따로 청리한 것이 

다.45명의 재택근무자가 하루 동안 행한 속외 활동은 총 32회가 기록되어 1인 1 

일 평균 통행 회수는 0.7회에 불과하다. 평일 옥외 활동의 상당 부분은 쇼핑 (32회 

통행중 10회)과 옥외 가사(5회)이며， 이들 중 대부분이 도보(32회 통행 중 22회)를 

이용한 이동올 하고 있어 재택근무자는 평일 중에 거주지 근처를 그리 크게 벗어 

나지 않는 생활올 하고 있음올 알 수 있다(표 5-3). 이는 재택근무의 작업 성격과 

채택근무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앞으로 재택근무자의 據散올 예 

상할 때， 近憐 주거 지역의 快適한 環境 造成이 요망된다. 일반 취업자의 경우 활 

동 범위가 거주지 근처와 일터 주변에 국한되어 형성되는 것(조성혜， 1987, 

45-47)에 미루어， 일터와 거주지가 일치된 재택근무자의 활동 범위는 거주지 주변 

이 하루의 생활을 강력하게 규정 제약하고 있는 것올 알 수 있다. 교통 수단 상 

으로는 이통 목적과 이동 범위와 관련하여 도보와 버스， 지하철이 구분된다는 것 

이외에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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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평일 옥외 활동을 위한 이용 교통 수단 

구분 도보 버스， 지하철 승용차 겨l 
자녀관리 2 1 3 
쇼핑 9 10 

옥외가사 3 2 5 
운동 2 3 
교육 2 1 3 

종교활동 l 
닙〔「L].E 14L- 2 2 4 
취미 1 2 
여행 
계 22 7 3 32 

〈표 5-4> 주말 옥외 활동을 위한 이용 교통 수단 

구분 도보 버스， 지하철 승용차 계 
자녀관리 2 2 
쇼핑 2 5 7 

옥외가사 2 
출근 1 1 
퇴근 1 
운동 1 2 

종교활동 3 4 
l:JJ-~ 2 3 5 

취미활동 1 
여행 1 
계 9 10 7 26 

주말의 옥외 활동은 평일에 비해 어느 정도 多樣化되어 나타나지만， 쇼핑이 

여전히 가장 많고(26회 중 7회)， 그 다음은 방문(5회)으로 주말의 특정올 보인다. 

빈도상으로는 평일보다 통행 회수가 오히려 줄어들었으나 이용 교통 수단에서는 

평일과 많은 차이를 보이는 데 특히 쇼핑의 경우 버스나 지하철의 이용이 많아지 

는 것으로 보아 평일과 주말의 구매 상품이 분화되어 이동의 범위 역시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표 5-4) .. 또한 승용차 이용(26회 중 7회)이 크게 늘어나 쇼핑에 

서의 구매 상품의 분화와 함께 옥외 활동의 목적과 지리적 이동 범위 역시 차별 

화되는 것올 분명하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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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대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여 살펴본 屋外活動의 시간대 벌 분포를 재택근무자의 

것이 아래의 <그림 5-16>이다. 먼저， 분포 양상에서 주중의 옥외 활동은 오후 2 

오후 5시 사이에 비교적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반면， 주말의 경우는 시에서 

비교 오후 8시 사이의 (오후 2시 전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지만) 오전 10시에서 

적 넓은 구간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말의 외출은 가족 통반의 

경우가 보편적일 것으로 예상하나， 평일의 옥외 활동은 재택근무자 단독의 외출이 

보통이어서 오후 2 시에서 5시 사이가 재태근무자에게는 하루 중 옥외 활동에 가 

장 용이한 시간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3) 소요 시간 

目的地에 도착하기 위해 소요된 교통 시간은 업무 이외의 통행 옥외 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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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재택근무자의 옥외 활동 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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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서 재택근무자가 행하는 공간 선택의 양상을 파악하는 자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에 대하여 평일과 주말의 경우를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 아래의 <표 

5-5>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옥외 활동의 목적지 도달에 걸린 시간은 쇼핑， 옥 

외 가사， 운동， 교육， 종교， 방문， 취미， 여행 동에서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평일과 주말 모두 거주지 근처 4)가 이동의 목적지이고 10분 이내로 지리적 범위가 

制限되어 있다. 이는 앞서의 통행 빈도 및 이용 교통 수단에 관한 결과와 일치하 

는 것이다. 즉 전체적으로 재택근무자의 옥외 활동의 빈도와 이동의 지리적 범위 

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택근무의 대부분이 갖는 성격이 

재택근무자의 활동의/공간을 극히 제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표 5-5> 평일과 주말의 옥외 활동의 통행 시간 단위: 회， ( )안은 주말 

구분 자녀 쇼핑 옥외 출근 귀가 운동 교육 종교 바U 무 l.!- 취미 여행 계 

10분미만 3(2) 10(2) 3 2(2) 2 1(3) 4(1) 1(1) 26(11) 
10-19 (1) l 1(1) 
20-29 (3) (3) 
30-39 1 2 
40-49 (1) (1) (1) (3) (6) 
50-59 
60분이상 1(1) (1) (1) (1) 1(1) 3(5) 
계 3(2) 10(7) 5(2) (1) (1) 3(2) 3 1(4) 4(5) 2(1) 1(1) 32(26) 

4) 10분 미만이 소요된 활동의 목적지는 모두 거주지 근처로 기록되어 있었음. 평일 

에는 32회 통행 중 26(81.3%)회， 주말에는 26회 통행 중 13(50.0%)회가 거주지 근 

처에서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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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별 재택근무자의 시·공간 행태 

이 절에서는 유형별 재택근무자의 활동상 차이점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재택 

근무의 유형에 따라 재택근무자의 활동에 어떤 특정이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려 한 

다. 분석은 재택근무자 활동의 시간 특성올 먼저 알아본 후， 공간 특성까지 파악 

하기로 한다. 

