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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는 최근 저 출산ㆍ고령화 문제와 함께,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 참여로 맞벌이 가정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일과 가정이라는 두 영역

에서 각각의 역할을 맡고 책임을 병행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일과 가정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갈등은 개인과 기업,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요하게

인지하여 2010년부터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유연근무제에

대한 연구는 이미 미국, 영국 등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

부터 시작되어 발전해오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도입 초기 단계로, 유연

근무제에 대한 연구는 활성화 방안, 해외사례 비교 및 만족도 조사 등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유연근무제가 공공영역내에서 더욱 발전

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성과측면의 연구가 활발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유연근무제도의 도입과

활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독립

변수를 유연근무제 도입유무와 활용률로 하였으며, 종속변수인 기관의

경영성과는 종합적인 측면, 재무적인 측면, 비재무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각각 경영평가점수, 1인당 매출액, 고객만족도로 변수를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근로자수, 자산규모, 기업연령, 측정연도를 통제변수로

정하여 연구모형을 확장하였다. 공공기관 유형 중 공기업 군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의 자료를 패널데이터로 구성

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독립변수를 유연근무제 도입유무와 활용률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연근무제의 도입은 기업의 경영성과인 1인당 매출액 및 고객

만족도에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영평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연근무제 활용

률은 경영성과에 어떠한 유의미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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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의 활용이 경영성과에 아무런 영향을 보여주지 못한 이유는

유연근무제도가 아직 도입 초기단계여서 분석 가능한 데이터양의 한계가

있고, 제도가 활성화 되어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시점의 분석은 제도의 활용률이 아닌 제도 도입 유무에 따른

경영성과의 영향을 분석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은

향후 유연근무제도가 성숙해지고, 패널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축적되면서 보완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유연근무제의 도입이 경영평가점수를 제외한 1인당 매출액

및 고객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조직 구성원

들이 유연근무제의 도입으로 일과 가정 사이의 갈등이 줄고, 그 결과 조직

내에서 개인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유연근무제의 도입이 경영평가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경영평가의 경우 기관의 종합적인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이나, 유연근무제도가 공공부문에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제도이므로 데이터 수집 기간이 짧고, 제도의 효과와 영향이 아직

경영평가 점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일반 사기업이나 해외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공기업

에서도 유연근무제도의 도입이 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1인당 매출액

및 고객만족도 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연근무제의 활성화 부분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제도의 성숙단계에 따른 다양한 검토 및

연구로써 유연근무제도가 공기업의 경쟁력 있는 근무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공기업, 유연근무제, 경영성과

학 번 : 2015-2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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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과 목적

전 세계적인 저 출산ㆍ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문제는 우리

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국가 내

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고 있으며, 2005년 1.076명으로 사상 최저

치를 기록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였다. 또한, 2026

년경에는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20%를 초과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최저 출산율과 빠른 속도의

고령화는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활력을 저하 시킬 우려가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000년대 5%대에서 2020년에는 3.58%, 2040년

에는 1.26%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은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함께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한국 여성의 경제 참여율은 1980년 41.3%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90년 56.2%, 2000년 47.0%로 나타났고,

2013년을 기준으로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은 53.9%를 기록하고 있다. 전통

적으로 여성은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였으나, 고용형태가 변화하고 여성

고학력자들과 전문가들이 늘면서, 맞벌이 인구가 증가하고 직장과 가사를

동시에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과 가정이라는 두 영역에서 책임을

병행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일과 가정의 양립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일-

가정 갈등은 개인, 기업, 국가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병훈ㆍ

김종성, 2010). 개인의 경우 가사, 육아와 같은 일과 가족간의 갈등속에서

일을 계속할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와 같은 고민을 계속하게 되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회사에 복귀하더라고 업무가 비정규직 업무 등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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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어, 직장을 통해 자아성취를 얻으려는 여성들이 심한 자괴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인인숙, 2003). 또한 기업의 경우도 조직 구성원

들의 일-가족간 갈등이 조직의 생산성 저하, 직장만족도 및 몰입도 그리고

직무만족도를 낮추어 결국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유계숙, 2007; 장재윤․김혜숙, 2003; Kopelman et al., 1983; Yogev &

Brett, 1985). 한편, 국민들이 일-가족 갈등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되고 출산율이 저하(손승영, 2005) 되면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 생산성 측면에서도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될 것이다. 결국 일-

가정 갈등이 확대되면 개인의 가족 뿐만 아니라 기업,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과 가정 사이의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일

-가정 양립 또는 가정친화 정책이 필요하다(Allen, et al., 2000;

Greenhaus, 2003; Sutton & Noe, 2005).

선진국에서는 이미 산업화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출산률이

감소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일-가정 양립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유럽은 정착단계, 미국과 일본은 확산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현주ㆍ최무현, 2009).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비유연성과 장시간 근로

문화는 여성들의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기

되고 있는데(한영선ㆍ정영금, 2014), 주요 선진국인 일본, 미국, 영국 등의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50% 내외를 기록한 반면, 우리나라의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아직 1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2013).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시정연설에서 “여성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ㆍ

양성하고 일하는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일-

가정 양립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뉴스1, 2015.10.29)고 밝히며 일과 가정 양립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근무형태의 유연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 및 성과중심의 근무체제를 만들고자 일-가정 양립제도 중

하나인 유연근무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유연근무제(Flexibility Work

Arrangements)는 획일화된 근무방식을 탈피하여 개인과 기관의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고 조직생산성 및 구성원 개개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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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일정한 시간, 형태, 장소 등 정형화된 근무형태에서 개인에게 맞는

다양한 근무방식으로 변화하고 유연성을 부여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유연근무제의 목적이다(진종순, 2010). 국내에서 유연근무제의 도입은

2007년말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일과 삶의 양립 필요성을 인식하고 세부적인

방안 등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의 시범

실시를 거친 후 2010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에

유연근무제가 시행되었다. 2012년 1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의 실시가 권고 되었으며, 2012년도 6월말기준, 공공기관 총 288개 중

199개(2만 4천명) 기관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였다.

유연근무제는 일과 가족생활 사이에서 긍정적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

조직적인 측면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조직의 사기와 생산성을 증가

시킬 수 있다. 가족생활의 부분에서는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업무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일과 가족생활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로 여겨지고 있다. 여러 사회ㆍ경제적 문제의 해소를 위해

2010년부터 공공부문에 도입된 유연근무제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의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이다. 기존의 연구

들은 유연근무제에 대한 정의, 해외사례 비교, 만족도 조사 등에 집중

되어 있어 성과부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유연근무제가 공공부문내에서 더욱 발전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성과측면의 연구가 활발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유연근무제가 공공기관 중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중점적으로 해보고자 한다. 제도 자체의 연구에는

여러 선행연구들이 있지만,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측면에서는 유연근무

제도가 조직의 성과에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여전히

회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연근무제의 도입과 활용이 조직성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은 조직의 인식전환 측면에서도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간의 연구들이 공공부문 보다는 민간기업 및

외국정부기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지방이전 등

근무환경 변화로 유연근무제도의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국내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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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공공부문에 2010년도에 도입된 유연근무제는 이제 5년째를 맞이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난 5년간의 통계적 데이터를 통해 효과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인적자원관리 및 경쟁우위 요소라는 전략적 수단으로서의 유연

근무제의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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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대상과 범위

본 연구에서는 유연근무제의 도입과 활용이 조직의 경영성과(경영평가,

1인당 매출액 및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으로, 그간 이루

어진 대다수의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민간 기업이 아닌 우리나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행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이라 한다)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3개의 유형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4개의 범주인 시장형, 준시장형,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으로

세분되어 질 수 있다<표1>.

공기업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다. 공기업은 다시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구분되는데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

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

으로, 그 외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구분한다.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부분은 공기업과 동일하나, 공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정한다.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기관으로 구분되는데,

기금관리형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

받은 준정부 기관을 말하며, 위탁집행형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을 의미한다.

끝으로,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을 말

하며, 경영평가, 정관 및 이사회 선임 등 정부의 감독에 있어 공운법의

적용을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직접적으로 적용받지 아니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우리나라의 공기업을 포함한 전체 공공부문이나,

본 연구에서 주로 살펴보고 실증적으로 분석해 볼 기관은 공기업으로 한

정한다. 공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이 둘 다 내포하는

공공적 부분과 기업적 부분에 있어, 기업적인 특성이 강조된 기관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주제와 밀접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즉, 공기업의 경우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50%이상이고, 국가에서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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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아 운영되며 공공적 부분이 강조된 준정부 기관보다 재무적 성과

등의 측정이 용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30개의 공기업은 <표2>와 같다.

분석대상 기관에 대한 데이터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

(ALIO)에 등록된 공기업별 유연근무제 현황을 포함한 인력현황 및 재무

제표 등을 주로 활용하였다. 또한, 각 기관의 매년도 경영평가보고서와

홈페이지, 발간물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였다.

<표 1> 공공기관 유형분류

유 형 유형분류 기준

공기업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시장형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예 :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준
시장형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예 :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준정부
기관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기금
관리형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
받은 준정부기관(예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등)

위탁
집행형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예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기타
공공
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출처 :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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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 분석대상 기관

유 형 기관명

공기업
(30개)

시장형
(10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

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

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준시장형
(20개)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보증(주),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

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

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

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

원자력(주),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해양환경

관리공단



- 8 -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유연근무제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유연근무제도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는 갈등이론, 전이이론 및 경계이론

으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1. 갈등이론(Conflict Theory)

갈등이론은 한 개인이 제한된 시간 및 자원으로 다중의 역할을 수행

함에 있어 각각의 역할이 요구하는 정도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역할 갈등과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역할 수행으로 발생하는 역할

과부하로 나타나는 갈등을 의미한다(민경률, 2013; 배귀희ㆍ양건모, 2011).

일-가족 양립 과정에서의 갈등은 직장과 가정 내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겪는 역할간 갈등(inter-role conflict)과 성별 역할과 관련하여

전통적 역할과 평등한 역할 간에 기대 불일치로 겪는 역할내 갈등(intra-role

conflict)으로 구분되어 진다(이명신, 1996). Greenhaus & Beutell(1985)에

따르면 일-가정 갈등은 ‘일과 가정 각각의 영역에서 상호 양립이 불가능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역할 간 갈등(inter-role conflict)’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과 가족의 역할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은 직무 불만족, 스트레스ㆍ

우울증 및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다. Stain & Pleck(1993)에

따르면, 이러한 일과 가족 사이의 갈등은 세 가지 원인으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첫 번째 원인은 시간갈등(Time-based conflict)으로 요구되는 역할 수행을

위한 시간 소요가 많아 역할을 적절히 처리할 수 없는 경우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타 역할을 수행할 수 없어 발생하는 심리적 반응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원인은 긴장갈등(Strain-based conflict)이다. 어떠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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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면서 느끼는 긴장과 피로가 지속되어 다른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받은

스트레스와 불안감 등이 가정내에서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그와 반대로 가정에서의 육아, 가사노동에 따른 피로감

등이 직장내에서의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원인은 행위 갈등(behavior-based conflict)을 들 수 있다. 한

역할에서 기대되는 모습이 타 역할에서는 다르게 요구되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에서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모습이 요구되지만, 집에서는 엄격하고

보수적인 가장의 모습이 요구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렇듯 동시에 상호 모순되는 역할이 주어지면 개인들은 역할간 갈등

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다중 역할간 모호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조직내 경영

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쳐 생산성 감소, 이직률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일과

가정의 갈등은 직장에서 부정적 영향이 가정으로, 가정에서 직장으로 단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순환하여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조직의 인사관리 및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조직 구성원들의

역할간 갈등 요소를 줄여주어, 부정적 영향이 일과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켜 주어야 한다(민경률ㆍ박성민, 2013).

