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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유연근무제의 도입이 조직성과 특히, 재무성과 및 이직의도

와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존 선행연

구에 대한 사전조사 및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에 응답한 사업장

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도입여부에 따른 조직성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유연근무제와 관련한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개인의 조직몰

입 또는 직무만족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유연근

무제 도입에 따른 조직차원의 성과와 구성원들의 개인적 차원의 성과를

동시에 분석하기 위해, 재무성과와 이직의도를 중심으로 연구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유연근무제 중 상대적으로 활용

빈도가 높은 선택적시간제와 탄력적시간제 두 가지 근무형태를 선택하

여, 각각의 제도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마지막

으로, 주주이익 및 조직이윤 극대화라는 비교적 명확한 조직목표를 가진

민간부문에 비해 목표 및 평가 그리고 의사결정 단계가 모호하고 국가가

추진하는 정부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공공부문 두 조

직형태 사이에서 제도 도입 및 성과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본

논문에서는 그 조직형태에 따른 제도효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자료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5차 사업체패널조사 데이터를 이용하

였으며, 전체 대상 중 분석기준에 맞는 1,259개 조직(민간부문 1,110개,

공공부문 149개)를 추출하여 SPSS22.0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유연근무제 도입여부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사업

장 연령과 자산규모가 재무성과에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였다. 사업장 연

령이 증가하고 자산규모가 커질수록 재무성과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유연근무제 도입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제도 도입과 재무성과 간의 연관성은 있어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유연근무제 도입과 재무성과의 관계에서 조직형태가 조절작용을 하는지

를 살펴본 결과, 모델의 적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모델의 설명

력도 이전 모델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투입된 상호작용 변수가 유의미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연근무제 도입과 재무성과의 관계에서

조직형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유연근무제 도입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통제변수로 설정한 근로자수, 사업장 연령, 자산규모,

노조 유무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노조 유무만이

이직의도와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였다. 즉, 노조가 없는 경우 보다 있는

경우 조직 구성원들의 이직의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통제변수를 설정한 조건에서 유연근무제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경우 이직의도가 감소되고, 통

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조직 형태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어, 조직형태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조직성과 특히 재

무성과와 이직의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 제시 등을

통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어 : 유연근무제, 시간제근무제, 탄력근무제, 재무성과, 이직의도

학 번 : 2016-2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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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들어, 민간부문 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인적자원관리 및 활용

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미 OCED 국가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선진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인사개혁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조직원

들의 업무 시간 통제보다는 개개인들의 직무몰입이나 자발성 여부에 따

라 조직의 성과가 크게 차이가 나고 있으며, 시간이나 동작에 대한 연구,

인간 관계론적 방법 등 과거에 취했던 인적자원관리 방법만으로는 더 이

상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조현국,2011)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화 되고 정착된 유연근무제이지만, 아직 우리나라

의 유연근무제는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통계청자료(2013)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1,849만 명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임금근로자는

297만 명(16.1%)에 불과하다. 그리고 연령계층별 유연근무제 활용률을

살펴보면, 15∼29세 임금근로자들의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19.4%로 전체

연령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지만, 30∼39세 임금근로자의 경우 그

비율이 11.2% 급감했다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표 1 연령 계층별 유연근무제 활용률 (2013년 통계청 자료 재구성)

유연근무제 현황

(단위: 천명,%)

임금근로자 활용 미활용

비율 비율 비율

전 체 18,489 100.0 2,970 16.1 15,520 83.9

연령

계층별

15-29세 3,530 100.0 684 19.4 2,845 80.6

30-39세 4,827 100.0 540 11.2 4,288 88.8

40-49세 4,861 100.0 635 13.1 4,225 86.9

50-59세 3,605 100.0 549 15.2 3,056 84.8

60세이상 1,667 100.0 562 33.7 1,105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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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

고 있는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은 2015년 현재 1.24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향후 5년 안에는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여 2020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이러한 저

출산 고령화는 향후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잠재 성장률 저하를 초래하는

등 우리나라의 지속 성장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추이자료를 살펴보면 출

산연령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난다. 먼저 2005년에는 25∼29세의 여성들

이 91.7천명을 출산해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였지만,

2015년에는 30∼34세 여성들이 116.8천명, 35∼39세 여성들이 48.3천명을

출산해 과거(2005년)에 비해 출산연령의 시기가 많이 늦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1 기간별 및 연령별 출산율 추이(2015년 통계청 자료)

이런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방안 차원으로 우리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Framework Acton Low birth in an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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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새로마지플랜 2015’는 제2차 저출

산·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4대 분야 231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그 중

에서 저출산 문제해결과 직결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근무 환경 조성’

부문에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유연한 근무형태 확대 및 휴가·휴직제

도 개선 등 일·가정양립 확산을 위한 정부의 세부 실천 방안들이 포함되

어 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도 유연근무제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 된 바 있다.(이현아,2012)

정부차원의 제도 도입과 정책 실현을 통해 저출산 문제 및 노동 유연성

개선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직사회에는 ‘남

성은 직장, 여성은 가사일 우선’이라는 성차별적인 가족 내 분업 관습이

아직도 폭넓게 남아 있다(임인숙, 2003). 2014년 통계청에서 발표한「생

활시간조사 자료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 여성들은 생활시간으로 매일

10시간 13분을 사용하고 있어, 외벌이(남편)가정의 여성들보다 1시간 1

분 더 많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의 생활시간은 맞벌이 가

구의 경우 9시간 13분, 외벌이(남편)가정의 경우 9시간 17분으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수입생활시간만 비교하자면, 맞벌이

가구에서 7시간 27분, 외벌이(남편) 가정에서 7시간 28분으로 거의 차이

가 없다는 사실을 통해 성차별적인 가족 내 분업 관습의 형태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표2. 생활시간조사 결과 자료(2014년 통계청 자료 재구성)

구 분
생활시간1) 현황

차이
여 성 남 성

맞벌이 가정 10시간 13분 9시간 13분 +1시간

외벌이(남편)가정 9시간 12분 9시간 17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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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여성의 생활시간이 증가하

고 이로 인해 일과 가정의 이중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경 외, 2006; 최수찬 외, 2006). 여성들의 이런 부담 증가는 개인은