1) 유형별 시간 특성 

(1) 업무 

먼저， 類型別로 재택근무자의 일일 業務上 시간대별 분포를 <그림 5-17>에 

표시하였다. 그림에 의하면， 재택근무일의 전반적인 업무 활동 시간대별 분포는 

오전， 오후， 그리고 저녁에 한번씩 集中 양상을 보이며，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으나， 전문형 재택근무자와 나머지 유형의 재택근무자간에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하나는， 시간대별 분포상 아침 출근 시간대에 해당하는 8시 전 

후에 전문형은 단순형에 비해 업무 활동올 하는 비율이 월동히 높으며， 중간형은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문형의 채택근무자가 중간형과 단순형의 

채택근무자에 비해 家事 活動의 의무에서 相對的으로 解放되어 있다는 것올 나타 

내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는 점심 시간 직후의 1시에서 2시 사이의 상대적으로 

높은 업무 참여 비율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다른 하나는， 魔日別 활동 시간에서의 차이이다(그림 5-18). 전반적으로 전문 

형은 재택근무일과 출근일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일하고((재택근무일， 출근일， 

주말 각각 7시간， 7.9시간， 1.9시간) 주말에는 일반 취업자와 비슷하게 일을 하지 

않고 여가 시간을 가지는 데 비해， 중간형(재택근무일， 출근일， 주말 각각 6.8시간， 

5.2시간， 3.8시간)과 단순형(재택근무일， 출근일， 주말 각각 7.7시간， 6.2시간， 3.6시 

간)은 주말에도 相當 시간을 업무 활동에 배분한다는 점이다. 단순형은 평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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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유형벌 업무 활동 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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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유형벌 1일 평균 업무 활동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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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업무 활동 參與 비율이 높고， 중간형은 전문형과 단순형의 중간 형태이나， 상 

세하게는 중간형 개인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이는 재택근무의 유행에서 기인 

하는 성질로， 定規終日制의 전문직에 근무률 하는 재택근무자 유형이 시간제 또는 

성과급의 低次的인 단순직에 근무를 하는 유형에 비해 單位 시간당 노동 생산성 

이 높아 하루 시간대 전체 중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올 업무에 할당하는 것으 

로 판단되며， 동시에 미래의 재택근무 유형별 활동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수면 

다음으로는， 재택근무자 유형별 睡眼 활동의 시간대별 분포를 <그림 5-19> 

에 표시하였다. 그림에 의하면， 재택근무일의 전반적인 수면 활동 시간대별 분포 

는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전문형 재택근무자가 중간형이나 단순형에 

비해 일찍 起皮한다는 것올 알 수 있다. 이는 전문형의 정규 종일제 근무 유형에 

기인한다고 보이며 하루 업무의 준비에 있어 일반 취업자와 유사한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면 활동의 시간을 배분한 결과라고 추정된다. 

<그림 5-20>은 재택근무자의 유형별 수면 시간올 나타낸다. 수면은 인간의 

基本 活動으로 활동시간대 상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시간량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전반적으로 전문형에서는 비교적 짧은 수면 시간(재택근무일， 출근일， 주말 각각 

6.3시간， 6.6시간， 8.0시간)이 나타나고， 중간형(재택근무일， 출근일， 주말 각각 6.7 

시간， 7.4시간， 8.2시간)과 단순형(채택근무일， 출근일， 주말 각각 6.4시간， 7.4시간， 

8.1시간)은 비슷하다. 재택근무일과 주말에 모든 유형이 비슷한 양의 수면 시간을 

갖는 반면， 출근일에는 전문형은 중간형과 단순형에 비해 수면 시간이 1시간 정도 

짧다(각각 6.3시간， 7.4시간 7.4시간) . 이 점은 전문형에게 출근일은 적어도 일반 

취업자와 같은 正常的인 근무를 해야 하며 재택근무 동안의 과업을 제출 또는 점 

검해야 함으로 다른 날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의미이다. 

(3)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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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근무자 유형별 家事活動의 시간대별 분포를 <그림 5-21>에 나타냈다. 

그림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가사 활동 참여는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집중되 

어 있다. 전문형의 재택근무자는 중간형과 단순형의 재택근무자에 비해 가사 활동 

에의 참여 빈도 자체가 낮다. 중간형과 단순형은 오전 8시 전후에서 높은 수준 

(70%정도)의 참여를 보이는 데 비해 전문형은 오전 9시 전후에서 낮은 수준(50% 

정도)의 참여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의 업무 활동 분석 결과와 종합해 보면 전 

분형올 제외하고는 중간형과 단순형은 업무 시간량과 가사 노동량이 모두 많아 

過重한 일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사 활동에 대한 부담은 가사 활동 참여 시간올 보면 더욱 분명해 진다(그 

림 5-22). 전체적으로 전문형에서는 비교적 짧은 가사 활동 시간(채택근무일， 출 

근일， 주말 각각 4.0시간， 2.6시간， 4.6시간)이 나타나고， 중간형(재택근무일， 출근 

일， 주말 각각 6.4시간， 5.5시간， 6.7시간)과 단순형(채택근무일， 출근일， 주말 각각 

6.2시간， 5.6시간， 4.7시간)은 비슷하다. 특히 전문형은 재택근무일과 출근일 각각 

4시간， 2.6시간 가사 활동올 한 것에 비해 중간형은 재택근무일과 출근일에 각각 

6.4시간， 5.5시간， 그리고 단순형은 재택근무일과 출근일에 각각 6.2시간， 5.6시간 

참여함으로 전문형과 나머지 두 유형과는 상당한 차이가 보인다. 

(4) 휴식 및 여가 

마지막으로， 재택근무일의 재택근무자 유형별 休息 및 餘隔活動의 시간대별 

분포를 <그림 5-23>에 표시하였다. 그림에 의하면 전반적인 휴식 및 여가 활동 

의 시간대별 분포는 유형별로 비교적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문형 재택근 

무자의 경우， 아침 6시에서 저녁 7시 사이의 日課 시간 전체에 걸쳐 다른 두 유형 

에 비해 월동히 높은 휴식 및 여가 활동 비율올 보이는 반면 저녁 7시 이후에는 

휴식올 않고 업무 활동에 종사하는 경향올 보이고 있다. 중간형 재택근무자는 오 

후 5시 이후부터 저녁 10시 사이의 시간대에 나머지 유형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 

율의 휴식 및 여가 활통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단순형의 재택근무자는 

오후 1시 이후에는 이렇다 할 휴식 및 여가 활동올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이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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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유형벌 가사 활동 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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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유형벌 1일 평균 가사 활동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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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업무 활동의 단위당 노동 생산성 수준에 관한 논의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특히 

중간형온 휴식 및 여가 활통의 경우 세 유형 중 일반적인 취업자의 그것과 가장 

유사한 시간대 할당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24>은 재택근무자 유형별 여가 시간올 나타낸다. 전체적으로는 전 

문형 재택근무자가 많은 양의 여가 시칸을 가지며(재택근무일， 출근일， 주말 각각 

6.4시간， 3.0시간， 8.3시간)， 중간형(재택근무일， 출근일， 주말 각각 4.1시간， 3.4시간， 

5.1시간)과 단순형(채택근무일， 출근일， 주말 각각 3.1시간， 3.2시간， 7.0시간)이 비 

슷하다. 재택근무일의 여가 시간은 전문형 -> 중칸형 -> 단순형으로 줄어드는 

데， 재택근무일의 시간 배분은 재택근무자들의 日常生活올 말해주는 것으로， 전문 

형의 재택근무자들은 중간형과 단순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여가 시간(재택근 

무일 2시간 이상 더 많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말에는 전문형과 

단순형의 여가 시간이 많은데 주말의 경우 전문형과 단순형의 재택근무자는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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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유형벌 휴식 및 여가 활동 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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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 유형별 1 일 평균 여가 시간 

재택근무일 

든 업무 활동 시간을 여가 시간으로 사용하는데 비해 중간형의 재택근무자는 주 

말에 줄어든 업무 시간을 가사와 여가 시간에 배분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유형별 공간 특성 

난3有하는가를 어떤 空間올 각 유형의 재택근무자가 하루 중 어떤 시간대에 

재택근무일과 회사 출근일， 그리고 주말로 나누어 알아 보았다. 공간은 가정과 회 

사， 옥외， 그리고 통근 중 퉁의 네개로 구분하였다. 그림은 각 시간대마다， 재택근 

무자가 위치하고 있는 공간의 빈도(%)이다. 각 범례가 차지하는 크기를 통해 시 

간대별 공간 점유율을 파악할 수 있다. 