일-가정 갈등관계와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 <표3>

과 같다.

<표 3> 일-가정 갈등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연구자 주요 연구결과

Greenhaus &
Beutell(1985)

직장내 노동시간의 스케쥴, 노동시간의 양이 직장-가정생활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임을 밝힘

Thomas &
Ganster(1995)

유연한 근무일정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갈등을 간접적으
로 감소시킬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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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주요 연구결과

Kinnunen &
Mauno(1998)

핀란드에서 전일제 근무 여성이 일-가정간 갈등을 증가시킴

Jansen et al.(2004) 장시간 노동이 근로자의 일-가정 갈등의 주요 요인임을 밝힘

Hill(2005)
직장에서의 일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가정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정책이 직장일의
가정생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킴

Dalen et al.(2006)
네덜란드에서 장시간 노동이 여성근로자의 일-가정 갈등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검증

김선희(2010)
한국에서 공공조직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에 대한 불만족이
일-가정 갈등을 증가시키고, 일-가정 촉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을 검증

정우진ㆍ김강식(2014)
한국에서 근로자들의 초과근로시간은 일-가정 갈등에 유의미
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음

2. 전이이론(Spillover Theory)

전이이론은 하나의 영역(일 또는 가족)에서 일어나는 감정, 사고, 행동

등이 다른 영역으로 전이(spillover)된다는 이론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에

관한 많은 연구들에서 전이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직장영역이 가정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가정영역이 직장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 영역에서의 긍정적 요소는 다른 영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한 영역

에서의 부정적 요소는 다른 한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를 각각

긍정적 전이 및 부정적 전이라고 한다. 가정생활에서의 자신감이 직장내

에서의 성취로 이어지는 것을 긍정적 전이의 예라고 할 수 있고, 직장내

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해 가정내에서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것을 부정적

전이의 예라고 할 수 있다(한경혜ㆍ김진희, 2003).

그러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전이효과가 일과 가정 중 어떤 영역

에서 우선 시작되어 다른쪽으로 전이되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전이

효과에 대한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과 가정 사이의 균형은 물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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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확보와 양(+)의 전이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Grzywacz,

et al., 2002; 배귀희ㆍ양건모, 2011). 또한 부정적 전이효과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Hill(2001)에 의하면 가정생활의 영역에서 상호작용이

감소하게 되면 일과 삶의 만족도 감소, 결혼과 가정생활에서의 갈등, 결근,

이직 증가 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종합해보면, 유연근무제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가정생활에 기여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가정이 안정되고 직장생활도 안정 될 수 있으나, 반대로

가정내에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가정내 갈등이 직장으로

영향을 주어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민경률, 2013). 전이

이론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 <표4>와 같다.

<표 4> 전이이론과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연구자(기관) 연구내용

Greenhaus &
Powell(2006)

전이이론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 대부분이 일
가족 갈등과 강화를 전이의 결과로 평가함

Keen & Quadagno(2004)
Keene & Reynolds(2005)
Stevens et al.(2007)

성별에 따라 긍정적 전이에 끼치는 요소들이
다름을 밝힘

Keene & Reynolds(2005)
Mennino et al.(2005)

직장 특징 및 환경, 자녀의 연령이 일과 가족 두
영역 사이의 전이에 영향을 끼침

Families and Work
Institute(2002)

미국 근로자들의 일과 생활의 변화 탐색 조사
실시, 전이이론에 기초한 일-가족(job-to-home)과
가족-일(home-to-job)에 대한 항목 발전

Pocock et al.(2007)
일과 생활의 영향이 일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친
다는 전이이론에 기초, 일생활 양립지수 개발

3. 경계이론(Border theory)

일과 가정 사이의 초기 연구는 주로 일과 삶을 독립적 영역으로 고려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일과 가정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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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영역을 어떤 방식으로 조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민경률ㆍ박성민, 2013). 김옥선(2010)은 일-가정 경계이론(Border

theory)에 대해 개인들이 일과 가정사이의 조화를 형성하기 위해, 두

영역과 그 경계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잘 조율하고 타협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이론으로 정의한다.

즉 일과 가정이라는 두 영역 사이에서 사람들은 일과 가정을 완전히

합치거나 분리시키는 선택보다는, 자신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여 균형있는

타협점을 찾아간다는 것이다(Nippert-Eng, 1996). 경계라는 것은 일과

가정이라는 각각의 영역안의 일정한 관계속에서 구성되는 결과물로써,

개인이 일과 가정의 경계를 어떻게 지각하느냐 뿐만 아니라 그 경계에

대한 타인의 지각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옥선, 2010).

Kreiner et al(2006)는 일과 가정의 상호작용을 각 영역간 사회적으로

구성된 경계(Socially constructed boundary)라고 여기며, 개인은 자기

자신의 경계를 만드는 한편, 각 생태계에서 주어진 영역안에서 투과성

(Permeability)에 대한 공동 규범을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고 하였다.

즉, 일과 삶은 다른 투과성(Permeability)으로 경계를 정의하며,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유연근무정책이나 가족친화 프로그램들이 그 경계를

유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 전체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고려는 구성원들의 인적관리 차원에서 중요 요인으로 여겨

지고 있다(김옥선, 2010).

전술한 갈등이론ㆍ전이이론ㆍ경계이론은 모두 일ㆍ가족 균형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연근무제도는 일과 가족이

양립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유

연근무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여 조직 내 구성원들의 만족도와

업무 몰입도를 높임으로써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조경호․이선우, 2000; Allen, 2001; Glass & Fujimoto, 1995; Romzek,

1991; Sutton & No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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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유연근무제의 정의  

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급속한 노령화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노동력으로 인해 근로시간 및 형태의 유연화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조직 구성원들의 근로여건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측면에서 다양한 유연근무제도의 형태가 관심을 받고 있다.

영국 공인 인사관리연구소(CIPD : Chartered Institute of Personnel

& Development)에서는 유연근무제를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수량적 유연성(Numerical Flexibility)이고 다른 하나는 기능적 유연성

(Functional Flexibility)이다. 수량적 유연성은 수적인 규모가 단시간에

큰 비용 부담없이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미이고, 기능적

유연성은 조직 구성원들이 다른 기술이 요구되는 다양한 업무분야에

빠르게 재배치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미이다(하세정, 2006).

또한, Workplace Flexibility 20101)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는 정규적인

근로기준에서 시간과 공간을 변형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유연근무제

에서의 유연성(flexibility)은 3가지의 의미로 해석된다. 첫째, 근무 일정에

있어서의 유연성(Flexibility in the scheduling)이다. 여기에는 탄력근무제,

집중근무제 등이 포함된다. 둘째, 업무량에 있어서의 유연성(Flexibility

in the amount)이며 시간제근무, 직무 공유 등이 해당된다. 셋째로는 업무의

장소에 있어서의 유연성(Flexibility in the place)으로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등이 해당된다(배귀희ㆍ양건모, 2011). 이를 표로 정리한 것이 <표 5> 이다.

즉, 유연근무제는 시간과 공간의 정형화된 틀을 완화하여 근로의 유연

성을 높이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홍승아 외, 2011). 유연근무제는 동질

적인 근무시간과 근무형태를 개인별 또는 기업별 특성에 맞춰 다양화함

1) Workplace Flexibility 2010은 미국 Gergetown 대학내 법센터에 설치되어 있

으며, 범국가적으로 근무의 유연성을 확대하고자 설립된 구성조직 또는 사업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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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개인과 조직의 사기를 높이는데 유용한 제도(민경률, 2013)이며,

좁은 의미로는 근무시간과 장소의 다양화에서부터, 넓은 의미로는 근무

복장 및 근무방식 등 근무문화의 유연화를 포괄하고 있다(진종순ㆍ장용진, 2010).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획일화되고 규격화된 근무형태로 정부 경쟁력을

갖추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근무형태를 개인, 업무 및 기관별 특징에

맞게 다양화하는 유연근무제도를 2010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활성화

하기로 하였다. 정부에서의 유연근무제는 정형화된 근무형태에서 탈피하여

출퇴근시간, 근무장소 및 근무형태를 다양화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조직관리라고 정의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0).

<표 5> Workplace Flexibility 2010의 근무 유연성(flexibility) 분류

근무일정의 유연성

(Flexibility in

Work Scheduling)

대안적 근무일정

(Alternative Work

Schedules)

탄력근무제(Flextime)

집중근무형
(Compressed Workweeks)

교대제 또는

휴식시간 유연성

(Shifts and Breaks)

유연교대제
(Shift Arrangements)

휴식시간 유연성
(Break Arrangements)

근무시간량의

유연성

(Flexibility in the

Amount of Hours

Worked)

파트타임/단축시간근무제
(Part Time Work/Reduced Hours Schedule)

잠정적 파트타임(Transition Period Part Time)

직무공유(Job Shares)

부분연 근무(Part-year Work)

근무장소의 유연성

(Flexibility in the

Place of Work)

원격근무/재택근무(Telework/Home Work)

원격근무/위성근무(Telework/Satellite Location)

근무장소 변경(Alternating Location)

출처 : Workplace Flexibilit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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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연근무제의 유형

유연근무제는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해왔으며, 근로 총 시간내에서 출

퇴근시간 등을 조절하는 것을 탄력근무제, 집약근무제라고 할 수 있으며,

장소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특정 근무지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하는 것을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라고 한다(장은영, 2013).

우리나라에서 2010년 유연근무제 도입초기에는 5개 분야 9개 세부유형의

형태로 시행되었다. 5개 분야는 근무장소(Place), 근무시간(Time), 근무

방법(Way), 근무복장(Dress), 근무형태(Form)이다. 9개 세부유형은 재택

근무제(At-home work), 원격근무제(Telework), 탄력근무제(Flex time),

선택적 근무시간제(Alternative work schedule), 집약근무제(Compressed

work), 재량근무제(Discretion work), 집중근무제(Core-time work), 유연

복장제(Free-dress code), 시간제근무(Part-time work)이다<표 6>.