물론 조직과 사회 전체적으로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먼저, 개인 측면을 살펴보면 일과 가정 사이에 빚어지는 여러 갈등(예:

출산 육아 및 가사업무 등)은 여성들이 계속해서 본인의 일을 할 것인

가, 아니면 일을 그만둘 것인가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선

택의 강요와 더불어 가사노동의 책임, 특히 출산․육아 등에 한 사회적

압력에 직면한 많은 여성들은 직장 일을 그만두고 가사 일을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여성들은 경력단절에 의해 노동시장에 다시 복귀하기 어렵

게 되거나, 복귀 되더라도 비정규직과 같은 ‘나쁜 일자리(bad jobs)’에 고

용되고 있다. 그 결과, 직장 일을 통해 자아성취를 얻으려는 많은 여성들

은 경력단절에 의해 심한 좌절감과 자괴감을 겪고 있는 것이다. (임인숙,

2003). 이는 여성 근로자들의 출산기피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연결되

어 노동력 재생산에 부(-) 영향을 초래하는 사회적 부작용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직측면에서는 숙련된 여성 근로자의 인력 유지에도 문

제점을 발생시켜 이는 곧 노동생산성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진다. 여성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사이의 갈등은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을

저하시키고, 이직률 증가 등을 초래해 기업의 생산성을 하락시킨다.(유계

숙, 2007) 외국 사례에서도 일·가정 양립제도 특히, 유연근무제도는 근로

자의 직무만족 및 생산성 향상에 효과적인 제도임을 증명한 바 있다.

(Gannon et al, 1993)

본 연구는 유연근무제가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1) 생활시간이란, 소득을 얻기 위해 필요한 시간인 ‘수입생활시간’과 취사, 재봉.

청소 등의 가사작업 외에 다음 대(代)의 노동력 재생산시간인 ‘가사적 생활

시간’의 합을 의미한다. (출처 : 네이버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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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저출산·고령화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라 보

고 유연근무제 도입(선택적시간제, 탄력적시간제)이 조직성과(재무성과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유

연근무제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조직형태(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 따른 조절효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하

고자 한다.

기존 선행 연구들 중 노동시간제도에 대한 연구는 제도 시행 이후 그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다소 미흡한 경향이 있다.(장현주, 최무현, 2009)

또한 수많은 선행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유연근무제도가 조직성과 측

면 특히,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

만, 정부 정책 및 제도 도입과 관련한 성과를 보다 입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조직차원의 재무성과와 개인차원의 이직의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결론

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 일자리 창출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現

정부의 정책 효과성 증대와 공공기관에 대한 바람직한 유연근무제도 도

입 및 추진방향 제시가 주된 연구 목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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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사업체패널조사(Workplace Panel Survey, WPS)의 2013년

자료를 활용했다. 사업체패널조사는 정부가 출연한 정책연구기관(국무총

리실 산하)들 중 하나인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

로서, 2002∼2004년간의 사전준비기간을 거쳐, 2006년부터 새로운 방식의

조사 표본을 구성하고, 같은 표본을 대상으로 2년마다 조사가 시행되는

패널조사이다. 사업체패널조사는 전국 단위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체를

모집단으로 1,700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층화 추출하여 조사하고 있다.

이 자료는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인사담당자, 노사관계

업무 담당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대표(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응답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사담당자 응답용 설문문항은 사업체

특성, 고용관리와 현황, 성과평가 및 보상, 작업조직, 인적자원개발, 조직

의 복지 및 산업재해 관련 업무처리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WPS 2007 조사에서는 부가조사로 비정규직법 관련 설문과 작업장

혁신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일부 문항은 본 조사 설문으로

포함되어 있다. 노사관계업무 담당자와 노동조합 대표 응답용 설문문항

은 노사관계에 대한 개략적인 현황, 각 사업체별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

회의 조직현황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는「사업체패널조사」에 기초해 두 개의 데이터 셋을 구성했

다. 일단,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자료는 ‘기업(수준) 데이터’로

기업재무성과를 분석하는데 활용했으며, 근로자대표 설문은 ‘개인(수준)

데이터’로 이직의도를 분석하는데 사용했다. 기업데이터의 경우에는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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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포함된 표본의 수가 1,259개이며, 기업데이터를 토대로 개인데이

터를 결합한 결과 개인데이터는 1,259개가 분석에 포함됐다.

2. 연구 방법

1) 문헌 연구

 

  본 연구에서는 유연근무제가 조직성과(재무성과와 이직의도)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이론적 논의를 먼저 검토하고, 경험연구 등의 선행연구

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런 기본 연구과정을 토대로 가설을 설

정하고, 수집된 자료 및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문헌 연구는 정책학 및 행정학, 인사·조직 분야의 국·내외 학회

연구 자료와 학위 논문을 연구 문헌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대학

도서관에 소장된 단행본 서고뿐만 아니라, 논문 중심으로 구축된 데이터

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자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

서 기존 국내 문헌자료와 외국의 선진 사례를 학습하고 이를 통해 도출

된 결과를 해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실증 분석

문헌 연구를 통하여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고, 가설을 설정한 뒤, 가설

검증을 위해 사업체패널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표본현황을 파악한다.

사업체패널조사 중 본 연구에 필요한 문항들을 선별 및 발췌한 후, 문항

간 내적일관성을 확인한다. 이후 기술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표본들의 기

본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변수들 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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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검토하여 회귀분석을 위한 기초 작업을 할 계획이다. 이후,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지 검

정한 후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앞서 설정한 가설과 비교 검정하여 연

구 결과를 정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 의의를 살펴본 후 본 연구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제시와 본 논문의 연구한계와 향후 방향 등을 제시

하며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자들의 일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표본의 기본 성질을 검토하여 표본의 빈도와 백분

율을 산출한다.

둘째, 기업의 재무성과는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조직 재무성과인 1

인당 매출액(ln)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할 것이다.

셋째, 이직의도 측정은 설문조사에 응답한 조직구성원들의 데이터(5

점 척도)값을 활용해 유연근무제와 개인 이직의도 변화간의 실질적인 상

관관계 검증에 활용할 것이다.