(1) 재택근무일 

먼저，<그림 5-25>는 재택근무일의 재택근무자 유형벌 공간 점유 상황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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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재택근무일에는 세 유형의 재택근무자 모두가 가정에 있 

는 시간이 壓倒的이며， 아무도 출근 통행올 하지 않음올 알 수 있다. 세 유형 중 

전문형 재택근무자의 옥외 공간 점유 비율이 가장 높은 편이며， 중간형은 단순형 

보다 오히려 옥외 점유 비율이 낮음올 나타내고 있다.5) 

(2) 출근일 

다음으로는，<그림 5-26>에 회사 出動日의 재택근무자 유형별 공간 점유 상 

황올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세 유형 모두가 재택근무일에 비해 가정 공간 점유의 

비율이 크게 낮아져 “ 있음올 알 수 있다. 회사 공간 접유 비율은 전문형 재택근무 

자가 가장 높으며 점유 시간대 역시 常動 근로자와 가장 비슷하게 비교적 넓은 

시간대를 차지하고 있다. 중간형은 오전 보다는 오후(1:30-3:00시 사이) 시간대에 

회사 공간 점유가 집중되어 있다. 이 시간대는 러시아워를 피하기 위한 것과 여성 

들의 점심 시간 이후의 비교적 자유로운 시간이라는 점에서 중간형 재택근무자들 

의 회사 방문 시간의 選好度를 알 수 있다. 단순형은 매우 낮은 회사 공간 점유 

비율을 나타내， 상당히 특정적이다. 이는 이 유형의 근무 형태가 정규 종일제의 

일반 취업자와는 가장 다르다는 것임올 나타내는 것이며， 출근의 목적지인 회사는 

일하는 장소라기 보다는 작업 수행을 검사받는 단순한 일감의 交換場所(보.통 30 

분 정도 소요)라는 의미를 갖는 것을 뜻한다. 

통근 중의 공간 점유는 전문형의 경우， 정규 종일제의 일반 취업자와 유사하게 

오전과 오후가 뚜렷이 구분되고 특정 시간대에의 집중이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나머지 중간형은 통근 시간대가 가장 넓게 퍼져 있으며， 단순형과 중간형 모두 통 

근 중 시간대별 공간의 점유 비중은 10-20% 내외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옥외 공 

간 점유는 단순형의 경우가 그 비율이 가장 낮아서 단순형 재택근무자는 출근일 

5) 중간형은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단순형과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 
한 차이 점들이 복합되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생활일지에 기록된 중간형의 활 

동에 있어서 공통점은 극히 옥내 지향적인 활동(주로 독서， TV 시청 등)들로 구성 

되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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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회사를 다녀오는 일 외에는 옥외 활동이 거의 없다는 사실올 알 수 있다. 전문 

형과 중간형 간에는 옥외 공간 점유에서 비율상의 차이는 거의 보이지 않으나， 점 

유 시간대에 있어 전문형이 오후 6시에서 8시 이전의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는 반 

면， 중간형은 비교적 넓게 분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출근일의 공간 

접유는 전문형은 일반 취업자의 그것과 가장 유사한 반면， 단순형의 그것과는 가 

장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주말 

마지막으로，<그림 5-27>온 週末의 재택근무자 유형별 ·꽁간 점유 상황올 나 

타낸 것이다. 주말의 회사 공간 점유는 전문형의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무하며， 

세 유형 모두 주말에도 家處 공간 점유 비율이 압도적이다. 屋外 공간 점유 비율 

을 보면， 중간형과 단순형의 재택근무자가 상당히 넓은 시간대에 걸쳐 활발하게 

높은 비율을 갖는 반면， 전문형은 오히려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 유형 모두 시간대별 공간 점유에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것은 모든 

옥외 활동이 대단히 짧은 시간 지속되고 移動에도 짧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반영하며， 또한 점유 공간이 近憐을 벗어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재택끈 

무자가 행하는 주말 활동의 지리적 범위가 居住地 周邊으로 극도로 제한되어 있 

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3. 채택근무자의 시·공간 행태: 종합 

지금까지 재택근무자의 시·공간 행태 특성올 밝히기 위하여 일반 취업자 및 

30대 여성의 시·공간 행태가 통근 통행， 재택 활동， 그리고 옥외 활동 동올 통해서 

비교， 분석되었고， 유형별 재택근무자의 각 활동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 점유의 특 

성이 분석되었다. 4장 재택근무의 특성에서 밝혀졌던 기업 활동과 재택근무자들 

이 재택근무를 통해 영향을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제 특성이 채택근무자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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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7> 유형별 재택근무자의 주말 시간대벌 공간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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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활에 반영되는 과정이 추적되었다. 

먼저 재택근무자의 시·공간 행태 특성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通動 통행에 관하여 φ 통근 통행 횟수의 뚜렷한 감소가 있었고，(2) 통 

근 통행의 시간대가 러시아워를 피해서 비교적 자유롭게 배분되어 있으며，(3) 통 

행 연계에 있어서는 비록 재택근무자의 비업무적 통행 회수가 매우 적고， 대부분 

이 단일 통행으로 목적지 또한 거주지 근처에 제한되나 귀가 전 활동 연계에서 

교육， 운동 및 옥외 가사 활동과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業務 활동에 관하여 @ 시간대에서 재택근무자는 저녁 9시 이후를 하루 

중 가장 집중적인 업무 시간대로 사용하였고，(2) 활동 시간량에 있어서는 일반 취 

업자와 비슷한 양의 시간을 업무에 할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째， 睡眼에 관하여는 @ 시간대에서 수면이 인간의 생리적 욕구인 만큼 재택 

근무자와 일반 취업자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 전반적으로 재택근무 

자가 늦게 자고 비슷한 시간에 기상하므로 수면 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째， 家事 활동에 관하여 @ 시간대에서 오전 8시 전후와 저녁 7시 전후에 

가사 활동 참여가 가장 높았고，@ 활동 시간량 역시 재택근무일， 출근일， 그리고 

주말 모두에 많이 활당되 어 있었다. 

다섯째， 休息및 餘H많에 관하여 φ 시간대에서 재택근무자가 일반 취업자에 비 

해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면서 오후 1시와 2시를 전후해서 집중을 보였고， 

@ 활동 시간량에 있어서는 일반 취업자와 비슷하게 배분되어 있었다. 