<표 6> 2010년 도입당시 유연근무제 유형

구 분 유 형 개   념

근무
장소

(Place)

①재택근무제
 At-home work ‣부여받은 업무를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수행

②원격근무제
 Telework

‣주거지 인접지의 원격근무용 사무실(스마트오피스)에 
 출근하여 근무

‣모바일기기를 이용,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

근무
시간

(Time)

③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제)

Flex time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체제를 유지
‣출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07:00~10:00)

 ④선택적 근무시간제
 Alternative work 

schedule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 범위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율 조정(자유롭게 출·퇴근시간을 조정)

⑤집약근무제
Compressed work

‣총 근무시간(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집약근무로 보다 
짧은 기간 동안(5일 미만) 근무

⑥재량근무제
Discretion work

‣실 근무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관과 개인이 합의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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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유 형 개   념

근무방법
(Way)

⑦집중근무제
 Core-time work

‣핵심근무시간(예 : 10:00~12:00)을 설정, 이 시간에는 
회의·출장·전화 등을 지양하고 최대한 업무에 집중
하도록 함

근무복장
(Dress)

⑧유연복장제
 Free-dress code

‣연중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착용토록 하여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진작(냉·난방 등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

근무형태
(Form)

⑨시간제근무
 Part-time work ‣Full-time근무 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

출처 : 행정안전부(2010)

이후 2012년도에는 유연근무제의 활성화에 따라 ‘수정된 유연근무제 활성화

기본계획’안이 발표되었다. 기존의 근무복장 및 근무방법에 대한 분야는

삭제되고, 근무유형을 시간근무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의 3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세부적으로 근무형태(Type)의 유연성은 시간근무제를 의미

하며, 근무시간(Time)의 유연성을 의미하는 탄력근무제는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집약근무형, 재량근무형으로 구분한다. 근무장소(Place)의

유연성 개념인 원격근무제는 재택근무형과 스마트워크근무형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재 유연근무제의 유형 및 개념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유연근무제 유형

유  형 세부형태 활 용 방 법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제 ▶ 주 40시간 보다 짧은 시간 근무

탄력근무제

▶ 주 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 근무시간, 근무일을 자율조정

시차 
출퇴근형

▸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
 - 매일 같은 출근시각(07:00~10:00 선택)
 - 요일마다 다른 출근시각(07:00~10:00 선택)

근무시간 
선택형

▸1일 4~12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집약근무형 ▸1일 10~12시간 근무
▸주 3.5~4일 근무

재량근무형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 인정

원격근무제

▶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
재택근무형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
스마트워크 

근무형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

자료 : 행정안전부(2012)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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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제근무

시간제 근무는 주40시간의 일반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며,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시간～35시간을 근무하는 형태로 전통적인 방식의

전일제 근무와는 차이를 보인다. 시간제 근로는 전일제 근무보다 적은

근무시간과 적은 급여를 받으나, 인력활용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제고하는

근무형태로 각광받아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그 활용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Belous, 1989). 과거 시간제 근무 이용자들이 업무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현재는 일-가정 양립의 한 방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O’Reilly &

Bothfeld, 2002).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시간제공무원 임용방법은 기존

공무원이 신청에 의해 시간제 근무로 전환하는 경우와 임용 시부터 계약직

으로 채용되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으며 각각의 주요 적용제도는

<표 8>과 같다.

<표 8> 시간제 근무형태별 주요 적용제도

구 분 시간제전환 공무원 시간제 채용 공무원

보수
(호봉승급)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시간제근무 최초 1년간은 100% 

재직기간으로 인정하고, 이후부터는 
근무 시간에 비례)

․좌동
  (연봉제 적용 대상자로 

호봉승급 인정 안됨)

연가 ․근무시간에 비례, 시간단위로 허용 ․좌동

병가 ․일단위로 허용(일반60, 공무180) ․좌동

연금
․공무원연금 적용
  (기여금은 삭감전 정상보수를 기준

으로 내고, 재직기간은 100%인정)
․국민연금 적용

성과평가 ․정규 공무원들과 같이 평가 ․계약직공무원들과 같이 평가

출처 : 행정안전부(2012)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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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력근무제

탄력근무제는 1일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 근무시간,

근무일수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탄력근무제는 시차출

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집약근무형 및 재량근무형이 있다. 시차출퇴근

형은 모든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공동근무시간대(Core

Time)와 근무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수 있는 탄력적 시간대(Flex Time)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그 실제적인 예는 <그림 1>과 같다(행정

안전부, 2012).

<그림 1> 시차출퇴근형 운영(예)

출처 : 행정안전부(2012)

근무시간선택형은 1일 8시간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주 40시간 주 5일

근무기준만을 준수하는 제도로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여 근무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부서 내ㆍ외적 효율적 업무협조를 위하여

공동근무시간대를 지정(예 : 오전 10:00-11:00 또는 13:00-15:00)하여 이

시간대에는 의무적으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행정안전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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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근무시간선택형 운영(예)

출처 : 행정안전부(2012)

집약근무형은 주 40시간 근무제를 준수하나, 1일 8시간을 초과근무하여 주

5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제도이다. 출퇴근 시간이 유연하다는 점에서 근무시간

선택형과 개념은 유사하나, 주 5일 미만으로 근무한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업무에 적용이 가능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건강관리를 위해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한다.

재량근무형은 실제 근무시간을 정할 때 기관과 개인이 별도로 정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간주하며,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 수행방법이나

시간배분을 담당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에 적용한다(행정안전부, 2012).

(3) 원격근무제

원격근무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집에서 수행하는 재택근무

형이 있고, 주거지 또는 교통의 요지에 마련된 스마트워크센터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스마트워크근무형이 있다. 원격근무제가 가능한 업무로는 대면접촉이

없고 독립성이 높은 업무, 업무실적 평가의 계량화가 용이한 업무, 현장에서

행정처리가 이루어지는 조사, 단속 업무 등이 해당가능하다(행정안전부, 2012).



- 20 -

3. 유연근무제의 현황

(1) 선진국의 유연근무제 현황

해외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1970년대부터 고용 확대, 노동력부족, 불황기

일자리 공유 등을 이유로 유연근무제도가 도입되어, 정부와 기업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업무와 가족생활과의 균형을 보여주고

있다(한영선ㆍ정영금, 2014; 진종순ㆍ장영진, 2010). 또한, 대다수의

OECD회원국들은 근무의 유연화를 위해 변형근로시간제, 변형근무일제,

교대근무제, 재택근무 등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OECD, 1990; 1997).

세계적으로 유연근무제를 초기에 도입하여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 미국, 네덜란드이다. 영국은 제도의 법제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미국은 정부차원에서 일-가정 양립정책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네덜란드는파트타임고용이가장활발한나라중하나로꼽힌다(홍승아, 2010).

1) 영 국

① 발전과정

영국은 일찍부터 노동자들이 유연 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를 하는데 힘썼다. 1996년에는 근로자들의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고용

권리법(Employment Rights Act)을 제정하여 시간제근로, 시차출퇴근제,

직무공유제 등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발전 및 구체화 시켜 2000년에는 파트

타임 근로규제(Part-time Working Regulations)를 명시하였다. 여기에서는

파트타임 근로자와 전일제 근로자간 차별을 없애기 위한 조항을 명시하여

파트타임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였다. 2002년에는 유연근무청구권

(Flexible Working Regulations)을 도입하였다. 즉 근로자들이 원할 때

자유롭게 유연근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청구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후

2006년 일과 가족법(Work and Families Act)에서는 유연근무제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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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대상자를 넓히고 권리를 강화하였다(홍승아, 2010). 2014년 6월에

이르러 고용권리법(Employment Rights Act) 개정을 통해 일부 근로자

들이 사용할 수 있었던 유연근무제를 모든 근로자로 넓히고, 유연근무

청구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였다(한영선ㆍ정영금, 2014).

영국 정부는 유연근무청구권에 있어 명확하고 자세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어 제도의 실용성을 높였으며, 매 3년마다 일-생활균형실태조사(Work-Life

Balance Survey)를 실시하여 유연근무제도의 실태파악과 함께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은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시간제근무제,

유연근로시간제, 시간차근로제, 집약근로제 등을 들 수 있다. 자세한 유연

근무제의 종류와 특징은 <표 9>와 같다.

<표 9> 영국의 유연근무제 종류

유 형 내    용

시간제근무제
시간제 근무의 운영방식은 다양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전일제 근무보다 
짧은 시간을 일할 수 있고,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으로 근무시간 
조정을 가능케 하는 제도

유연근로시간제
근로자가 정해진 범주 내에서 핵심 근무시간(core time) 이외의 시간에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 근무초과시간이나 
부족시간을 다음 회기로 이월 가능

시간차근로제 같은 직장 내에서도 근로자마다 다른 출퇴근시간을 정해서, 장시간 사업장 
운영을 가능케 하는 제도

집약 근로시간제 일일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출근일수를 줄이는 제도

작업 공유제 보통 근로자 1인에 의해 처리되는 업무를 2인 이상이 함께하는 제도로, 
분업과는 다름. 구체적으로 정해진 틀은 없음

교대 근무제 24시간 동안 조별로 근무를 교대하는 제도

교대 교환제 교대근무를 하는 근무조를 바꿀 수 있는 제도

근무시간 저축제 초과근무시간을 정규근로시간에서 제해 주는 제도

학기중 근로제 정규직 근로자에게 자녀 방학기간 중 유급 또는 무급 휴가를 허가하는 제도

연중 근로제
계약기간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한 기간에는 계약 당시 근로시간을 배당
하고, 다른 기간은 비워 두어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비워 둔 기간에 근로
시간을 배치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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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내    용

초과 휴가제 초과된 휴가일수에 대해서 연봉을 재조정하는 제도

자율 초과근무제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포기하는 대신 계약 
만료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재택 근무제 통신, 교통 기술의 발달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제도

맞춤식 근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유연근무제도를 복합 적용하여 개인 근로자별 근무형태를 
만드는 제도

무급 휴직제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무급 휴직을 제공하고, 기간 말미에 복귀할 수 있는 제도

 출처: ACAS(영국 노사분쟁 조정기구); 하세정(2006), p.77-78

② 도입현황

영국 공인 인사관리연구소 CIPD(Chartered Institute of Personnel

and Development)의 설문조사에 따르면<표 10>, 조사대상 기업의 대다수

에서 다양한 유연근무제도의 형태가 활용되었다. 반면, 활용도 면에서는

몇몇 유형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시간제근무제, 직업공유제, 유연근로

시간제 등의 순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영국의 유연근무제 도입기관

(단위 : %)

출처: CIPD(2005); 하세정(2006), p.79

유연근무제 총 제도 시행기관 제한(일부) 시행기관 전면 시행기관
시간제 근무제 86 43 43

학기중 근로제 38 23 15

직업 공유제 63 34 29

유연 근로시간제 55 34 21

집약 근로시간제 47 32 15

연중 근로시간제 28 20 8

재택근무제 55 48 7

이동 근로제 27 24 3

무급 휴직제도 42 17 25

임시파견제 37 19 18

지역근로휴가제 22 7 15



- 23 -

2) 미 국

① 발전과정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법이나 제도를 통한 정부주도 보다는 기업 주도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유연근무제도에 있어서는 정부주도로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발전시켜왔다. 일찍이 공정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에서 근로자들의 노동시간, 최저임금 등을 명시하면서 탄력시간제 등 유연

근무제의 허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후 1980년대에는 고용주들이 주도적

으로 유연근무시간제, 집약근무제 등을 적극 도입하여, 생산력 증대, 일-

가정양립, 기업 경쟁력 강화를 꾀하였다. 2008년에는 유연근로법안

(Working Families Flexibilities Act)이 발의되었으며, 백악관 유연근무

포럼에서도 유연근무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홍승아, 2011).