넷째, 조직형태(공공과 민간부문)에 따른 유연근무제 활용과 조직성

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점을 설명하고 향

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며 본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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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이론적 논의

1. 유연근무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유연근무제의 개념

Wright & Snell(1998)은 유연성(flexibility)을 조직 환경변화에 대응하

여 자원과 조직역량을 신속하게 재구성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에서 발행한 Workplace Flexibility

2010은 유연근무제(flexible work arrangements)를 일정한 방식에서 일

하는 장소 혹은 시간을 바꾸는 근무형태의 변화라고 정의한다. 유연근무

제에서 의미하는 유연성(flexibility)은 크게 일정, 시간 또는 양, 장소의

유연성 등 세 가지의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일정의 유연성(flexibility in the scheduling)은 집중근무제, 탄력

근무제, 시차출퇴근제 , 교대근무제 등과 같이 전체 근무시간은 일정하지

만 출·퇴근시간이나 근무스케줄 등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시간 또는 양의 유연성(flexibility in the amount)은 실제 일하는

업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시간제근무제 근무형태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장소의 유연성(flexibility in the place)은 특정 장소에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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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재택근무제나 원격근무제와 같이 근무 장

소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2010). Papalexandris & Kramar(1997)에 의하면 유연근무제는

시간과 공간적 정형성의 완화를 통해 노동유연성을 높이는 제도로써 노

동시간(flexibility in the amounts of hours), 노동장소(flexibility in the

place), 노동방식(flexibility in the scheduling hours)의 유연성을 의미한

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다시 말하자면,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에

게 기존의 근무 장소 또는 시간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

도 허용하는 것이다.(Lambert et al., 2008; McNall et al., 2010). 우리나

라의 유연근무제는 정형화 된 근무형태에서 벗어나 출 퇴근 시간, 일하

는 장소와 고용형태 등을 다양화함으로써 성과 향상을 도모하는 조직관

리 전략을 의미한다. 본 제도는 좁게는 근무 장소와 시간 등의 다양화에

서부터, 넓게는 근무 방식과 근무 문화의 유연화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며

직무수행에 따르는 시 공간적 제한을 지식정보사회화의 흐름에 맞추어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안전행정부, 2010c)

우리나라의 유연근무제는 초기에는 근무형태,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

방법, 근무복장 총 5개 분야에서 9개 세부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유

연근무제가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서 집중근무제를 포함한 근무방법과

유연복장제 관련한 근무복장은 삭제되고, 총 3개 분야, 7개 세부유형으로

재분류하였다(안전행정부, 2010a). 우선, 근무형태에 따라 시간제근무로

분류하며, 근무시간에 따라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집약근무제,

재량근무제로 구분한다. 마지막으로 근무 장소에 따라 재택근무제와 스

마트워크제로 분류한다 (표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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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유연근무제의 유형

유 형 세 부 형 태 개 념

시간제근무 주40시간 보다 짧은 시간 근무

탄력근무제

주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 근무시간 및 근무일 자율조정

시차출퇴근제 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

근무시간선택제 1일 4∼12시간 근무(주5일 근무)

집약근무제 1일 4∼12시간 근무(주3.5일∼4일 근무)

재량근무제 프로젝트 완료시 근무시간으로 인정

원격근무제

특정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

재택근무제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수행

스마트워크 자택 인근 원격근무용 사무실 등 별도 근무

자료: 인사혁신처(2016),「유연근무제 개요 및 현황」입법조사 관련 자료

세부형태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시간제근무(part-time work)는 전일제

(full-time work) 보다 비교적 짧은 시간(주 15-35시간)을 근무하는 제도

를 말한다. 시간제공무원 업무를 지정한 경우「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의거하여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별도 채용이 가능하다. 시간제 계약

직 공무원의 근무가 가능한 부문은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

원(정무직 공무원은 제외)으로 직위와 계급의 제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

둘째, 탄력근무제는 1일 법정 근무시간 8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본인이 출 퇴근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근무시간은 근로자

개인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탄력적 시간대(flexible time)와 조직원

이 함께 근무하는 공동근무시간대(core time)로 구분된다. 대부분 1시간

단위로 출근유형을 정하고 운영하고 있으며(그림2 참조), 필요한 경우 출

근 유형을 30분 단위로 세분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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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근무 시간대별 유연근무제 운영 예

근무시간선택제(alternative work schedule)는 출․퇴근시간을 자율적

으로 조정하여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근무하는 제도

이다. 매일 근무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으나, 주 5일 주간 근로시간 40시

간을 준수하여 근무해야 한다. 그리고 1일 근무 가능시간대는 오전 6시

부터 오후 12시까지 근무시간대를 설정하여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집약근무제(compressed work)는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되 주간 총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유지함으로써, 주간 5일 미만을

근무하는 제도이다.2) 이런 근무 유형은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

에 적용이 가능하다.

재량근무제(discretionary work)는 개개인의 근무시간보다는 조직과 근

로자 본인이 별도로 정한 근무시간을 설정하고 근무하는 방법을 말한다.

주로 전문적 업무지식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 업무량 결정 및 시간배분

을 근로자 스스로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분야에 적용한다.

2)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다는 점은 근무시간선택제와 개념이 동일하나, 주40시

간을 5일미만 동안 출근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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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원격근무제는 대고객 업무가 거의 없거나, 업무 독립성이 강해

결재 또는 보고 및 기관과 업무협조가 필요 없는 업무, 객관적인 계량데

이터를 통한 실적 평가가 가능한 업무 등에 적용 가능하다. 재택근무제

(at home work)는 근로자 본인에게 부여받은 업무를 정보 통신기술을

활용해 자택에서 수행하는 형태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워크제(smart work)는 주거지 근처의 지정된 장소인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다양한 환경에

서 이동통신기기 등을 사용하여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한

다. 스마트워크는 조직 구성원 개인 삶의 만족도를 증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업무수행 및 관리를 통해 주인의식 유발과 조직의 비

전 제시에 기여 할 수 있는 업무형태이다(고용노동부, 2014). 스마트워크

에 대한 정의는 기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은 “시간 장소에 제약 없이 누구와도 함께 네트워크상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기술을

활용한 유연한 근무방식”이라고 정의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0)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동료 직원들과 원활

하게 협업하고 끊임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 형태, 혹은 이를 가능케

하는 환경”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2011)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

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유연한 근무형태”로 정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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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연근무제 도입 배경과 나라별 현황

1970년대 이후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석유

파동으로 인한 자원민족주의가 강화되면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1990

년대 들어 유연근무제의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당시의 경제

상황은 대량생산에 근거한 포디즘(Fordism) 생산체제가 정보와 상품의

생산과 교환에서 컴퓨터와 로봇의 부상으로 인해 새로운 경제적 가능성

의 포스트포디즘(Post-Fordism)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체제의 변화는 사회적, 경제적 부분에서 많은 변화를 야기했다. 보다 유

연하고 탈중심화된 형태의 노동과정과 작업조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고

용형태가 전일제 근로체계에서 파트 타임 부분근로체제로 전환하면서 유

연근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 것이다. 더불어 세계적인 저출산·고령

화 추세는 국가경제와 정부의 역량증대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과거 근로형태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

었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일과 가정이 양립을 위해 새로

운 방식의 근로형태를 도입 및 확산하기 시작한 것이다.