여섯째， 屋外 활동에 관하여 @ 매우 적은 회수의 통행이 있었고，(2) 활동의 

목적지도 거주지 근처로 제한적이었다. 

다음으로 유형별 재택근무자의 시·공간 행태 특성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業務 활동에 관하여 @ 시간대별 분포는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으나，@ 활동 시간량에 있어서는 요일별로 유형간 차이가 있다. 전문형은 재택근 

무일과 출근일올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일하고 주말에 쉬는 데 비해， 중간형과 단 

순형은 주말에도 상당 시간 업무 활동에 배분하였다. 

둘째， 睡眼에 관하여 @ 시간대별 분포는 재택근무일에는 유형별로 큰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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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으나，CZ) 시간량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전문형 재택근무자의 

수면 시간이 비교적 짧았다. 

세째， 家事 활동에 관하여 @ 시간대별 분포는 전문형의 재택근무자는 중간형 

과 단순형의 재택근무자에 비해 참여 빈도가 낮았다.CZ) 참여시간에 있어서 전문 

형 재택근무자는 대단히 적은 시간을， 중간형과 단순형 재택근무자는 많은 시간올 

할당하였다. 

네째， 休息 및 餘顧 활동에 관하여 @ 시간대별 분포는 전문형 재택근무자는 

다른 두 유형의 재택근무자가 가사 활동을 하는 시간에 여가 활동 참여의 비율이 

높았다.CZ) 참여 시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문형 재택근무자의 여가 시간량이 

뚜렷하게 많았다. 

다섯째， 空間 난3有에 관하여 @ 재택근무일에는 세 유형 모두 가정에 있는 시 

간이 압도적이며 주말에도 가청 공간 점유 비율이 높다.CZ) 옥외 점유 공간의 범 

위는 세 유형 모두 거주지 근처를 벗어나고 있지 않았다. 

끝으로， 재택근무자 유형별 특성은 <표 5-6>와 같이 종합이 가능하였다. 

〈표 5-6> 재택근무자의 유형별 특성 

유형 사회경제특성 생산성 자율성 공간범위 가사관련 
고급 전문인력 업무 개선 효과 시간 배분에 대한 자 여가활동 참여가 활 가사와 균형을 이루 
소득보장 업무시간 감소 율성 증가 발한면임 고 있음 

저"L!. 직업 안정성보장 집중력 향상 자유시간량의 증가 외출활동이 상대적으 일하는 공간이 확보 

문 회사가 사원입장 중 일에 대한 만족감 증 로 많음 되어 있음 
허。 시(출산·육아·통근거 공간확대 가능성이 (가사와 관련된 생활 

리 배려) 있융 리듬이 자기중심적 

~) 

중 여성인력 중간 형태 중간 형태 중간 형태 중간형태 

간 경력에 손실 (개인의 차별화 증대) (자기 훈련이 필요) 
허。 성과급 

단순기술직 초과근무 상대적으로 낮읍 여가활동의 참여 등 가사와 균형을 이루 

단 직업 안정성부족(회 단위시간당 노동생산 자기발전에 시간을 외출이 거의 없으며 는 데 어려움(가족 
건/Ar‘ 사 입장에 유리하게 성이 낮은 반면 노동 할애하기 어려움 활동 범위가 근린에 생활 리듬에 지배를 

형 일방적) 량은 많다 국한 바c요 ~) 

임시시간재 일하는 도중 가족의 

방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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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밝혀진 연구 결과들은 학술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와 시사 

점올 갖는다. 

첫째， 통근 통행의 變化와 관련하여， 통근 통행의 減少와 총통행량 增減에 대 

한 논쟁에 대해서 @ 통근 통행의 절대적인 감소가 확인되었다. 외국의 실험적 또 

는 경험적 연구들이 주당 1-2일의 재택근무가 보편적이라고 밝힌데 비해， 우리 

나라는 주당 4-:-5일 이상의 재택근무가 일반적이었다.(2) 총통행량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 총통행량 증감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쟁 중에 있으 

나 우리 나라의 경우 재택근무자의 공간 이동이 거주지 근처에 제한되어 있음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므로 이 연구 결과만으로는 총통행량 역시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도시 공간구조와 관련하여， 재택근무가 확대된다면 기업의 생산 활동이 

재택근무를 통해 분산될 수 있다고 보며 집중과 분산에 대한 논의는 더 많은 경 

험적 연구가 축적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재택근무가 시간의 自律性을 보장함으로써， 이른바 근대적인 특정인 활동 

시간 표준화(통합)의 해체 가능성에 대해서 재택근무자의 활동 시간의 분산 또는 새 

로운 활동 시간 유형이 등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업무 시간에서의 변화는 시 

간 지리학에서 말하는 개인의 일상생활의 、행적 패턴을 결정지우는 근무 시간이라논 

결합 제약(coupling constraint) 이 해제됨을 의미한다고 본다. 

세째， 家處 中心으로 활동 공간이 옮겨감으로써 형성되는 새로운 형태의 결합의 

등장에 있어서， 가족간의 역할 갈등， 공간 갈등 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 

다고 생각된다. 

네째， 移動 空間이 거주지 근처로 제한됨으로 재택근무자들이 정보통신을 이용하 

여 관심사， 습관， 취미 등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이러한 

공동체의 성격이 사회 체계와 공간 체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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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요약 및 토의 

본 연구는 設問紙 調훌와 인터뷰 자료에 基鍵하여， 우리 나라 특히 서울지역 

의 全般的인 재택근무 現況올 파악하고， 企業과 個人 수준에서 재택근무에 따르는 

特性올 분석하여 재택근무자의 行態에 영향올 미치는 要因올 찾아 이를 바탕으로 

재택근무자의 時·空間 行態 특성올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 

다. 

이를 위하여 제 2장에서는 텔레커뮤팅에 관한 理論올 연구하였다. 즉， 지금까 

지 텔레커뮤팅의 개념올 둘러싼 논의， 이론적 개념， 텔레커뮤팅의 유형올 정리하 

고， 본 연구를 위한 조작적 개념올 정의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의 동향올 통해 연 

구 주제들올 살펴 보고 이 연구의 주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선행 연구들올 

검토하여 비판하므로써 본 연구의 필요성올 제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우리나라 재택근무의 현황 파악이 일차적으로 중요하고 의미있 

는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둘째 재택근무자의 시·공간 행태 특성에 영향 

을 미치는 변수들올 찾는 일로， 재택근무로 초래되는 기업 측면과 개인 측면의 특 

성올 확인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마지막으로， 기업 측면과 개인 측면의 특성에 

서 찾아진 변수들을 바탕i로 재택근무자의 시·공간 행태 특성에 대한 더 나은 

분석과 해석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제 1장에서 언급되었던 연 

구 과정， 접근 방법， 그리고 자료에 근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 3장에서 5장은 우리 나라의 事例를 연구한 것으로， 우리 나라의 재택근무 

現況， 재택근무의 特性， 재택근무자의 時·空間 行態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 나라의 채택근무 현황에서는 @ 導入에 있어서 우리 나라가 80년대 

후반에 들어서 겪었던 여러가지 변화들이 경영 환경 변화의 요인이 되어， 기업들 

이 새로운 근무 제도의 하나로 재택근무제를 도입하도록 작용하였음이 밝혀 졌다. 