② 도입현황

미국 기업의 2005년도 유연근무제 실시 통계를 살펴보면, 연방공무원의

경우 28.8%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주정부공무원(28.4%), 지방

정부공무원(13.0%)의 순이다. 민간 기업의 경우에도 자발적 제도 도입과

이용률이 상당 수준으로 금융부문에서는 37.7%, 전문경영부문은 37.6%의

직원들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미국의 유연근무제

출처 : Workplace Flexibility 2010; 홍승아(2011),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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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덜란드

① 발전과정

네덜란드는 1982년 바세나르 협약(Wassenaars Accord)을 체결하였다.

협약에는 시간제 일자리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며, 이

협약 이후 네덜란드는 시간제 고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1996년 「근로시간에 의한 차별금지법」에 의해 시간제 근무자에 대한

차별금지, 임금, 보너스 등의 분야에서 일반 근무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2000년 「근로시간 조정법」에서는

근로자가 원할 때 근로시간을 늘이거나 줄이는 것에 대해 고용주가 거절

할 수 없도록 하여 근로자의 청구권을 강화하였다.

② 도입현황

네덜란드는 일찍부터 시작한 노동부문에서의 유연화로 유럽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시간제 근무가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나라이다. 2009년 기준

네덜란드는 시간제 고용이 36%에 이르며 이 중 여성이 75%에 이를 정도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시간제 근무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다.

<표 11> 네덜란드의 시간제 고용의 비중

(단위 : %)

1990 1994 2000 2006 2009

전체고용 중 시간제 고용 19.6 28.9 32.1 35.4 36.7

전체남성고용 중 남성시간제 13.4 11.3 13.4 15.5 17.0

전체여성고용 중 여성시간제 52.5 54.5 57.2 59.8 59.9

시간제 고용 중 여성비율 70.4 76.8 76.2 75.9 75.0

 출처: 배규식 외(2011),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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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현황

1) 유연근무제 연혁

우리나라에서 유연근무제도는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과 조직의 특성에

맞추어 다양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 이를 통한 구성원들의 생산성과

사기를 높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정부에서는 2007년부터 중앙인사회를 중심으로 유연근무제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몇 년간의 연구와 시범실시 등을

거쳐 2010년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이 나

왔으며, 관련 법령과 지침을 제정하였다.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여 중앙, 지방행정기관 20개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을 실시하였다.

<표 12> 유연근무제 주요 추진현황

출처 : 행정안전부(2012); 진종순(2012), p.169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2010.2.11 유연근무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2010.2.18 대통령 주재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유연근무제 확산방안’ 보고

2010.3.23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

2010.3.~4. 유연근무제 적합 직무 발굴 및 예비수요조사

2010.5.~7. 23개 기관 1,238명 대상 유연근무제 시범실시

2010.7.14~15 유연근무제 활성화 워크숍 개최

2010.7.23~28.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시달 및 중앙·지방자치단체 전면 실시

2010.10.14 유연근무제 운영현황 중간 분석 및 점검

2010.10.25~11.1 미흡·우수 기관(총 20개) 현장방문 및 실태 점검

2010.12. 유연근무제 활용수기 공모 및 우수작 선정

2011.6. 유연근무 운영지침 개정 및 설명회(서울, 대전, 서울) 총 3회

2011.7.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실시 근거 및 불이익금지 조항 신설

2011.8.5 활성화 보고회

2011.5.~9. 전문가 간담회(’11.5.16, 7.14,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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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의 유연근무제 활용현황

2012년 1월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실시를 권고하였으며,

12년도 상반기 기준, 총 288개 기관 중 199개(69.1%)기관에서 23,978명

(8.2%)이 유연근무제를 이용하였다. 이용실적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탄력

근무제 16,370명(5.6%), 시간제근무제 6,171명(2.1%), 원격근무제 1,437명

(0.5%) 순서로 활용되었다. 탄력근무제 중 시차출퇴근 형의 경우, 160개

기관 15,277명(5.2%)이 활용하는 등 유연근무제 개별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활용도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탄력근무제의

경우 활용인원이 시차 출퇴근형에 집중되어 있으나, 근무시간 선택형, 집약

근무형, 재량근무형은 활용률이 낮은 실정이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스마트워크센터 확대 등으로 원격근무제의 이용이 많은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19개 기관만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활용률이 미흡만 실정이다.

<표 13> 2012년 상반기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추진현황

구 분

시간제근무(단시간근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계
소계 채용 전환 소계

시차
출퇴근형

근무시간
선택형

집약
근무형

재량
근무형

소계
재택
근무형

스마트
워크
근무형

기관수(개) 121 111 48 165 160 29 7 1 19 11 10 199

인원수(명) 6,171 5,949 222 16,370 15,277 1,031 54 8 1,437 571 866 23,978

총직원대비 2.1% 2.0% 0.1% 5.6% 5.2% 0.4% 0.0% 0.0% 0.5% 0.2% 0.3% 8.2%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2)

3) 유연근무제 활용의사

2012년 10월 31개 공공기관 근로자(8,165명)를 대상으로 한 유연근무

유형별 활용의사 설문조사에서 다양한 유연근무유형 중 시차출퇴근제도를

가장 선호(28.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약근무형은 26.5%,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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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은 19.0% 그리고 기타 유연근무제 유형은 모두 10% 미만의 결과를

보여주었다(박한준, 2013).

높은 선호도를 보인 유형은 Workplace Flexibility 2010의 분류기준

중 근무일정의 유연성(Flexibility in Work Scheduling)에 해당되는 유형

으로 근무시간량 및 근무장소의 유연성보다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시간제 근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불완전한 근무방식이라는

인식이 강해 활용의사가 낮게 나오고 있으며, 재택근무와 스마트워크와

같은 근무장소에서의 유연성(Flexibility in the Place of Work)을 강조하는

유형의 유연근무제도는 아직 도입초기이고 제도의 불확실성에 대한 조직원

들의 불안 때문에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근무장소에서의

유연성으로 분류되는 유연근무제 유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내 견고한

신뢰기반이 바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유연근무 유형별 선호도는 큰 차별성을 보이지는 않으나,

남성의 경우 시차출퇴근제도를, 여성의 경우 집약근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연근무제 활용 동기에서 찾을 수 있는데, 여성의 경우

육아양육과 가사의무 때문에 유연근무제를 활용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

으며(23.9%), 남성의 경우 업무수행 효율증대를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

한다고 답변하였다. 즉 여성은 근무형태의 규칙성을 유지하면서 주당 근무

일수를 줄일수 있는 집약근무가 육아양육과 가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고, 남성의 경우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차 출퇴근제도 활용이

나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표 14> 유연근무 유형별 활용 선호도

(단위 : %)

유형 시간제
근무

시차
출퇴근

근무시
간선택

집약
근무

재량
근무

재택
근무

스마트
워크 총계

전체 9.3 28.2 19.0 26.5 5.3 5.7 5.9 100.0

남성 8.2 30.2 18.9 26.1 5.3 5.1 6.1 100.0

여성 11.9 23.7 19.1 27.5 5.1 7.1 5.5 100.0

출처 : 박한준(2013),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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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유연근무 활용 동기

(단위 : %)

구분

육아
양육
가사
의무

학업
지속

취미
여가
시간
활용

출퇴근
체증
회피

건강
문제

업무
수행
효율
증대

활용
가능
업무
성격

시간
활용
자율성

총계

전체 19.8 4.7 17.7 17.2 1.0 23.3 8.6 7.8 100.0
남성 17.9 4.2 18.4 17.2 1.0 24.8 9.5 7.0 100.0
여성 23.9 5.7 16.0 17.3 0.9 19.9 6.8 9.5 100.0

출처 : 박한준(2013), p.18

4) 유연근무제 활용만족도

유연근무제 유형중 평균 만족도가 높은 유형은 시차출퇴근 유형이다.

시차출퇴근형은 시간대에 맞춰 규칙적인 육아의무를 해결할 수 있으며,

출퇴근 피크타임의 교통혼잡을 피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또한 주 5일

근무, 40시간 근무형태를 갖추는 전통적인 근무방식에 근접해 있어 보수적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에 거부감이 적다고 할 수 있다.

스마트워크 근무형태의 만족도가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왔으나, 스마트

워크 센터에서 근무하는 것 이외에 안전 및 시설점검 등 업무상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외근하는 근무형태의 만족도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하는 근로자들의 만족도라고 보기 어려움이 있다.

또한, 만족도 결과를 볼 때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미혼보다 기혼

근로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점은 유연근무제의 활성화가 향후 기혼

여성 근로자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박한준, 2013).

<표 16> 유연근무 경험자 평균 만족도

(단위 : 점 / 7점 척도)

유 형 시간제근무 시차출퇴근 근무시간선택 스마트워크

전 체 5.12 5.53 5.17 5.70

남성
남 성 5.05 5.51 5.05 5.62
여 성 5.31 5.58 5.39 6.02

여성
미 혼 4.87 5.35 5.13 5.69
기 혼 5.24 5.59 5.50 5.73

출처 : 박한준(2013),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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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연근무제 활용 중단이유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566명이 유연근무제도 활용을 중단

하였다. 31.3%는 유연근무제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중단

하였지만, 상사나 동료의 눈치(27.6%), 과도한 업무량 편중(6.9%) 및 승진ㆍ

인사상 불이익(3.7%) 등 조직 환경 문화적 이유가 40% 이상에 이른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유연근무제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조직 구성원

모두가 해결하려고 한다기 보다, 유연근무자 당사자에게 모든 탓을 돌리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연근무제가 아직 도입초기이고

조직 내부에서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조직 구성원들의 부정적인 마인드가

형성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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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연근무제와 경영성과간의 관계

우리나라에서 유연근무제도는 도입 초기 단계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제도의 활성화 방안, 해외사례 비교 및 만족도 조사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유연근무제도와 조직성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유연근무제와 경영성과간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를 가족친화적 정책 또는 일-가정 양립정책의 한 종류(Frank

and Lowe, 2003)로 인식하여 폭 넓은 범위의 선행연구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김원석(1995)은 공공부문에서 유연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

발표한 연구에서 유연근무제도의 도입으로 공무원들의 근무효율 및 생산성

향상, 직무수행 성과 향상이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김경희 등(2008)은

유연근무제도를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수용한다면 우리나라의

근무형태와 성과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을 예상하면서 시급한 제

도화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연근무제가 조직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은 실제로 유연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는 조직에서의 업무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민경률ㆍ박성민(2013)은 미국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자료를 활용하여

유연근무제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유연근무제가 구성원의 만족도를 포함한 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조직

에서 중시되는 가치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음을 입증하였다.

황순옥ㆍ한상일(2013)은 춘천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연

근무제도가 조직의 업무성과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실증하였다.

한혜진(2012)은 재택근무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에서 재택근무는 조직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유연근무제에 대한 해외연구 중 Carlson et al.(2010)은 업무시간에

유연성을 부여할 경우 업무성과와 조직만족도를 높인다고 설명한다.