유연근무제는 1990년대부터 영국과 프랑스 및 네덜란드 등의 유럽 국가

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2000년 초반에 제도적으로 도입되었다. 네덜란

드는 1982년 바세나르협약(Wassenaar Agreement)3) 이후 노동유연성이

증가되었고,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적 노력을 강화하였다. 이런 범정부

차원의 활동을 통해, 근로시간조정법을 2000년에 도입하고 근로자들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였다. 또한 사용

3) 1982년 네덜란드의 바세나르에서 타결된 노사정(勞使政) 대타협. 노조는 임

금동결,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을 받아들였으며, 정부는 재정 및 세제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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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경영상의 문제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

하고 있다(김태홍 외, 2010). 이 법안의 공식적인 명칭은「고용정책에 관

한 일반 권고」로 지금까지 네덜란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인사법 및 노

사관계와 관련한 모든 부문의 기조를 결정하는 역사적인 문서이다.

이러한 1990년대 후반의 시대적 흐름을 바탕으로, 영국에서도 유연근무

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진종순, 2011) 2002년 유연근무

청구권(the right to request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을 도입하여

근로자들이 유연근무를 실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였으며, 2006

년에는 일과 가족법(work and families act) 시행을 통해 일반 근로자들

의 인식에 유연근무제도가 보편적 권리로 자리매김 되었다. 본 제도와

관련된 법안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까지 법안에 규정하고 있다. 2000년에 시간제 공무원

의 비중이 13%에 불과했으나, 최근 국가공무원의 20%와 50%를 상회하

는 지방공무원들이 시간제근무를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본 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행정안

전부, 2012).

프랑스는 1998년과 2000년 2차에 걸친 입법(Aubry법)활동을 통해 주간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시켰으며, 본제도 활성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감면, 근로시간 계좌제 등 국가적인 차원의 제도 마련 및 다각도 사업을

통해 일․가정양립을 모색하고 있다.(Blanpain, R., 2010)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율과 낮은 비중의 파트타임

고용형태를 나타내는 국가이다. 이는 결혼과 함께 여성들의 경제활동시

장에서 이탈현상이 나타나고, 미취학 자녀를 둔 상당수 여성들이 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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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이탈함으로써 여성고용 형태만으로 비교하자면 독일, 영국과 달

리 전일제 고용 위주로 ‘약한 남성부양자 모델’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

다.(황수경, 2011)

미국은 교대제와 원격근무제가 발달한 국가로써 특히, 1980년대 이후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해 연방공무원 중심의 유연근무 및 압축근무제 법

도입은 물론 일․가정양립과 자발적 시간제근로 활성화 등에 대한 다각

적 측면의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과거 클린턴 정부(The Clinton Administration)에서 도입된 유연근무

시간제와 집약근무 시간제 등을 의미하는 대체적 근무시간제(alternative

work schedule)와 ‘이동성이 높은 일터’ 등이 비교적 활용률이 높은 유

연근무제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시간제근무에 대

한 장․단점을 보완하고 있으며, 그리고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사용자 측면의 협조, 시간제근무제에 대한 정기적인 조직평가 등이 유기

적인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U.S Department of Labour, 2009) 또

한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국가의 여성 고용률은 연령에 상관없이 항상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은 유럽 국가들

과는 다르게 부부공동으로 책임지는 이른바 ‘시장주의적 2인 소득자형

모델’ 국가형태를 띄고 있다.(황수경, 2011)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2007년도 후반부터 중앙인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제도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검토되기 시작하였다.(중앙인사위원회, 2007) 체계화된 제도 도

입을 위해 다년간 준비 기간을 가졌으며, 2010년 5월부터 7월까지 시범

실시 기간을 가졌다. 그리고 그해 8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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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제도 시행을 위해 국가공무원

법, 공무원 임용령, 전자정부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대한 세부 근

거사항도 마련하였다. 정부는 일과 삶의 균형을 기반으로 한 가족중심문

화를 반영하고,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

고하고자 2012년부터는 유연근무제를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으

로 권고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2012년 6월말 현재 총 288개 공공

기관 중 199개(69.1%)기관에서 2만4천여 명(8.2%)의 근로자들이 유연근

무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탄력근무제 16.4천명(5.6%), 시간

제 근무 6.2천명(2.1%), 원격근무제 1.4천명(0.5%)의 이용현황을 보이고

있다.(민경률, 2013)

3) 유연근무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유연근무제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서 접근되어 왔

다. 먼저, 유연근무제가 선행요인으로서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

로를 설명하는 이론인 다양성 관리(Diversity Management) 측면에서 살

펴보면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진출을 통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증

가 그리고 각 개개인들의 신념과 주관이 변화함에 따라 조직의 성공적인

업무성과를 도모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양성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강조 되고 있다. 다양성 관리의 개념이 도입된 초기에는 조직원간의 갈

등을 해결하기 위한 소극적인 차원의 개념이었다면, 최근에는 조직원간

의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조직의 경쟁력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극대화 하는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성에 대한 의미해

석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Milliken & Martins(1996)는 두 가지로 다양성의 의미를 정의했다.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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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관점에서 다양성이란 ‘인구 통계학적 특성 차이가 있는 사회 구성

원들을 어떻게 하면 공평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선발할 수 있는가?’에 대

한 해결 방안인 대표관료제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실현되는 소수집단

우대정책과 고용기회 균등정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광의의 관

점의 다양성은 ‘가치, 문화적 배경과 선호 등이 서로 다른 조직 구성원들

의 욕구를 어떤 방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포용하고 만족 시켜 줄 수 있는

가?’라는 측면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 정책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다양성 관리

(Diversity Management)란 ‘내·외적 차이가 있는 다양한 노동력을 공정

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화 된 인적자원관리 방법’이라고 정

의할 수 있다. 즉, 인사관리 전 단계에 걸쳐 문화, 심리, 육체조건 등의

다양성을 가진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형평성과 대표성을 구현하기 위한

인적자원관리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유민봉·박성민, 2013).