@ 이 연구에서 조사된 147TI 회사의 재택근무는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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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든 사례이며 회사별 도입 배경과 展開過程에 따라 3 가지 유형 즉， 전문형， 

중간형， 단순형이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것은 외국의 유형 구분과도 유사한 것이 

었다. 각 유형간에는 일의 性格， 개인의 自律性， 塵用條件 동에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는 데， 이는 재택근무자들의 보유하고 있는 專門性의 정도와 人的資源으로 

서의 가치에 달려 있었다. 

2) 재택근무의 특성은 @ 企業活動 측면에서는 일의 성격， 고용 관계， 그리고 

관리·감독과 경영 둥이 재택근무를 통해 영향올 받올 수 있으며， 그 결과 의미있 

는 특성들이 나타났다. 즉 일의 성격 부분에서 재택근무 適用의 限界， 업무 再組

織의 문제， 일의 成果測定의 어려움 퉁이 재택근무 확대의 制約 要因임이 밝혀졌 

다. 고용 관계에 있어서는 재택근무를 통해 전문 인력의 확보， 저렴한 노동력의 

이용， 그리고 추가 인력 공급 퉁의 문제를 해결하나， 회사와 피고용자 사이의 유 

대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감독 및 경영 부분에서 재택근무의 한계 

에 대해 통신 기술과 설비외 확대보다는 對面接觸의 維持와 成果給 또는 時間制

고용을 이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 在E겉動務者 측면에서는 空間的 人口學的， 社會·心理的， 經濟的， 그리고 交

通 퉁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 역시 의미있는 특성들이 나타났다. 즉， 

공간적으로 재택근무자는 대체로 직장과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학적4 

로는 30대 전후의 여성들로 고졸 이상의 高學歷者들이다. 재택근무의 유형에 따 

라 재택근무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사회·심리적 결 

과 부분에 있어 채택근무자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보고 들을 기회， 일에 대한 동 

기와 만족감， 刺載과 鏡爭心 퉁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적 

효과 부분에서는 交通費， 衣服費 동에서 절약 효과가 있었으나， 소득의 保障， 생산 

성의 增加 둥에서는 否定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효과에 있어서는 외출의 시 

간대와 規模있는 외출올 計劃함으로써 재택근무를 통하여 그 영향이 가장 可視的

으로 드러났다. 

3) 재택근무자의 時·空間 行態는 @ 在혐動務者와 非在흰動務者(일반 취업자 

및 30대 여성)의 비교에서는 재택근무에 따르는 의미있는 특성들이 나타났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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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 통행의 시간대가 러시아워를 피해서 비교적 자유롭게 배분되어 있었으며， 통 

행의 목적지는 居住地 近處에 비교적 制限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재택근무자는 業

務 활동의 시간대로 저녁 9시 이후를 하루 중 가장 집중적인 업무 시간대로 사용 

하고 있었고， 활동 시간량에서는 일반취업자와 비슷한 양의 시간올 업무에 할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睡眼 시간대는 재택근무자와 일반 취업자 및 30대 여성과의 사 

이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재택근무자가 늦게 자고 비슷한 시간 

에 기상하므로 수면 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家事 활동은 재택근무자와 일 

반 취업자 사이에 가장 현저한 차이룰 보이는 활동이었다. 가사 활동 시간량 역시 

비교 집단보다 많이 할당되어 있었다. 休息 및 餘顧 시간대에 있어서 비교 집단과 

달리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집중의 시간대가 달랐다. 활통 시간량에 있 

어서는 일반 취업자와 비슷하게 배분되어 있었다. 屋外 활동은 빈도가 높지 않았 

으며， 활동의 목적지도 거주지 근처로 제한적이었음올 알 수 있었다. 

@ 類型別 재택근무자의 시·공간 행태에는 기업들의 재택근무제 도입 목적과 

경영 특성이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각 유형별 재택근무자의 시·공간 행태에 차이 

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업무 활동 시간대별 분포는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으나， 활동 시간량에 있어서는 羅日別로 유형간 차이가 있었다. 수면 시간대 

별 분포는 평일에는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시간량에서는 다소의 차 

이를 보였다. 가사 활동 시간대별 분포와 참여 시간량에 있어서 유형간 차이가 발 

견되었다. 휴식 및 여가 활동의 시간대별 분포와 참여 시간량에 서도 유형간 차이 

가 있었다. 공간 점유에 있어서 세 유형 모두 가정에 있는 시간이 압도적이었으 

며， 옥외 점유 공간의 범위에서도 세 유형 모두 거주지 근처에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經驗的 짧究 結果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의 재택근무와 재택근무 

자의 시·공간 행태에 대한 이해와 연구에 다음과 같은 意義와 示俊펴의 토의가 

가농하다. 

첫째， 情報技術이 재택근무를 통해 나타나는 특성의 파악은 여러 학자들의 관 

심사 였으며， 여기에는 대체로 ‘電子住럼’으로 압축되는 家族中心社會의 도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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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청적인 사고와 대면 접촉의 부족에서 오는 사회·심리적 고립의 문제를 중심으 

로 부정적이며 제한적 확대를 주장하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것처럼 재택근무는 도입하는 기업의 목적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보화에 따 

르는 재태근무의 특성올 일반화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운영되는 재택근무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했 

으며， 숫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중간형’과 ‘단순형’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동료의 

경험을 보고 들올 기회의 감소， 가족들의 방해， 자극과 경쟁심의 증발 동으로 보 

아， 사회·심리적으로는 업무， 공동체 생활 및 여가 활동， 가사 활동 둥에서 다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점은 우리 나라 재택근무자들 

의 사정이 ‘회사 출근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한다’고 볼 때 가정이 

라는 同一空間에서의 지속적인 역할 수행은 시·공간 배분에서 갈둥을 유발할 것 

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전자주택’에서 제시하는 ‘가정 중심’의 이상적 

인 사회는 지금과 같은 여건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재택근무가 시간의 담律性을 보장함으로써， 이른바 근대적인 특징인 활 

동 시간 標準化(통합: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정해진 근무 시간 준수)의 해체 

가능성이 있음에 대해서， 재택근무자의 활동 시간의 분산 또는 새로운 활동 시간 

유형이 퉁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업무 시간에서의 변화는 시간지리학에서 

말하는 개인의 일상생활의 行積 패턴올 결정지우는 근무 시간이라는 結合 制約

(coupling constraint)이 해제됨올 의미한다고 본다. 또한 가정 중심으로 활동 꽁 

간이 옮겨감으로써 형성되는 새로운 형태의 결합의 동장에 있어서 가족간의 역할 

갈둥， 공간 갈퉁 퉁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생각된다. 더우기 이동 

공간이 거주지 근처로 제한됨으로 재택근무자들이 정보통신올 이용하여 관심사， 

습관， 취미 동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이러한 공동체 

의 성격이 사회 체계와 공간 체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 

다. 