Reiley(2001)는 유연근무제도를 통해 근로자를 동기 유발시키고 생산성과

업무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Madsen(2011)의 연구에서도 유연근무제가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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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조직몰입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가져오고 직무만족과 기술향상을 꾀할 수 있으며,

비용을 절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한다. 유럽기업을 대상으로 한

유연근무제도 연구에서 Stavrou(2005)는 유연근무제도가 기업의 이윤과

서비스 품질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Apqar(1998)와

Hill(2001)은 탄력근무제에 대한 연구에서 탄력근무제가 조직의 생산성

증가 및 성과를 향상 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Schmidt & Duenas(2002)와

Hartman, Stoner & Arora(1992)는 재택근무에 대해 연구하면서, 재택근무가

구성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범위를 확대하여 일-가정양립제도(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연구 중

김종성․이병훈(2007)은 일-가정양립제도가 매출액과 정(+)의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제도 도입 수준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재무성과가

향상되며 특히 여성관리자 비율이 높을 경우 성과가 더욱 높아진다(김종숙

외, 2008). Clifton & Shepard(2004)는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 도입률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재무성과가 개선

됨을 실증하였으며, Galinsky et al.(2008)는 다양한 일-가정양립제도는

근로자의 갈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효과적임을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간 해외 및 민간부문에서 중점적으로 연구된 유연

근무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공공기관으로 연구대상을 확장하여 유연근무

제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표 17> 유연근무제도(일-가정양립제도)와 조직성과간의 선행연구 검토

구분 연구자 연구내용

유연
근무
제도

김원석(1995) 공공부문에서 유연근무제도의 도입으로 공무원들의 근무효
율향상, 생산성 향상, 직무수행 향상 기대

김경희 등(2008) 유연근무제도를 가족친화적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수용, 우
리나라의 근무형태와 성과 변화 기대

민경률ㆍ박성민(2013) 미국 연방정부 대상 유연근무제가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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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자 연구내용

유연
근무
제도

황순옥ㆍ한상일
(2013)

춘천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가 조직 업무성과등에 
긍정적 효과 실증

한혜진(2012) 재택근무는 조직효과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Carlson et 
al.(2010) 업무시간에 유연성을 부여할 경우 업무성과와 조직만족도를 높임

Reiley(2001) 유연근무제도를 통해 근로자 동기유발 및 생산성과 업무 
품질 향상 

Madsen(2011) 유연근무제가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조직몰입 증가

Stavrou(2005) 유럽 기업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도가 기업의 이윤과 서비스 
품질향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

Apqar(1998) 탄력근무제 활용이 조직 생산성 증가, 생산비용 절감, 우수
인력 유지에 효과가 있음을 실증

Hill(2001) 탄력근무제 이용 구성원이 그렇지 않은 구성원보다 성과가 우수 

Schmidt & 
Duenas(2002)

재택근무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그렇지 않은 구성원들에 비해 
이직률이 낮고 생산성이 높아짐을 실증

Hartman,Stoner 
& Arora(1992) 재택근무는 업무 효율성을 높일수 있음

Baltes et al.(1999) 유연근무제도가 근로자들의 만족도와 사기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침

일-
가정
양립
제도

김종성ㆍ이병훈(2007) 일-가정양립제도가 매출액과 정(+)의 관계가 있음

김종숙ㆍ이택면ㆍ
김남희(2008) 

일-가정양립제도 도입 수준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재무성과가 
향상, 특히 여성관리자 비율이 높을 경우 성과 더욱 높아짐

유규창ㆍ김향아(2006) 모성보호제도가 종업원 1인당 매출액 향상시키는 효과 실증

안은정(2009) 일-가정 양립제도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기업 측면에서 생산성 향상 효과

Clifton & 
Shepard(2004)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 
도입률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재무성과가 개선됨을 실증

Galinsky et 
al.(2008)

일-가정 양립제도가 조직의 생산성 향상, 근로자의 스트레스 
해소 및 애사심 제고, 우수 인재의 확보에 효과적임

Perry-Smith and 
Blum(2000)

일과 가정 양립제도의 도입률이 높아질수록, 조직의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등이 증가함을 실증 분석

Tsai & 
Wang(2005) 일-가정양립제도는 기업의 재무성과 향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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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및 방법

제 1 절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이론 및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공기업의 유연근무제도의 도입과 활용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

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즉 공공기관에서 유연근무제도의 도입과 활용이

기관의 경영성과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유연근무제도가 도입되던 시점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0개의 공기업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활용한 정도에 따른 경영성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공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종속변수로 종합적인 공기업경영성적을

나타내는 경영평가등급, 고객서비스 정도를 보여주는 고객만족도 점수

및 재무적 성과를 제시하는 1인당 매출액을 종속변수로 설정 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유연근무제의 실적을 계량화 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도입

유무와 활용률을 변수로 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기업의

규모적 요인으로 근로자수와 자산규모, 기업연령과 측정연도를 통제 변수로

적용하여 분석의 틀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그림 4>와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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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구모형

2. 연구가설

본 연구는 공기업의 유연근무제도 도입 및 활용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유연근무제와 조직의

성과에 대한 이론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대다수이다. 우선, 갈등이론(Conflict Theory)에서는 일-가족 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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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시킬 때 조직의 성과가 향상된다고 본다. 또한, 전이이론(Spillover

Theory)에서는 가정생활에서의 부정적 요소들이 직장생활로 전이될 경우

생산성이 감소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경계이론(Border Theory)에 따르면

개인이 직장과 가정의 조화를 위해 두 영역간 경계를 잘 관리한다면, 조직

만족도와 몰입을 높여 개인 및 조직의 성과를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선행연구에서도 대다수의 연구들이 유연근무제와 조직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Carlson et al., 2010;

Reiley, 2011; Stavrou, 2005; 민경률ㆍ박성민, 2013; 황순옥ㆍ한상일,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연근무제의 도입과 활용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우선, 유연

근무제도와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한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의 경영성과를 비교하기 위해 가설 1을 수립하였다.

[가설1] 공기업내유연근무제도도입이경영성과에정(+)의영향을미칠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공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종합적 측면

에서 경영평가점수를, 재무적인 측면에서 1인당 매출액을, 비재무적인 측면을

위해 고객만족도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세분화

하여 분석하였다.

(가설 1-①) 공기업 내 유연근무제도 도입이 경영평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②) 공기업 내 유연근무제도 도입이 1인당 매출액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③) 공기업 내 유연근무제도 도입이 고객만족도 평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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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공기업들의 제도 활용률에 따른 경영성과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가설 2를 수립하였다.

[가설2] 공기업내유연근무제도활용이경영성과에정(+)의영향을미칠것이다.

(가설 2-①) 공기업 내 유연근무제도 활용이 경영평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②) 공기업 내 유연근무제도 활용이 1인당 매출액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③) 공기업 내 유연근무제도 활용이 고객만족도 평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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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유연근무제 도입 및 활용과 관련하여 조직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유연근무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

점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이다. 독립변수로 유연근무제의 도입유무와

활용률을 기관별로 조사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대상

으로 매년 실시하는 경영실적 평가점수와 1인당 매출액 그리고 고객만족도

평가점수를 선정하였다. 종속변수 선정은 기관의 경영성과 측정과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였다.

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종속변수는 종합성과 지표로서 경영실적평가

등급, 재무성과의 지표로 1인당 매출액을, 비재무 성과지표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점수를 설정하였다.

1) 경영실적평가

이석원(2005)은 경영평가제도를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인센티브와 경고, 해임건의

등의 제재수단과 연계시켜 주인-대리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시키면서

정부투자기관의 책임경영을 확보하려는 통제의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성과측정 시스템” 이라고 하였다. 즉, 사전적 기능으로서 경영지침의 역할도

하나, 사후적 기능으로 공기업의 경영목표 달성도에 대한 성과감사의 특성을

가지는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의 역할을 한다(이상철, 2007). 비록, 경영

평가점수가 조직의 성과를 완벽하게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측정지표에

비해 기관의 성과에 대해 전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나바다, 2010).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성과측정을 위한 변수로서 정부경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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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을 사용한다. 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의 5개년간 기관별 평가결과를

사용한다. 정부경영평가 등급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공공성,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평가를 시행

하는 정부경영평가의 종합 결과이며 6단계(S등급-A등급-B등급-C등급

-D등급-E등급)로 구분한다. 평가 지표의 세부적인 내용과 기관별 점수는

경영실적평가 편람과 알리오(공공기관 통합공시 사이트)에 게시된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2014년도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별 기관수는 <표 18>과 같다.

<표 18>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분포

구 분 기관수 S A B C D E

’14년 116
(100%)

-
(-)

15
(12.9%)

51
(44.0%)

35
(30.2%)

9
(7.8%)

6
(5.1%)

공기업 30 - 7 6 10 4 3

준정부기관 31 - 5 18 8 - -

강소형기관 55 - 3 27 17 5 3

4년평균
(’10-’13)

108
(100%)

1
(0.23%)

15
(13.9%)

42
(39.4%)

33
(31.0%)

12
(11.1%)

5
(4.4%)

출 처 : 기획재정부(2015)

2) 1인당 매출액

기업의 재무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1인당 매출액을 사용하였다. 김권식ㆍ

박순애ㆍ이광훈(2015)은 생산성 지표로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을 사용하여

단위 투입요소당 매출액을 측정, 비교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하였으며,

하혜수ㆍ정광호(2014)는 성과급과 기관성과와의 관계분석에서 기관성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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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로 1인당 매출액 지표를 사용 하는 등 여러 연구에서 공공부문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매출액을 사용하고 있다.

유형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할 목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조직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매출액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1인당 매출액은 알리오(공공기관 통합공시 사이트)와 각

기관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2010년에서 2014년까지 5개년의 자료를 수집

하여 사용하였고, 매출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으로 지표를 측정하였다.

3) 고객만족도 평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근거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공기업의 경우 1999년

부터 시행되었으며, 2004년에는 전체 공공기관으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측정되던 평가체제를 일원화하여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 고객만족에 따른 경영개선의 성과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박준양, 2011).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수준과 대 국민 만족도 측정을

하는데, 해당 공기업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일대일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의 대표적

지표인 고객만족도 지수는 기업의 중요한 관리지표로, 김영찬(2004)에 따르면

고객만족도가 기업의 영엽이익 변화에 단기적 영향 뿐만 아니라 장기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과 활용에 따라 조직적

차원에서 기업의 이미지 등 주관적인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

고객만족도 점수를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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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유연근무제도의 활성화 부분을 측정하기 위해 제도의 도입유무와

활용률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으며, 두 변수에 대한 자료는 공공기관 통합

공시 사이트인 알리오에서 확보하였다.