둘째 전이이론(Spillover Theory)에 따르면 일과 가정과 같은 한 영역

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감정과 행동은 물리적, 심리적, 시간적 경계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역으로 전이(spillover)된다는 이론이다. 일과 가정의 양

립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전이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직장영

역과 가정영역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정 경계와

상관없이 긍정적 요소는 다른 분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

요소는 다른 분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전자는 긍정

적 전이, 후자는 부정적 전이라고 정의된다. 긍정적 전이의 예는 가정생

활의 만족이 직장 내에서 우수한 성과 도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대

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고, 직장 내에서 상사와의 갈등 또는 업무 스트

레스 등이 가정불화로 이어지는 것이 부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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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 김진희, 2003) 기존에 많은 선행연구에도 불구하고, 전이효과가 일과

가정 중 어느 영역에서 시작되어 다른 영역으로 전이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관련 분야 연구결과에 따르면

물질 자원 취득과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rzywacz

& Butler, 2005). 또한 전이효과의 부(-)의 효과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

행되고 있는데, Hill et al.(2001)에 의하면 가정 영역에서 구성원간의 상

호활동이 줄어들게 되면 일과 삶의 만족감이 감소하게 되고, 결혼으로

인한 가정생활에서의 갈등, 무단결근 및 이직의도 증가 등으로 이어진다

고 주장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유연근무제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활동은 물론 공유

하는 시간이 많아짐으로써 가정이 안정되고 이는 직장생활의 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지속적인 가

정 내 갈등은 결국 직장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조직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이어 질 수 있다.(민경률, 2013)

셋째, 유연근무제와 관련된 또 다른 이론은 갈등이론(Conflict Thoery)

이다. 갈등이론(Conflict Thoery)은 한정된 자원과 시간을 활용해 다중역

할을 해야만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 간의 갈등에 기반을 둔 이론

이다(Greenhaus & Parasuraman, 1999; Marks, 1977). 상호 모순되는 역

할이 조직 구성원에게 동시에 주어지게 되면, 이는 역할 간 갈등으로 인

해 본인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심리적 부담과 역할 수행에 관한 정체

성 혼돈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결국,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

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직의도 증가, 생산성 감소 등의 조직의 문

제로 이어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일과 가정 사이의 갈등은 직무 불만족

(Kossek & Ozeki, 1998) 및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또는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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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 그리고 개인 삶에 대한 만족감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다.

넷째, 사회적 강압에 의해 정책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제도 이론과 달리

상황이론은 기업의 개별 특성 및 상황적 판단에 따라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Osterman, 1995) 전통적 관점의 성별 분업은 여성이 가정역할

수행 책임에 따른 부담이 크므로 유연근무제는 여성 근로자들에게 절대

적으로 필요한 제도이다. 그러므로 전체 조직 구성원 중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조직에서 일․가정 갈등으로 초래되는 부정적인 요인이 크

거나 여성 근로자들의 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된다면 유연근

무제의 도입에 긍정적 태도를 취한다. 그리고 업무 및 산업의 특성으로

특정 제도 도입의 효과가 큰 조직들이 제도 도입과 활용에 적극적인 자

세를 취하게 될 것이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면, AT&T의 케이스를 연

구한 Apgar(1998)는 유연근무제는 직무의 특성상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는 경우에만 효과적이라 주장했다.

본 연구에서는 전이이론에 따라 직장과 가정 영역 구분이 쉽지 않다는

가정 아래, 기업의 개별 특성 및 상황적 판단을 중요시 하는 상황이론을

기반으로 유연근무제가 조직성과(재무성과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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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유연근무제에 관한 선행연구

Scandura & Lankau(1997), Starvrou(2005), Glass & Estes(1997) 등은

유연근무제 도입의 장점으로 구성원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조

직내 자율성과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며, 지각과 무단결근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유연근무제는 조직원들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고, 개개인들의 생산성을 높인다고 주장되는데, 특히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조직원들과 여성근로자들의 경우 업무 시간의 유연화로 인

해 조직충성도가 높아지고 직무만족도도 올라간다고 주장했다.(Scandura

& Lankau, 1997; Golembiewski, 1982). 또한 여성근로자 이외에도 나이

가 어리거나 직급이 낮은 근로자, 승진기회가 없는 근로자들이 유연근무

제도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Golembiewski, 1982).

그리고 유연근무제는 조직구성원들의 창의성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있

다.(van Dyne, Kossek & Lobel, 2007) 근로시간과 업무활동 범위의 유

연성의 증가는 팀 간의 업무 활동에 있어 유연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

였으며, Lambert(2000)는 가족친화적 조직경영이 근로자들에게 조직 환

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자율적인 건의와 같은 조직시민행동을 증가시킨

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연근무제의 긍정적인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보자면, 본 제도는 근로자들이 일하는 방식을 자율적으로 개선해 업

무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주장도 있다. Eaton(2003)은 유연근무제를 도입

한 조직의 근로자들이 그렇지 않은 조직에 비해 조직업무에 더 몰입하고

애사심이 높아진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1인당 생산성 역시 향상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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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밝힌 바 있다. Munck(2001)의 선행연구에서는 매리어트 호텔 직원

들에게 일․가정 균형을 위해 준비한 제도를 시행하였을 때, 1주일간 5

시간을 적게 일하면서도 서비스 수준은 과거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유연근무제의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 있지만,

업무계획과 개개인간의 업무 조정의 어려움, 그리고 비용의 증가, 유연근

무제를 이용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의 어려움이 조직차원의

문제점으로 제시되기도 한다.(Scandura & Lankau, 1997; Starvrou,

2005)