셋째， 都市 交通地理學的 관점에서 출퇴근 통행의 감소와 시간의 자율성에 따 

라 기타 통행의 시간대와 비업무 통행량 중감 동의 변화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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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롱근 통행의 절대적인 감소가 확인되었다. 외국의 실험적 또는 경 

험적 연구들이 주당 1-2일의 재택근무가 보편적이라고 밝힌 데 비해， 우리 나라 

는 주당 4-5일 이상의 재택근무가 일반적이었다. 총통행량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 총통행량 중감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쟁 중에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재택근무자의 공간 이동이 거주지 근처에 제한되어 있음이 뚜렷하게 

나타나서 이 연구 결과만으로는 총통행량 역시 감소한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都市

空間構造와 관련하여 재택근무가 확대된다면 기업의 생산 활동이 재택근무를 통 

해 분산될 수 있다고 보며 집중과 분산에 대한 논의는 더 많은 경험적 연구가 축 

적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재택근무자의 시·공간 행태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연구가 진행되었 

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택근무 전반에 대한 파악에는 달하지 못했다. 

재택근무의 연구가 교통지리학과 공공 측면에서 기대하는 교통 문제 해결의 대안 

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채태근무자들의 롱근 통행 감소와 총통행량의 변화률 분 

석할 수 있어야 한다. 재택근무 이전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재택근무자의 通行 行態 變化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이 연구의 限界이다. 교통지리학에서 요구되는 더욱 세밀한 주제에 대한 定量的인 

연구와 기업 조직 측면의 巨視的인 관점의 접목은 앞으로의 연구 과제라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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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1: 기업용 

* 기업내 재택근무자의 현황에 관한 설문 * 

재택근무 방식이 도입된 것은 최근의 일이나 이제는 우리 

에게 낯익은 낱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통신 기술 발달과 정 

보화 사회의 도래가 일으키는 변화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가 

정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단순히 일하는 장소의 변화만을 의미 

하지 않습니다. 작게는 근로자 개인에서부터 크게는 생산조직 

에 이르기까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 클것으로 생각됩 

니다. 개개인외 출퇴근이 없어지거나 줄어든다면， 하루의 시간 

이용， 활동 종류와 활동 범위에 커다란 변화가 따를 것이며， 궁 

극적으로 도시공간 구조에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재택근무는 교통혼잡을 줄일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와 

대기오염 등과 같은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재택근무에 따른 개인 통행 변화를 면밀히 분석 

함으로써 장차의 도시형태와 교통대체 효과에 대한 기초를 마 

련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무기명 처리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성실한 웅답이 연구에 꼭 필요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02) 648-4180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조성혜 

A.일반사항 

。회 사 명 -----------------
o회사의 소재지 구 동 

。응답자의 소속부서 직위 

。재택근무가 현재 실시되고 있지는 않으나， 계획중인 부서 휴은 업무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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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시혈， 감독， 관리 

。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r호스트 컴퓨터 ( 

재택근무용 시설은 어떤 뉴단말기 ( ) 

것들 입니까? 뉴모템 ( ) 
AN ( ) 
스 ( ) 

전용전화 ( ) 

카타( 

o작업지시는 「직접 만나서 ( )% 。완성된 일은 

어떻게합니까? 뉴전화 ( )% 어떻게 

컴퓨터 통신 ( )% 회수합니까? 

。 편 ( )% 

시밀리 ( )% 

기타 ( )% 

o감독과 관리는 어떻게 합나까? 

。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 편 ( )% 

시밀리 ( )% 

가타 ( )% 

。회사의 관점에서 재택근무제를 도입하게된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들 입니 

까?(다음 장에 열거된 내용 중에서 또는 그 외에 귀 회사의 경우 특별한 이유가 있 

으십니까) 

장점: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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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재택근무 현황(해당되는 곳에 0표 하십시오) 

그렇다 

( ) 
( ) 

。추가로 필요한 사무실 걱정을 안한다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쉽다 

。가정에 매어 있는 저렴한 노동력올 

이용한다 

。추가인력 공급에 유리하다 

。생산성이 증가된다 

。퇴직을 원하는 고용자를 시간제로 

전환할 수 있다 

。사무실 유지 관리비가 절약된다 

。재태근무자들을 감독·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직율이 감소된다 

。재택근무를 위한 시설비용이 많이 든다 

。장애자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방법이다 

o재택근무자의 근무시간을 기록하게 한다 

。재태근무자의 컴퓨터 연결시간이 

모니터된다 

。회사근무자보다 의도적으로 더 감독· 

감시한다 

。재택근무자를 위한 훈련프로그램이 있다 

o재택근무자들의 소속감에 대한 

프로그랩이 있다 

。가정사무실의 시컬을 회사가 지원한다 

。가정사무실 유지·관리비를 회사가 

지원한다 ( 

。재택근무에 맞도록 업무가 잘 조직되어 있다 ( 

。재택근무에 맞도록 업무를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 

。재택근무제도 확대를 위해 계획 중이다 

o첨단 장비 시설을 계속 확대 중이다 

o재택근무자와 회사근무자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재택근무에 대해 

알고 있다 

。다른 부서에서도 재태근무를 원한다 

o재택근무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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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장차 재택근무에 대한 전망이 어떠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사항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O표 해주십시오. 

* 재택근무가 확산되는 이유라고 생각되는 점들: 

。정보관련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 

。일과 삶에 대한 가치판이 변화하고 있다 

。통근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맏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 

。근무조건 등에 관한 사회 적 관심 이 

증가한다 

。근무조건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o통신 비용이 싸지고 있다 

o컴퓨터 값이 하락하고 있다 

。통신 전용 전화망이 구축되고 있다 

。통근 비용이 높아진다 

。물가의 인상 

。거주지의 교외화 

크다 그저그렇다 잘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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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그저그렇다 잘모르겠다 

。컴퓨터와 원격통신 장비 비용이 비싸다 () () () 

。반복되는 업무가 아닌 순발력을 요하는 

생산활동은 지원하지 못한다 

。업무를 재택근무에 맞도록 조직하는 

문제가있다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다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의 어려움이 

있다 

。일의 성과에 대한 측정의 어려움이 있다 

o회사 사무실의 사회적 상호기능 작용이 

감소한다 

。대면 접촉의 감소가 가져오는 소외감 

。직장에 대한 애착과 단결심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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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문지 11: 재택근무자용 

* 재택근무에 관한 싫문 * 

재택근무 방식이 도입된 것은 최근의 일이나 이제는 우리에게 
낯익은 낱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통신기술 발달과 정보화 사 
회의 도래가 일으키는 변화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근 
무한다는 것은 단순히 일하는 장소의 변화만올 의미하지 않습니 
다. 작게는 근로자 개인에서부터 크게는 생산조직에 이르기까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클것으로 생각됩니다. 