유연근무제 도입유무는 연도별로 분석하여 도입한 기관은 “1”, 미도입

기관은 “0”이라는 측정값을 부여하였다.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각 공기업별

총인원 대비 유연근무제 활용인원을 나누어 계산한다. 각각의 독립변수가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에 있어 어떠한 통제변수를 적절히 포함하여 분석을 수행할

것인가가 연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기관의 근로자수, 자산규모, 기업연령 및 측정연도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유연근무제도의 도입과 활용이 기관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1) 근로자수 및 자산규모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기업규모를 정하고

이를 대표할 수 있는 근로자수와 자산규모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우선,

Daft(2003)는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인해 관리ㆍ행정

업무 담당자가 줄고, 전문인력의 비율이 증가하므로 기업의 성과에 직ㆍ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근로자수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인 알리오에서

각 연도 기업별 직원 정원자료를 수집하여 사용하였다. 근로자수에는 상임

임원은 포함되어 있으며,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제외하였다. 자산규모는

알리오의 각 연도별 기업별 대차대조표 상 자산규모액을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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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연령

공기업들의 설립 이후 기업의 연령이 오래될수록 학습효과가 발생하고,

이는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기업연령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3) 측정연도

본 연구에서 각 변수들의 조사 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로 5년간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011년 그리스 재정위기로 인한 유럽경제의 하락 등

외부적 환경요인이 국내외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와 같은 연도별

영향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각 측정연도별 더미변수를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19> 변수의 측정

구분 변   수 조 작 적 정 의

종속
변수

경영
성과

경영평가
등급 S등급(=6), A등급(=5), B등급(=4), C등급(=3), D등급(=2), E등급(=1)

1인당
매출액 ln(매출액 ÷ 총인원)

고객
만족도평가 고객만족도 점수

독립
변수

유연근무제 
도입유무 미도입=0, 도입=1

유연근무제 
활용률 (유연근무제 활용자수) ÷ 총인원 × 100

통제
변수

기관
규모

자산규모 In(자산)

종업원수 ln(종업원수)

기관연령 해당연도 - 설립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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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분석틀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공기업의 유연근무제와 경영성과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간 시계열과 횡단면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는 패널데이터

분석(Panel Data Analysis)을 활용하였다.

30개의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유연근무제의 도입유무(introduction) 및

활용률(total_ratio)을 독립변수로, 공기업의 종합성과를 측정하는 경영평가등급

(evaluation), 조직의 재무성과를 측정하는 1인당 매출액(ln_per_sales) 및 비

재무성과를 측정하는 고객만족도 평가점수(satisfaction)를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조직의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근로자수

(ln_employee_n), 자산규모(ln_asset), 기업연령(old) 및 측정연도(year)를

통제변수로 하여 연구의 기본 분석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표 20> 연구의 기본 분석틀

시계열자료 및 횡단면자료와 비교한 패널데이터의 장점은 첫째, 횡단면

데이터는 변수들간의 정적(static)관계만을 추정할 수 있다면, 패널데이터는

개인이 반복 관찰되기 때문에 동적(dynamic)관계의 추정이 가능하다. 둘째,

개체들의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 요인을 모형내에서

고려가 가능하다. 변수를 구성하는 각 개체의 고유한 특성이 회귀모형에서 제외

된다면 누락된 변수로 인한 편의(omitted variable bias)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모형에서는 개체별 이질성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모형설정오류(model misspecification)를 줄일수 있다. 셋째, 패널데이터는

시계열 및 횡단면 데이터에 비해 더욱 많은 정보와 변수의 변동성(variability)을

제공한다. 따라서결론적으로효율적인추정량(efficient estimator)을얻을수 있으며,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점을 완화시킬수 있다(민인식ㆍ최필선, 2012).

Y= α +β1(introduction) + β2(total_ratio) + β3(ln_employee_n) +β4(ln_asset)

+ β5(old) + β6(year) + μ + 

* μ : 오차항(관측불가 오차) *  : 교란항(개별효과에 따른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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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제 1 절 기초통계 분석

1. 프로그램 및 데이터 특성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과 활용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패널데이터의 실증분석을

위해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인 STATA(ver.13)와 SPSS(ver.22)이 사용되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패널데이터는 각 개체의 데이터 포괄기간이 동일한지의 여부와 시간갭

(Time gap)의 여부에 따라 4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로는 시간

갭이 없는 균형패널로 각 개체의 데이터 포괄기간이 동일하고 시간갭이

없는 경우이다. 둘째로는, 시간갭이 없는 불균형 패널로 각 개체의 데이터

포괄기간이 다르지만 시간갭이 없는 경우이다. 셋째로는 시간갭이 있는

균형패널로 각 개체의 데이터 포괄기간이 동일하지만 시간갭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넷째로 시간갭이 있는 불균형 패널로 각 개체의 데이터 포괄

기간이 다르며 시간갭이 존재하는 경우이다(민인식ㆍ최필선, 2012).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패널데이터의 4가지 유형 중 각 개체의

데이터 포괄기간이 동일하고 시간갭이 없는 균형 패널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 패널데이터의 4가지 유형

구 분 시간갭이 없는 패널 시간갭이 있는 패널

균형패널
각 개체의 데이터

포괄기간이 동일하고
시간갭이 없음

각 개체의 데이터
포괄기간이 다르지만
시간갭이 없음

불균형패널
각 개체의 데이터

포괄기간이 동일하지만
시간갭이 존재

각 개체의 데이터
포괄기간이 다르며
시간갭이 존재

출처 : 민인식ㆍ최필선(2012),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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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 통계량 분석

(1) 독립변수

유연근무제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유연근무제의

도입유무와 유연근무제 활용률을 각각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기초

통계량은 <표 22>와 같다. 유연근무제 도입유무에서는 도입한 기관의

경우 1, 도입하지 않은 경우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유효한 표본

수는 149개이고 평균값은 0.770, 표준편차는 0.421이며 최소값과 최대값은

각각 0과 1이다. 대다수의 공공기관들이 2010년도까지는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으나, 2011년도 정부의 유연근무제도 도입 이후 2012년도

까지 순차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었다. 그 후 2013년도부터는 공기업군에

속해 있는 30개 공기업은 모두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표 22> 독립변수 기술 통계량(=유연근무제 도입유무)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유연근무제 도입유무 149 0.770 0.421 0 1

30개 공기업의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평균 10.511%, 표준편차는 14.429이며

가장 활용률이 높은 기관은 2014년도 한국감정원으로 68.98%의 최대값을

보이고 있다. 유연근무제를 세분화하여 시간제근무,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로

구분할 경우 탄력근무제의 활용률 평균값이 7.581%로 가장 크며, 시간제

근무의 활용률은 2.298%, 원격근무제는 0.631%의 낮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표 23> 독립변수 기술 통계량(=유연근무제 활용률)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유연근무제 활용률 149 10.511 14.429 0 68.980

- 시간제근무 활용률 149 2.298 5.691 0 42.369

- 탄력근무제 활용률 149 7.581 12.106 0 66.856

- 원격근무제 활용률 149 0.631 2.778 0 2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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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변수

공기업의 경영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종합지표로서 경영

평가등급, 재무적지표로 1인당 매출액 그리고 비재무적지표로 고객만족도

평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경영평가등급은 1등급(E)에서 6등급(S)까지 총 6개의 구간으로 분류

되어 있으며, 평균값은 3.380이며 표준편차는 1.187이다.

1인당 매출액은 분석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로그값으로 치환

하여 적용하였다. 평균값은 7.058이며 표준편차는 1.158이다. 최소값은

2010년 대한석탄공사의 4.561(95백만원)이며, 최대값은 2013년도 한국가스

공사의 매출액인 9.339(113억원)이다.

고객만족도 점수에 대한 기술 통계량은 평균이 93.335점이며 표준편차는

4.245로 분석되었다. 고객만족도 최소값은 77.114점으로 2011년도 여수광양

항만공사이고, 최대값은 2014년도 한국수자원공사의 99.342점이다.

<표 24> 종속변수 기술 통계량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경영평가등급 136 3.380 1.187 1 6

(ln)1인당 매출액 149 7.058 1.158 4.561 9.339

고객 만족도 평가 117 93.335 4.245 77.114 9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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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가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해 기관의 특성요인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자산규모, 종업원수,

기관연령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각각의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량은 <표 25>와 같고, 분석의 오차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자산규모와 종업원수는 자연로그값으로 치환하여 분석하였다.

자산규모의 최대값은 18.971(한국토지주택공사 2013년, 173조 3,475억원)

이며, 최소값은 11.604(한국감정원 2011년, 1,095억원)이다. 자산규모의 평균값은

15.409이고 표준편차는 1.768이다.

종업원수의 최대값은 10.308(한국철도공사 2010년, 29,958명)이고 최소

값은 4.407(울산항만공사 2011년, 82명)이다. 평균은 7.103이고 표준편차는

1.398이다. 기관연령의 최대값은 65년(한국마사회 2014년)이고 평균은

24.5년, 표준편차는 19.837이다.

<표 25> 통제변수 기술 통계량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ln)자산규모 149 15.409 1.768 11.604 18.971

(ln)종업원수 149 7.103 1.398 4.407 10.308

기관연령 149 24.500 19.837 0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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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간 상관계수 분석

본 연구에서는 패널데이터 분석을 하기에 앞서 우선 피어슨(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란 두 개 이상의 변수에 있어 한

변수가 변함에 따라 다른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그 강도와

방향을 말하는 것이다. 상관관계의 정도는 –1에서 +1사이에 있게 되며,

절대값 1에 근접할수록 상관관계는 높아지고, 0에 가까울수록 그 관계는

낮아진다. 결국, 상관관계의 강도는 절대값 1에 가까울수록 높아지고, 방향은

+의 경우 정방향, -는 음의 방향이라 할 수 있다(송지준, 2008).

상관관계 분석에 있어 변수들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26> 상관관계 정도

상관관계 계수 상관관계 정도

±1 완전 상관관계

±0.9이상 매우 높은 상관관계

±0.7～±0.8 높은 상관관계

±0.5～±0.6 보통 상관관계

±0.4이하 약한 상관관계

출처 : 송지준(2008)

상관관계 분석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독립변수들간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회귀계수를 추정 정확도를 낮추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사전에 발견

하여 제거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0.5이상의 상관관계가 발생하는

독립변수가 있을 경우 제거하여 분석 모형을 재설정 하게 된다. <표 27>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유연근무제 도입유무와

활용률은 상관관계가 0.397로 나타나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

<표 27> 에서 우선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그리고 통제변수와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경영평가등급과 독립변수인 유연근무제 도

입유무는 –0.229의 값을 갖는 약한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유연

근무제 활용률 등 다른 변수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관측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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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인 1인당 매출액은 통제변수인 자산규모 및 기관연령과 각각

0.355, 0.176의 값을 갖는 약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마지막 종속변수인

고객만족도는 독립변수인 유연근무제 도입유무와 0.226의 값을 갖는 약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통제변수들과도 유의미한 약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7> 변수간 상관계수 분석표

유연
근무제
도입유무

유연
근무제
활용율

경영
평가
등급

1인당
매출액

고객
만족도

자산
규모

종업
원수

기관
연령

유연
근무제
도입유무

1.00

유연
근무제
활용률

0.397** 1.00

경영평가
등급

-0.229** -0.002 1.00

1인당
매출액

0.65 -0.016 -0.120 1.00

고객
만족도

0.226** 0.082 0.265** 0.022 1.00

자산
규모

0.110 0.089 -0.009 0.355** 0.259** 1.00

종업
원수

0.084 0.087 0.038 0.142 0.377** 0.689** 1.00

기관
연령

0.113 -0.014 0.052 0.176* 0.237* -0.095 0.167* 1.00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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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패널데이터 분석 방법 및 모형

1. 분석 방법 도출

본 연구에서 다루는 패널데이터 분석은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어 질 수 있다. 그 중 주어진 데이터가 패널구조임을 고려하지 않고,

데이터를 OLS(최소자승법)로 추정하는 것을 합동(Pooled) OLS라고 한다.