우리나라 공공부문에 유연근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이전의 김원석

(1995) 연구에서 유연근무제의 도입이 공무원들의 업무효율 향상, 조직

몰입도 및 대고객서비스 향상, 생산성과 직무수행 성과 향상이 있을 것

으로 예측된 바 있다.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유연근무제도를 일․가정양

립의 한 방편으로 수용한다면, 조직의 근무형태와 성과에 큰 변화를 가

져올 것을 예상하면서, 조속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김

경희 반정호 이정훈, 200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연근무제가 대체

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실제로 유연근무제가 시

행 되고 있는 조직에서 조직몰입도, 업무성과 향상 등의 관계에 대한 다

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민경률 박성민(2013)은 미국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데이터를 이용하여 유연근무제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탄력근무제와 재택근무를 독립

변수로 설정하고, 조직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직무만족과 이직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했다. 그리고 조직 내 개혁가치를 매개변수로 설정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해 유연근무제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

의 결과는 유연근무제가 조직구성원 간의 만족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효

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조직에서 중요시하는 가치에 따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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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런 유연근무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효과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유연근무제에 대한

보다 다양한 효과의 연구도 발견된다. 이상윤 박흥식(1995)의 연구에서

는 조직특성과 환경적 여건에 따라 유연근무제가 긍정적인 결과만을 야

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우리나라 공공조직에 만연해 있음을 지

적하고 있다. 양건모(2010) 연구에서도 유연근무제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유연근무 형태 및 시행의 문제점에 관한 인식조사를 분석한 결

과 유사한 예측이 확인된 바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무원들

이 유연근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승진 및 인사이동시 불이

익과 본인의 업무가 동료들에게 전가 된다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

감하고 있다.

해외 연구에서도 앞선 주장과 유사한 내용이 확인된 바 있으며, 대표적

인 연구로 Arvantis(2003)의 실증적 분석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스위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유연근무제가 조직차원의 비용감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개인 생산성이나 조직성과의 향

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인적자본의 감소를 유발할 수 있

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를 한 Croucher & Kelliher(2005)도 유

연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대게는 근로자의 조직 친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조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충분

히 수용하지 않거나 조직 내에서의 형평성이 낮은 경우 조직만족도가 감

소하고 업무성과도 낮아 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결국 세부적인

항목까지 완전히 충족되지 않을 경우 유연근무제가 개인의 만족도와 조

직의 성과를 높이는 제도라고 주장 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도 불구하고, 유연근무제가 완벽히 정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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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이유를 설명한 다수의 연구를 통해 찾을 수 있다. 공효식(2010)

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유연근무제 지침의 불충분을, 문화 측면에서 관리

자의 인식과 복무규정에 대한 고정관념 등을 꼽고 있다. 즉 세부적인 항

목까지 규정한 제도의 정비를 통해 유연근무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고 조직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곽임근 외(2011)

의 연구에서도 유연근무제 도입 초기의 모습으로 판단할 때 공공조직의

오랜 근무 관행을 그대로 유지한 채 유연근무를 해야 하는 점을 감안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특히 현재 조

직에서 유연근무제를 확산하기에는 상위관리자의 인력운용에 대한 부담

이 커질 수밖에 없고,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심화

되며 개인의 경력개발의 어려움도 증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2. 유연근무제와 재무성과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유연근무제는 우리나라에서 도입 초기 단계로, 기존 선행연구는 대부분

제도의 활용 방안, 해외와 우리나라 사례와의 비교 및 직무몰입 등을 중

심으로 이뤄져왔다. 따라서, 유연근무제와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선

행 연구가 부족한 현실이다. 유연근무제 자체가 조직성과 특히, 재무성과

부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

다. 그러나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인해 조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

하는 조직문화가 확산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생산성

이 증가하여, 기업의 재무성과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홍승아 외, 2014).

흔히 인적자원 분야에서 조직성과는 조직이 설정한 목표에 대비해서 이

룬 결과 또는 자원투입을 통해 도래된 결과 등으로 정의된다(Newc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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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Poister, 2003). 즉,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투입되고 산출된 비율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조직성과를 재무적 성과 측면에서 보는

견해도 있고, 한편으로는 조직의 기대 혹은 목표 달성을 위한 개인의 활

동 및 성취 정도라고 정의되기도 한다(Fenandez & Moldogaziev, 2011).

먼저, 조직성과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조작적 정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정 요소로 구성

되는 불확정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직성과에 대한 연구 초기에

는 대부분 재무지표를 활용하여 연구․평가하였지만, 최근 들어 공공부

문에서 모든 조직성과를 재무적 지표만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성과를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을 활용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추세이다(김태룡 안희정, 2006).

대부분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를 포함하는 광의적인 의미의

가족 친화적 정책은 조직성과에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go, Foley, & Loi (2009)은 홍콩의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를 연

구한 결과, 가족 친화적 정책이 조직성과와 정(+)의 관계를 가진다고 설

명하였다. Konrad & Mangel(2000)의 연구에서도 가족 친화적 정책과

조직성과 간에 정(+)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사업체 조사 자료인 Workplace Employee Relations Survey의 1998년도

자료를 활용해 Dex, Smith and Winter(2001)는 가족친화정책이 매출이

나 생산성, 재무성과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들은 통상적인 변수들

과 가족친화정책을 설명변수로 연결 지어 보면 가족친화정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비슷한 사례인 Bloom, Kretschmer

and Reenen(2006)의 연구에서는 유럽과 미국의 700개 기업에 대해 가족

친화정책과 경영품질에 대한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인 연구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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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한 결과, 경영품질에 특별한 변수가 없을 경우 일․가정 양립 조치

는 조직생산성 증가에 정(+)의 값을 가지지만, 반면 경영 품질에 관한

변수가 추가될 경우 일․가정 양립 조치의 생산성 증가 효과는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호주 대표적인 사업체조사 자료인 Australian Workplace Industrial

Relations Survey(AWIRS95)를 활용해 가족친화정책이 미친 영향을 분

석한 Heiland and Macpherson(2005)에 따르면, 기업 간의 문화와 인사

관리 관행의 차이로 인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변수를 추가하여

연구한 결과 가족친화정책이 조직생산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유연근무제와 조직성과에 관한 실증연구는 대부분 한국노동