개개인의 출퇴근이 없어지거나 줄어든다면 하루의 시간 
이용， 활동 종류와 행동 범위에 커다란 변화가 따를 것이며， 궁 
극적으로 도시 공간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재택근무는 교통혼잡을 줄일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와 
대기오염 등파 같은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관심을 
끌고 있슐니다. 

이 연구는 재택근무에 따른 개인 통행 변화를 면밀히 분석 
함으로써， 장차의 도시형태와 교통대체 효과에 대한 기초를 마 
련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무기명 처리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이용되 
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성실한 응답이 연구에 꼭 필요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02) 648-4180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조성혜 

A.일반사항 

。회사명 

。소속 부서 。담당 업무 。직위 

。성별: 남 여 。연령: 만----세 

。교육수준 。본인의 월소득----만원 ’ 

。거주지: 시，도 구，군 동，면 

。통근거리 krn) 0소요시간( 시간 분) 

。결혼: 기혼 미혼 。가족수 ( )명 자녀수 ( )명 

자녀연령 ---세， ---세， ---세 
。운전면허증: 유 무 。본인 사용의 승용차: 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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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재택근무때 관하여 

회사소유 개인소유 임대 

。재택근무시 어떤 시설들을r컴퓨터 단말기 ( ) 

사용합니까 뉴개인용컴퓨터(PC) ( ) 

( ) 

스 () () 

전화 

전용전화 

·모템 

::L.프트웨어 

가타( 

。재택근무는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 년 -- 월 

。누가 제안 했숍니까? : 본인( ) 공개모집 지원( ) 회사( ) 기타( 

( ) 

( ) 

。재택근무 이전의 상태 : 회사근무( ) 실직상태( ) 퇴직자( ) 가사( ) 

。근무 조건: 상용근로자 「종일근무( ) 임시/일용근로자「종일 근무( ) 

」시간제근무( ) L，시간제근무( ) 

촉탁업무단위( ) 

。근무 형태: 회사 출근 회수 「뮤칙적인 경우 (주---회，----요일) 
L불규칙적인 경우 ( 

회사 출근 시간「동료들과 같은 시간 ---시 

」자유 시 간에 -보통---시 

。재태근무시 일하는 습관「→구칙적인 경우(오전-- --시 오후-- --시) 
」불규칙적인 경우 

o작업 지시는 어떻게 받습니까?，'회사에 연결된 컴퓨터( )% 

전자우편( )% 

)% 

회사에 출근해서( )% 

9완성된 일은 어떻게 전합니까?I컴퓨터 전용회선 통신망 사용( )% 
전자우편( )% 

。면( )% 

직접전달( )% 

스(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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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음식비 ( ) 

교통비 ( ) 

차료 ( ) 

·보험료 ( ) 

의복비 ( ) 

-자녀양육비( ) 

。재택근무 때문에 지불되는 부분 r카정용 에너지 ( ) 

‘전화 사용료 ( ) 

」장비 설치비 (. ) 

。집에서 일한 결과 생산성이 증가했다 ( ) 

。자유시 간이 많아졌다 ( ) 

。통근 거리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 ( ) 

。통근차를 이용하지 못하여 불편하다 ( ) 

o불규칙한 통근으로 승용차의 필요성이 생겼다 ( ) 

。통근 때 사용하던 승용차를 다른 가족이 이용한다 ( ) 

。러시아워의 외출올 피한다 ’ ( ) 

。외출을 규모있게 계획한다 ( ) 

。여행 등 여가활동을 평일에 한다 ( ) 

。여가활동의 참여 빈도가 높아졌다 ( . ) 

。다른 사람의 경험을 보고 들을 기회가 적다 ( ) 

。집에서 일하면서 이웃과의 만남이 늘었다 ( ) 

。업무와 가정일 모두 어려움이 줄었다 ( ) 

o가정의 역할과 균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 

。가사와 관계되는 심부름이 늘었다 ( ) 

。일하는 도중 가족의 방해가 었다 ( ) 

。집에서 일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경력에 손실이다 

。집에서 일하는 것은 회사의 배려이다 ( ) 

。재택근무 때문에 팀의 일에서 제외된 적이 있다 ( ) 

。초과 근무를 자주하게 된다 ( ) 

。회사와의 의사 소통에 한계가 있다 ( ) 

0 일에 대한 동기와 만족감이 줄어드는 것을 느낀다 ( ) 

。집에서는 자극과 경쟁심을 가지기 힘들다 ( ) 

。재택근무가 소득을 보장하지 못한다 ( ) 

。작업 지시 사항이 명료하다 ( ) 

o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된다 ( ) 

D.재택근무의 현황(해당되는 곳에 O표 하세요) 

。통근을 하지 않을 때 절약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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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 도움이 자주 필요한 편이다 

。원격통신 장비로 모든 의사 소통이 가능하다 

。교체상 필요때문에 회사에 간다 

。자기훈련의 자세가 필수적이라고 느낀다 

。일하는 공간이 따로 있다 

0일하는 공간 마련에 어려움이 었다 

o회사에 소속감올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이 있다 

。자아 실현파 성취감 때문에 일한다 

。회사출근이 사실상 어렵기때문에 재택근무를 한다 

※귀하가 생각하는 재택근무를 선택하게된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들 입니 

까?(위에 열거된 내용 중에서 또는 그 외에 귀하의 경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점: 

단점: 

E.거주지 이전에 관하여 

。지난 5년 동안 이사 경험: 있다( ) 없다( ) 

。이사 경험이 있으신 경우 파거의 거주지 주소 

(2번 이상 일때는 년도 순으로) 

l. 19_년 시 도 구，군 동 

2.19_년 시，도 구，군 동 

。이사와 관련하여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해당되는 변호에 O표 하세요) 

l. 재택근무로 인해 통근의 부담이 줄어들어 주거지 선정이 자유로왔다 
2. 이사로 인해 통근의 부담이 늘어서 재택근무를 선택했다 
3. 재택근무와는 다른 이유 때문이다 

。앞으로 1년 이내에 이사 계획 : 있다( ) 없다( ) 

。이사 계획이 있으신 경우， 어디로 가실 예정이십니까 

시，도 구，군 동 

。이사 계획과 관련하여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해당되는 변호에 O표 하세요) 

l. 재태근무로 인해 통근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2. 재택근무와는 다른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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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patio-Temporal Behavior of Telecommuters. 