이러한 합동 OLS모형은 추정량이 기본적인 4가지 가정2)에 부합해야만

올바른 추론으로 이어진다(민인식ㆍ최필선, 2012). 합동 OLS 모형은 패널

데이터를 분석함에 있어 가장 간단하고 용이한 모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 가정을 위배할 경우 OLS 추정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패널데이터의 특성상 횡단면데이터와 시계열데이터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나 분석대상인 기관 고유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데이터 분석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합동 OLS 모형의 추정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패널데이터 분석을 위해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s Model)과 확률효과

모형(Random-Effects Model)이 존재한다. 이 두 모형은 오차항을 보는

관점에 따라 분류하는데, 고정효과모형은 횡단면 자료인 공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변수들이 독립적인 특성(절편)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반면, 확률효과

모형은 각 공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을 가정하는 점은 동일

하나, 개별 기업들의 특성이 일정한 평균값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기업

집합으로부터 나오는 확률로부터 추정된다고 가정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유미년 외, 2008).

이러한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중 어떤 모형이 연구에 적절한

2) 기본적 OLS 가정은 첫째, 모든 패널개체 및 시점에 대해 오차항의 기대값이 “0”이

되어야 함. 둘째, 모든 패널개체 및 시점에 대해 오차항의 분산은 으로 등분산성
(homoskedasticity)을 의미함. 셋째, 패널개체의 오차항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어야
하며, 동시에 한 개체의 서로 다른 시점의 오차항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함. 넷째, 오차항과 설명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함
(민인식ㆍ최필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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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인지 추정하기 위해서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실시하였고,

이는 독립변수와 개별효과 교란항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다(정성호, 2013). 즉, 하우스만 검정을 통해 독립변수(x)와 개별효과

(ε)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상관관계가 존재할 경우 고정효과모형을,

상관관계가 없다면 확률효과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연구 결과를 분석하는데

적정하다(Wooldridge, 2008).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순서와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2. 합동 OLS 분석

패널데이터 분석을 하기 전 합동(Pooled) OLS 방법을 통해 유연근무제

도입 및 활용이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 보았다.

우선, 독립변수가 유연근무제 도입유무로 하였을 경우 종속 변수인

경영성과를 구성하는 경영평가등급, 1인당 매출액,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추정하였다. 그 결과 경영평가등급은 99% 신뢰수준

에서 유의미한 부(-)의 효과를 보였으며, 고객만족도는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1인당 매출액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표 28> (Pooled OLS) 유연근무제 도입유무 → 공기업 경영성과

구 분 계 수 표준오차 t P>|t|

경영평가등급 -0.7368421*** 0.2699706 -2.73 0.007

1인당 매출액 0.2269148 0.2260529 1.00 0.317

고객 만족도 2.299385** 0.9234711 2.49 0.014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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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독립변수가 유연근무제 활용률일 경우 종속 변수인 경영평가

등급, 1인당 매출액,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추정하였다.

그 결과 경영성과를 구성하는 경영평가등급, 1인당 매출액, 고객만족도가 유연

근무제 활용률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Pooled OLS) 유연근무제 활용률 → 공기업 경영성과

구 분 계 수 표준오차 t P>|t|

경영평가등급 -0.0001433 0.0069603 -0.02 0.984

1인당 매출액 0.0023031 0.0066166 0.35 0.728

고객 만족도 0.0231605 0.0262167 0.88 0.379

*p<0.1, **p<0.05, ***p<0.01

3. 하우스만 검정

패널데이터 분석시 고정효과모형 및 확률효과모형 중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하우스만 검증(Hausman Test)을 수행하였다. 두 가지의 모형 중

개별효과와 설명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의 정도에 따라 모형의 선택이 결정된다.

민인식ㆍ최필선(2012)에 의하면 하우스만 검정의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귀무가설이 맞다면, 확률효과 모형이 고정효과 모형보다 분석에 있어

더욱 효율적이며, 귀무가설이 틀리다면, 고정효과 모형이 효율적인 모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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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하우스만 모형의 가정은 귀무가설이 맞다면 고정효과와 확률효과

추정량이 일치 추정량이므로 서로 비슷한 값을 가지며, 체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귀무가설이 틀리다고 한다면 확률효과 추정량은

일치추정량이 아니므로 고정효과의 추정량과 체계적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고정효과와 확률효과의 관계를 이용한 검정이 하우스만

검정이다.

즉 하우스만 검정결과 상관관계가 있으면 고정효과모형, 상관관계가

없으면 확률효과모형으로 연구를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하우스만 검정 결과를 살펴보면, 종속변수를 경영평가등급

및 고객만족도로 하였을 경우 p값이 0.05보다 작으므로 95% 신뢰수준에서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또 다른 종속변수인 1인당 매출액의 경우에는 p값이 0.8967로 0.05%보다

크기 때문에 고정효과 모형보다 확률효과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적절

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0>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

종속변수 chi2 prob>chi2

경영평가등급 16.95 0.0002

1인당 매출액 0.22 0.8967

고객 만족도 7.55 0.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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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

본 연구의 패널데이터 분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독립변수

로는 유연근무제 도입여부와 유연근무제 활용률로 하여 종속변수인 경영

실적 평가결과, 1인당 매출액 및 고객만족도 평가결과를 각각 분석하였다.

1.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 결과

<표 31>은 독립변수인 유연근무제 도입유무, 유연근무제 활용률,

통제변수인 자산규모, 종업원수, 기관연령 그리고, 종속변수인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대한 패널 분석결과이다. 독립변수인 유연근무제 도입유무

및 유연근무제 활용률 모두 95% 신뢰수준에서 p값이 0.05보다 커서, 종속

변수인 경영실적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즉, 가설 1-①인 ‘공기업내 유연근무제도 도입이 경영평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가설 2-①인 ‘공기업 내 유연근무제도 활용이 경영평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을 기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종속변수 : 경영실적평가, N=136)

구 분 계 수 표준오차 P>|t|

독립
변수

유연근무제
도입유무

0.2805291 0.963 0.772

유연근무제
활용률

0.0131467 0.008 0.139

통제
변수

자산규모 -1.095538 0.626 0.083

종업원수 -1.466193 1.447 0.313

기관연령 -0.2169316 0.250 0.388

상수항 36.53477 12.362 0.004

F test that all u_i=0: ------------------- Prob > F = 0.0000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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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인당 매출액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은 직원들의 1인당 매출액을 종속변수로 하여 패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연근무제 도입유무는 95% 신뢰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연

근무제를 도입에 따라 1인당 매출액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한편, 통제변수 중 자산규모는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종업원수는 유의미한 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기관연령은 종속변수에 어떠한 유의미한 관계도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설 1-②인 ‘공기업내 유연근무제도 도입이 1인당 매출액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됨을 알 수 있으며, 가설 2-②인 ‘공기업 내

유연근무제도 활용이 1인당 매출액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기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종속변수 : 1인당 매출액, N=149)

구 분 계 수 표준오차 P>|z|

독립

변수

유연근무제

도입유무
0.2630034** 0.108 0.016

유연근무제

활용률
-0.0023985 0.001 0.199

통제

변수

자산규모 0.3960829*** 0.094 0.000

종업원수 -0.3907645*** 0.143 0.007

기관연령 0.006172 0.009 0.495

상수항 3.553119 1.194 0.003

F test that all u_i=0: ------------------- Prob > F = 0.0000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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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만족도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 결과

<표 33>은 독립변수를 유연근무제 도입유무와 유연근무제 활용률로 하고,

종속변수를 고객만족도평가로 하여 패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유연근무제 도입유무는 99% 신뢰수준에서 고객만족도평가에 유의

미한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유연근무제 활용률 및

통제변수들은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즉,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관이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 고객만족도평가 점수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가설 1-③ ‘공기업 내 유연근무제도 도입이 고객만족도 평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고, 가설 2-③ ‘공기업 내 유연근무

제도 활용이 고객만족도 평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됨을

알 수 있다.

<표 33>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종속변수 : 고객만족도평가, N=117)

구 분 계 수 표준오차 P>|t|

독립

변수

유연근무제

도입유무
5.273014*** 1.884 0.006

유연근무제

활용률
-0.0047419 0.031 0.879

통제

변수

자산규모 1.742086 2.025 0.392

종업원수 -2.445252 5.071 0.631

기관연령 -0.756407 0.544 0.169

상수항 102.6681 37.58 0.008

F test that all u_i=0: ------------------- Prob > F = 0.0000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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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가설 검증

본 연구는 유연근무제의 도입과 활용이 공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연근무제도의

도입유무와 유연근무제도의 활용률을 2개의 독립변수로 각각 설정하였고,

공공기관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자산규모, 종업원수, 기관연령 및

측정연도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유연근무제 및 경영성과와 연관된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경영평가등급, 1인당 매출액, 고객만족도 평가점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설을 검증한 결과가 <표 34> 이다.

<표 34> 연구가설 검증 결과

구분 연구가설 예상결과 분석결과

가설1
공기업 내 유연근무제도 도입이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양(+) 일부양(+)

1-1
공기업 내 유연근무제도 도입이 경영평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양(+) 없음

1-2
공기업 내 유연근무제도 도입이 1인당 매출
액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양(+) 양(+)

1-3
공기업 내 유연근무제도 도입이 고객만족도
평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양(+) 양(+)

가설2
공기업 내 유연근무제도 활용이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양(+) 없음

2-1
공기업 내 유연근무제도 활용이 경영평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양(+) 없음

2-2
공기업 내 유연근무제도 활용이 1인당 매출
액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양(+) 없음

2-3
공기업 내 유연근무제도 활용이 고객만족도
평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양(+)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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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 가설 1인 공기업 내 유연근무제도 도입이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일부만 채택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연근무제도 도입이 직원들의 1인당 매출액 및

고객만족도 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어 가설 1-2, 가설

1-3은 채택되었다. 한편, 유연근무제도 도입이 경영평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가설 1-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이 나오지 않아

기각되었다.