연구원의 사업체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분야에 선

도적인 연구자인 유규창․김향아(2006)의 연구에 따르면, 14가지 모성보

호제도 프로그램이 하나씩 더 추가 될수록 1인당 생산성은 연간 기준

103만원 증가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하지만 그들의 연구에서는 내생

성과 이질성의 문제 사이에서 도래할 수 있는 회귀계수의 편의를 통제하

려는 노력이 없어 보인다는 연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민우, 이진, 한재창(2008)의 연구에서도 사업체패널조사를 활용하여

가족친화제도가 1인당 매출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

하였는데, 그들의 연구결과도 회귀계수의 편의 가능성을 교정하지 않았

다는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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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유연근무제와 재무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 대상 연구 결과

국

내

연

구

홍승아 外 유연근무제 재무성과개선과정(+)의 관계

유규창,김향아 모성보호프로그램 1인당생산성과정(+)의 관계

한재창 가족친화제도 1인당매출액증가와정(+)의 관계

해

외

연

구

Ngo, Foley,

& Loi
가족친화정책 조직성과와 정(+)의 관계

Konrad &

Mangel
가족친화정책 조직성과와 정(+)의 관계

Dex, Smith

& Winter
가족친화정책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유연근무제 및 가족친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살펴봤듯이,

특정 제도가 조직의 재무성과를 개선시킨다는 관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아직 있다. 그러나 조직이 구성원의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특정 제도를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할 경우, 조직구성원들은 자신의 가치

를 조직이 인정하고 또한 그로 인해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인식한

다. 또한 이를 통해 자발적으로 조직의 성공을 위해 노력한다는 상징적

행동(symbolic action) 관점에 의거해(Pfeffer, 1981) 본 연구에서는 유연

근무제도의 도입은 재무성과(1인당 매출액(ln))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다.

가설1. 유연근무제 도입은 조직 재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1-1. 선택적시간제 도입은 조직 재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1-2. 탄력적시간제 도입은 조직 재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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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연근무제와 이직의도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이직은 현재 소속된 직장과의 영구적인 고용단절을 의미한다. 여러 원

인으로 현재 조직이나 직장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육아, 이사,

질병 등 개인적 이유로 자신이 속한 직장을 그만두는 모든 행위를 의미

한다. 따라서, 이직 의도는 조직원이 본인이 속한 조직을 떠나려고 하는

의도로 정의된다.(Meyer & Allen,1992) 이직 의도는 신규 인력채용과 향

후 일자리 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조

직차원의 인적자원전략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김영재, 2004). 조직

구성원에 관한 인적자원전략은 개인 차원을 넘어 조직 차원의 중요성이

날로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이직은 조직 내 동료 사기저하 및 이직한

조직원의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한 추가 비용이 부담되며, 조직 목표 달

성 및 상품 생산 및 서비스 전달에 큰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인적자원전략의 수립을 어렵게 만든다.

유연근무제도와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Johnson(1995)은 유연근무제도와 같은 가족친화적인 제도를 시행함으로

써 조직원들의 이직의도가 감소되고, 이로 인해 일반 근로자의 경우 본

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급여초임(연봉 기준)의 93〜150% 정도

의 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오며, 고도로 숙련된 근로자의 경우는 해당 근

로자 연봉의 약 200%까지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

했다. McNall et al.(2009)는 탄력근무제도가 이직의도를 낮추는 것으로

밝힌 바 있으며, Boyar et al. (2003)은 일․가정 방해 갈등(WIF)과 가

정․일 방해 갈등(FIW)은 모두 개인의 이직의도를 높이게 된다고 주장

했다. 또한, 개인이 일과 가정 간의 갈등을 겪을 때 조직 및 사회적 지원

이 많을수록 개인의 갈등은 줄어들게 된다고 조사된 바 있다(A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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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문영주, 2014). 일․가정 간의 갈등이 개인의 이직의도를 높일 때

(조영현ㆍ양동민, 2008) 유연근무제와 같은 시간 또는 근무형태에 자율

성을 부여 할 수 있는 조직차원의 제도시행이 뒷받침 된다면 갈등이 줄

어들게 되고 이는 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유연근무제를 시스템차원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족친화

제도가 조직구성원들의 이직의도를 낮추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최성일·유계숙, 2007). 이는 가족친화제도가 일․가정 사이에서 개

인의 갈등을 감소시켜주고, 두 영역에서의 본인의 역할을 양립할 수 있

도록 촉매제 역할을 함으로써 개인의 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다고 정의했

다. 그리고 이런 제도의 시행은 조직차원에서 구성원들을 존중하고 배려

한다는 의미로도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애사심과 몰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부정적 조직효과인 이직의도는 유연근무

제 도입과 부(-)의 관계를 가지며, 유연근무제 활용여부에 따라 이직의

도 또한 유의미하게 설명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표5 유연근무제와 이직의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 대상 연구 결과

국
내
연
구

문영주 일․가정갈등 이직의도와 부(-)의 관계

조영현, 양동민 유연근무제 이직의도와 부(-)의 관계

최성일, 유계숙 가족친화제도 이직의도와 부(-)의 관계

해

외

연

구

Allen 일․가정갈등 조직적지원은 이직과 부(-)의 관계

Apgar 재택근무제도 종업원유지와 정(+)의 관계

Boyar et al 일․가정갈등 갈등증가는 이직과 정(+)의 관계

Johnson 유연근무제 이직의도 감소 및 비용절감 효과

McNall et al. 탄력근무제 이직의도와 부(-)의 관계

Mogelonsky 재택근무제도 갈등및스트레스증가와정(+)의관계

Stavrou 시차출퇴근제 이직의도와 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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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2. 유연근무제 도입은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2-1. 선택적시간제 도입은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2-2. 탄력적시간제 도입은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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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유형(민간/공공)에 따른 유연근무제와 조직성과의 관계

민간부문은 시장경쟁에 직접 참여하며 기본 시장경쟁의 원리, 다시 말

하자면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에 의해 채용규모 및 임금과 근로조건이

결정되게 된다. 반면, 공공부문은 정부의 규제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

하고 운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임채홍․김태일, 2009).

Rainey et al.(1976)은 민간과 공공부문의 차이점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환경적 측면에서 공공조직은 민간에 비해 시장 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반면, 법적 제약 및 정부의 규제 활동에 강하게

영향을 받고, 조직 내 정치적 결정 과정에서 다수의 외부압력이 존재한다.