Sung-Hye Cho 

This study examines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telecommuting in 

Korea, especial1y centered on the cases from the city of Seoul. It determines 

who a telecommuter is, where and how he/she works, and what kind of job 

he/she works on. For this purpose, generally based on the questionaire and 

the interview surveýs, this study identifies some factors which influence the 

behavior of telecommuters, and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elecommuting 

at the level of both corporates and individuals. 

Chapter 1 addresses the statement of the research problem related to this 

study and the methodology used. Chapter 2 reviews and surnmarizes previous 

researches on the concept and theoretical debates on the nature of 

telecommuting. Then, it identifies the typology of telecommuting and posits 

an operationalized concept of telecommùting. The firm-specific background of 

adopting telecommuting and the general features of telecommuting are 

presented in Chapter 3. Chapter 4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elecommuting at the level of corporates and individuals. Chapter 5 focuses on 

the spatial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elecommuters and examines 

their spatio-temporal behaviors. Finally, the results of findings are interpreted 

and synthesized in Chapter 6. The chapter also considers som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for the transportation polic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 l1ows. 

First, structural changes that corporates have experienced since the late 

1980s have led them to choose telecommuting as one of the new system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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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According to the survey whìch investigated fourteen companies adopting 

the system, companies have different motives to introduce the system and 

different applications for its use. As a result, the pattems of telecommuting 

are vari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work, autonomy allowed to each 

individua1, conditions of employment, and of work specia1ization. 

Telecommuting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professiona1, intermediate, 

and unskilled. 

Second, telecommuting has influenced the activities of corporates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of work, employment, management and conσ'01.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 involved, telecommutng could not be adopted 

for a11 kinds of jobs. Even adopted, it is difficult to reorganize works for 

telecommuting and to evaluate telecommuters productivity. In terms of 

employment, telecommuting may be useful to reserve professiona1 labor 

necessary to corporates, and to easily access cheap and/or additiona1 labor 

when needed. Telecommuting could be maintained effectively by the merit pay 

or part-time employment rather than by enlarging technology and facilities of 

the telecommunication in terms of management and contro1. 

Telecommuting has also influenced telecommuters in terms of their spatia1, 

demographic, socio-psychologic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transportation pattems. Telecommuters usua11y live physical1y far from the 

work places. Demographica11y, 단ley are mostly women in their 30s educated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eir socio-economic status are varied in 

accordance with the types of telecommuting. Telecommuters are influenced 

socio-psychologically by deficency in the experiences of other telecommuters, 

motives of work, incentives and competition. Economically, they can save 

money for transportation 뻐d c1othing, while they are not assured of stable 

income and productivity. Fina11y, telecommuters usua11y plan to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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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peak-time when they go out. 

Third, in terms of the spatio-temporal behaviors of telecommuters, 

telecommuters are inclined to eschew peak-time and go out more freely than 

the compared group (general employee and women in their 30s). They perform 

work and home activities in very different hours, while they spend their 

leisure and sleep in almost the same hour. Regarding the duration of activities, 

they spend more time in home activities, but not so much time in work, 

recreation and sleeping. Their activities at the outside are not frequent and 

restricted to the neighbourhood of their residence. 

Spatio-temporal behaviors among telecommuters of each of the three 

types are reflected by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telecommut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corporates. In terms. of the time disσibution， there is no 

clifference in working and sleeping among the types, while there is some 

clifference in leisure and home activities. Telecommuters of each type use 

different. dai1y time schedules. In terms of space, all .three types usually spend 

most of time at home, and are restricted to the neighborhood of their houses 

when going out. 

From the results of the study, some implications could be discussed on 

the understanding of telecommuting and telecommuter in terrns of the 

spatio-temporal behavior. First, the study shows some limitations of 

telecommuting in that telecommuters who most1y belong to intermediate or 

unskilled type are usually faced with conflicts spatially and temporally. Second, 

there are growing trends of the dispersion of work hour or the emergence of 

new type of time clistribution, for telecommuting allows telecommuters to do 

work at their disposal. Finally, from the transportation-geographic perspective, 

the study identifies the fact that telecommuting in Korea the growing trend of 

adopting has quite likely probabillity to significantly decrease the frequenc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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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mey to work , and even decrease total amount of traffic. 

Key words: telecommuting, telecommuter, information technology, 

individual autonomy, joumey to work, spatio-temporal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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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J-λ}의 듣울 

오랜 시간 학문의 길에 정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배려해 주신 많은 분들의 

성원에 답할 수 있는 작은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올 전 

하고 싶습니다.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본 논문이 이루어지기까지 학문에 대한 열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며， 

.끊임없이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허우긍 지도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 

니다. 

논문 작성의 처음부터 끝까지 격려와 조언올 해주신 사회과학 대학 지리학과 

의 김인 교수님과 류우익 교수님， 논문 심사를 통해 많은 조언올 해주시고 문장 

지도를 철저하게 해주신 사회과학 대학 신문학과의 추광영 교수님과 통신개발 연 

구원의 이수성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자신의 일 같이 생각하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사 

회과학 대학 지리학과의 박영한 교수님， 박삼옥 교수님， 유근배 교수님， 이정만 교 

수님， 국토개발원의 주성재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논문의 사례 연구 대상이었던 기업체에 대한 자료 수집을 가능하게 해주신 경 

영대학의 윤계섭 교수님， 김영진 교수님， 바쁜 시간을 틈내서 인터뷰에 응해주신 

14개 회사의 담당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생활일지를 기록하여 귀중한 자료를 제공 

해준 채택근무자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논문 작성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대학원 지리학과 학생들의 많은 도 

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자료 처리에서부터 편집에 이르기까지 줄곧 도움올 준 조 

창현 군， 손정열 군， 창희준 군， 논문에 대해 충고와 토의를 해준 박사 과정의 황 

주성， 김용창， 홍인옥， 이정훈， 문순철 후배들이 논문을 완성하는 데 큰 힘이 되었 

습니다. 

끝으로， 며느리의 부족함올 이해해 주신 시댁의 어르신들， 항상 애정과 기다림 

으로 저에게 푸근함을 주시는 어머니， 오빠 내외분 언니 내외분 모자라는 언니를 

오히려 윗사람처럼 챙겨준 여동생 내외， 먼저 학위를 하여 논문 작성 과정에서 수 

시로 도움올 아끼지 않은 동생 조순철 박사， 조순제 박사， 그리고 올케들의 배려 

는 계속 마음 깊이 남을 것입니다. 학생 아내를 둔 어려움을 그 특유의 유머로 포 

용해온 남편과 부족한 엄마를 대신해서 가사 뿐만 아니라 논문 작성에도 도움을 

준 사랑하는 딸 민세진과 아들 민대기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보법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시아버님， 친정 아버님께 이 논문올 바칩니다. 

이제 학자로서의 자세와 그동안의 사랑과 격려에 대한 보답올 생각하고 실천 

해야 활 것 같습니다. 

199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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