그러나, 유연근무제 활용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이 나오지 않아 기각되었다. 즉, 유연

근무제 활용에 따라 경영평가결과, 1인당 매출액, 고객만족도와 같은

지수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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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일과 가정을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해왔다. 가사와

육아는 여성의 몫이고, 남성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당연한 것

으로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를 겪으며, 여성의 경제

활동은 맞벌이 가정을 증가시켰고, 이는 일과 가정내 역할 사이에서 갈등을

야기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 공공부문에 소개된 유연근무제도 또한 이러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시작되었다. 유연근무제는 공공기관에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2013년에는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미 미국ㆍ영국ㆍ일본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유연근무제도의

도입과 활용에 따른 효과성이 입증되었으며, 현재에도 조직 내에서의 만족도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유연근무제도는 초기단계로 제도의 활성화 방안 및 만족도

조사 등 기초적인 부분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유연근무

제도와 조직의 성과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연구한 자료는 거의 찾아

보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의 유연근무제도 도입과 활용이 조직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경영성과는

경영평가등급, 1인당 매출액, 고객만족도 지수를 측정지표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유형 중,

시장형공기업(10개)과 준시장형공기업(20개)으로 분류되는 총 30개의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의 5개년치 자료를 수집

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시계열자료와 횡단면자료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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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통계 패키지 STATA 13 및 SPSS

22를 이용해 통계분석을 진행 하였고, 통계기법으로는 기초통계, 상관분석

및 패널데이터 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검증하기 위한 가설로는 우선 공기업에서 유연근무제도의

도입과 경영성과(경영평가등급, 1인당매출액, 고객만족도)와의 인과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유연근무제도의 활용과 경영성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독립변수를 기준으로 2개의 큰 가설과 6개의

세부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과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표 35>와 같다.

<표 35> 연구 결과 요약

가 설 독립변수 종속변수 예상효과 결 과

가설 1 유연근무제 도입 → 경영성과 양(+) 일부양(+)

1-1 유연근무제 도입 → 경영평가 양(+) 없음

1-2 유연근무제 도입 → 1인당 매출액 양(+) 양(+)

1-3 유연근무제 도입 → 고객만족도 양(+) 양(+)

가설 2 유연근무제 활용 → 경영성과 양(+) 없음

2-1 유연근무제 활용 → 경영평가 양(+) 없음

2-2 유연근무제 활용 → 1인당 매출액 양(+) 없음

2-3 유연근무제 활용 → 고객만족도 양(+) 없음

<표 35> 의 결과에 의하면, 유연근무제의 도입과 경영성과 간에는

일부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나, 유연근무제 활용과 경영성과 간에는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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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도 확인할 수 없었다. 각 가설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유연근무제 도입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설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제외한 1인당 매출액과 고객만족도에 유의미한 양

(+)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가설 1-2와 1-3은 채택되었고, 가설

1-1은 지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유연근무제 활용과 경영성과간의 인과관계는 당초 양(+)의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실증 분석 결과 유의미한 값이 도출되지 않아

2-1, 2-2, 2-3의 가설은 모두 지지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유연근무제 도입 및 활용이 당초 경영성과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유연근무제의 도입만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난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유연근무제도가 도입초기이다 보니 활성화 되어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유연근무제도가 공공부문에 소개된

것은 2010년도이다. 또한, 실제 공공기관에서 도입을 한 시점은 2011년부터

이고, 2013년도에 이르러야 모든 공기업이 도입을 하였다. 따라서, 도입

초기 시점인 현재, 분석을 위해서는 활성화의 효과 보다는 도입 유무로

경영성과를 분석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연근무제도 도입은 매출액이나 고객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나,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우선, 유연근무제와 경영평가 제도와의 연관성이다. 경영평가항목 중

유연근무제도의 활용 등이 평가의 한 항목이긴 하나 배점 비중이 작고,

경영평가편람을 살펴볼때 경영평가제도는 공기업의 다양한 항목을 평가

하는 제도로써 유연근무제의 도입에 의한 효과가 직접적으로 경영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유연근무제도의 시행초기

이다 보니 그 효과와 영향이 아직 경영평가점수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

반면, 유연근무제도가 내부 직원들의 만족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많은 선행연구(민경률ㆍ박성민, 2013; 황순옥ㆍ한상일, 2013)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이러한 내부고객들의 만족도는 외부고객의 만족도와 이어지고

(박유식ㆍ한창희, 2012), 결국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 유연근무제의 도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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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도 지수와 영향이 있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하게 된다. 또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유연근무제 또는 일가정양립제도가 기업의 경영성과 중

매출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김종성 외, 2007; Stavrou, 2005; Perry-Smith and Blum, 2000).

종합적으로 유연근무제의 도입에 따른 경영성과는 경영평가점수를 제외

하고는 상승한다고 할 수 있다. 유연근무제 활성화부분이 아직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할 때 제도의 부정적인 측면과 한계점을 극복하고, 활용ㆍ확산

한다면 조직의 성과와 직접적인 연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유연근무제도의 활성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적

제언을 통해 본 결론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첫째,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리더의 강한 리더십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자율적으로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형성

되어 있지 않으면,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등과 같은 자율성에 기반을 둔

제도들은 단지 명목상으로 만 존재할 것이다. 리더는 이러한 조직문화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리더십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리더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관심을 갖는다면 유연

근무제의 활성화는 더욱 쉬워질 것이다.

둘째, 조직 내에서의 신뢰관계의 중요성이다. 유연근무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신뢰와 자율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조직내부에서 유연근무제도가

일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된다면, 유연근무제도의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셋째,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보상이 필요하다. 유연근무제도는

기존의 우리나라에서 중요시하는 적시성과 면대면 업무 특성에 있어서의

큰 변혁이다. 따라서, 유연근무제도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평가자들도 유연근무제도

활용자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간다면

구성원들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 본인들의 업무성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62 -

제 2 절 인터뷰를 통한 연구의 보완

본 연구의 대상이 일부 기관에 국한되어 실증분석을 하였고, 최초에

판단한 유연근무제 활용이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연구의 내용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이를 분석하여

본 연구의 내용을 확장하고자 한다.

본 인터뷰는 실제 연구대상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2명의 직원3)과 대면하여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조직내에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어떠한 이점이

있었고, 그러한 이점이 경영성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이다.

“아이가 3명이 있다 보니 유연근무제를 제도 도입시점부터 계속 활용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시차 출퇴근제로 유연근무를 하다가 셋째가 태어

나고 나서는 시간선택제 근무도 일부 병행하여 이용 하고 있어요. 처음

에는 직원들 사이에서 눈치도 보이고, 평가시에도 불이익을 받을거 같았

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내에서도 유연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많아지고

직원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예요. 유연근무를 하기전에는

육아 문제나 가사 문제가 일하면서도 언제나 생각났는데 지금은 업무시

간에 더욱 집중할수 있게되었고 근무시간이 짧아진 만큼 가정에도 충실

할 수 있어 만족도가 정말 높아요. 결국 걱정이 줄게 되고 일과 가정안

에서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다보니 자연스럽게 회사일도 즐거워지고 능률도

오르는거 같아요”(여성 42세, H공기업 3급 최OO 차장)

“2년전에 본사에서 지사로 발령이 나면서, 아이 육아 문제와 아내 직장

문제로 이사를 못하고 원래 살던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매일 1시간

3) 2명의 직원은 H공기업에 다니는 15년차 차장급(3급) 여직원과 K공기업에 다

니는 11년차 과장급(4급) 남직원이다. 인터뷰 일시는 2016년 4월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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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씩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은 막히는 구간이

많아 그 이상이 걸리고 회사에 들어오면 이미 피로해지는 것 같아요. 결국

1년 전부터 시차출퇴근제로 아침 8시에 출근하여 5시에 퇴근하는 제도를

이용하고 있어요. 일이 많을때는 물론 5시에 나오기는 힘들지만 출퇴근

혼잡시간대를 피해 이동하다보니 피로감이 적고 집에도 일찍 갈수 있어

아이와 놀아주는 시간이 더 길어 졌어요. 아침에 일찍 출근하다보니 남

들보다 일찍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어 하루를 남들보다 알차게 보내는

것 같아요. 가정과 직장에서의 일이 즐거워지니 회사일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달에는 부서에서 우수직원으로 뽑혀 상도 받았답니다.

아직 제도를 이용한지 얼마 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회사안에서

많은 직원들이 이용하여 만족도가 높아지고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분명

회사의 성과에도 큰 도움이 될 거 같아요”(남성 38세, K공기업 장OO과장)

이 두 인터뷰를 통해 직장과 가정내에서의 균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도가 활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개인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인터뷰 대상자 모두,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가정과

직장내에서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이는 회사내에서 집중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 개인적인 업무성과에도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대답

하였다. 결국 이러한 개인들의 성과는 장기적으로는 조직의 성과와도 연결

될 것으로 보여지고, 유연근무제도의 활성화가 조직의 성과와 연결된다는

김원석(1995)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30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대상 범위를 준정부 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한 전체 기관으로 확장



- 64 -

하였다면 연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배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등의 결과값을 비교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둘째, 유연근무제는 크게 시간제근무, 탄력근무제 및 원격근무제로 구분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유연근무제를 전체적으로 분석하였으나, 각 유형

별로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

에서는 어떠한 유형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것이 조직의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 조직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종속변수로 경영평가

등급, 1인당 매출액 및 고객만족도 지수를 설정하였으나, 공기업의 경영

성과에 대한 명확한 정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기업 경영평가와

같은 경우, 다양한 설립목적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공기업 들이 하나의

범주로 평가되어 우수하다고 결론 내려진다면, 과연 타 기관에 비해

우수한 공기업이 되는지와 경영성과가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모호하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실적이 명확히 드러나는 사기업과 달리

공기업에서는 1인당 매출액이 타 기업보다 높다고 해서 반드시 경영성과가

우수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과 동일한 결론이다.

끝으로, 연구에 사용된 패널데이터의 한계이다. 본 연구의 자료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5개년치 자료를 30개 기관에 대해 분석하였기

때문에 총 150개의 데이터 개체를 가지고 있으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는 일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유연근무제도가 활성화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성과와의 인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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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zation of Flexible Work

Arrangements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Public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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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problems of low-birth and aging in Korea, there have

been increasing double-income families because of growing economic

activity of the female. However, it is not easy to achieve balancing

of work and family roles.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flexible work

arrangements for reinforcing work-family balance and improving

quality of life since 2010.

Flexible work arrangements are at an early stage and the studie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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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ed only to the activation plan and foreign cases analysis in

Ko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search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flexible work arrangements so as to

develop and activate flexible work arrangements in public sector.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flexible work arrangements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public

enterprises.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flexible work arrangements

we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The dependent variables are

business performance evaluation, sales per person and customer

satisfaction index. And also, number of employees, asset size,

enterprise age and year of measurement were used as control

variables. Targeting for 30 public enterprises among the types of

public institutions, panel data for 5 years from 2010 to 2014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rough stata 13.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showed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flexible work arrangements have positive influence on the sales

per person and customer satisfaction index except business

performance evaluation. However the analysis showed that no

significant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utilization of flexible work

arrangements and management performance.

The reason for this results, there are limits in the amount of data

that can be analyzed because the flexible work arrangements are at

the stage of beginning. Therefore, it is estimated that the

supplementary study will be available as panel data is accumulated

and flexible work arrangements are matured.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flexible work

arrangements were analyzed with actual proofs considering that the

introduction of flexible work arrangements influence positively on the

sales per person and customer satisfaction index, which measure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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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performance. Although the utilization of flexible work

arrangements have not any significant influence on management

performance directly, it is thought that the flexible work

arrangements will be settled as one of the competitive working type

by various researches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phase of

the policy considering that the flexible work arrangements are at the

beginning stage.

keywords : Public Enterprise, Flexible Work Arrangements, Managemen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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