둘째, 조직․환경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공조직은 민간에 비해 법적

강제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공공감시 대상이 존재한다.

셋째, 조직의 내부구조 및 과정 측면에서 공공조직은 목표 및 평가, 성

과 그리고 의사결정의 기준이 민간에 비해 모호하며 복잡한 부분이 있

다. 그리고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부문은 의사결정에 대한 자율성

이 낮을 뿐만 아니라 법․정치 제약이 많다는 점에서 국가가 추진하는

정부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기관 특성이 존재한다.

또한 공공부문은 시장 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조직의 결과

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년에 대한 보장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유연근무제가 조직성

과에 미치는 제도의 영향이 작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직유형에 따라 유연근무제 도입 여부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본 연구에서는 조직유형(민

간/공공)에 따른 유연근무제의 효과성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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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3. 유연근무제 도입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조직유형에

따라 다르다.

3-1.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이 선택적시간제 도입여부에 따라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3-1.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이 탄력적시간제 도입여부에 따라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가설4. 유연근무제 도입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조직유형에

따라 다르다.

4-1.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이 선택적시간제 도입여부에 따라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4-2.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이 탄력적시간제 도입여부에 따라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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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 설계

제1절 연구의 자료

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유연근무제 도입여부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5차 사업체패널조사(이하 WPS2013)를 이용했다.

WPS2013은 사업체에서의 고용구조 및 노동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기업의 인적자원 관리체계를 평가하며 이에 부응하는 인력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인적자원관리 실태를 점검할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등)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 격년단위로 전국

1,700여개 사업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한 표본 사업체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기업의 고용수준과 인적자원

관리 현황을 기반으로 기술 및 인적자원 경영전략 등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 발판을 마련하며, 급변하는 경제 환경 하에서 정부의 고용

및 인적자원 업무관련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WPS2013 자료는 설문에 응답한 다양한 사업체들의 특성뿐

만 아니라, 현재 조직별로 도입 및 활용되고 있는 유연근무제와 같은 개

별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본 연구에 적합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WPS2013 자료 중 본 연구와 관계없는 결측 값을 제

외한 총 1,259개 조직(민간부문 1,110개, 공공부문 149개)을 연구대상으로

분류하였다. 민간부문의 경우 광업과 농․어업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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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상의 사업체를 모집단으로 구성하였다.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조직을 기준으로, 당시 기획예산처가 선정한 공공기관

314개 조직과 지방 공기업 51개로 총 365개 공공기관이며, 정부가 최대

주주인 출자기관, 법률에 의한 정부 출연기관, 총수입 중 정부지원금이

50% 이상인 보조위탁기관, 최대 지분을 출자 출연 보조위탁기관 등이

소유한 자회사, 기타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경영혁신대상

기관 등이 포함된다.

제2절 연구 문제

1. 연구 문제의 설정

본 연구는 유연근무제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유연근무제 도입이 조직의 재무성과와 개인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의구심으로 시작하고자 한다.

그리고 유연근무제도의 형식적인 시행 여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어

떻게 하면 본 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제도가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시행될 수 있

다면, 우리사회 고질적인 문제인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일과 삶의 균형의 측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유연근무제 중 시간과 관련된 시간제근무와 탄력근무

제 도입이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더 나아가 조

직유형(민간/공공부문)의 차이에 따른 본 제도의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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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유연근무제 도입 실태 및 근로자들의 실질적 이용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유연근무제 도입여부는 갈등이론에 따라 근로자들의 일․가정간

의 갈등을 감소시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조직의 재무성

과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유연근무제 도입여부는 근로자의 이직의도를 감소시켜주는 요인

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정부정책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공공부문과 주주 및 기업

의 이윤극대화의 뚜렷한 조직목표를 가진 민간부문 두 조직유형 사이에

서 정책 도입 및 효과성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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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는 유연근무제의 도입여부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

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틀을 사용한다.

우선,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조직성과는 재무성과(1인당 매출액)과 이직

의도이다. 그리고 독립변수는 유연근무제 중 특히 시간활용과 관련된 선

택적 시간제, 탄력적시간제의 도입여부이다. 그리고 기존 선행연구에서

조직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사업장 연령, 근로자 수, 노조유

무, 자산규모를 통제하여 종속변수에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고자 한다. 또한, 조직유형을 민간/공공부문으로 구별하고, 이 유형에 따

라 유연근무제가 도입여부가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에 주는지 분석한

다. 앞에서 살펴본 본 논문의 연구문제 및 가설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

음과 같다.

그림3. 연구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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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변수의 선정과 조작적 정의

1. 변수 확인

본 연구는 유연근무제의 도입여부에 따른 재무성과와 이직의도의 변화

등과 같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두 변수간의 관계

에서 조직형태(민간/공공부문)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한

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립변수는 유연근무제 도입여부로 설정하고, 종속

변수는 재무성과와 이직의도로 설정하며, 조절변수로는 민간과 공공부문

의 조직형태의 변수를 선정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변수들을 선정하여 통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주로 조직성과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사업장 연령, 기관규모(자산규모 및 근로

자수), 노조유무를 통제변수로 구성하였다.

2. 변수의 선정과 조작적 정의

1) 종속변수: 조직성과

(1) 종속변수: 재무성과(1인당 매출액)

최근 많은 선행연구에서, 조직성과 측면의 노동생산성은 1인당 매출액

으로 정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기존 선행

연구 방법에 따라 2013년 매출액을 근로자 수로 나눈 1인당 매출액을 로

그화하여 측정한다.(김혜원, 2011; 노세리 ·이상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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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변수: 이직의도

사업체패널조사는 이직의도와 관련해 ‘동종업체 평균에 비하여 매우

낮다=1’에서 ‘동종업체 평균에 비하여 매우 높다=5’까지 5점 척도를 활용

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설문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연근무제

도입여부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독립변수

유연근무제 중에서 특히 시간활용과 관련된 선택적시간제, 탄력적시간

제 근무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제도의 도입여부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상기 제도의 도입여부에 따라 제도를 도입한 조

직은 ‘1’, 도입하지 않은 조직은 ‘0’의 더미변수를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3)조절변수

본 연구에서는 조직유형(민간/공공부문)의 차이가 유연근무제 도입여

부에 따른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민간부문은 ‘0’, 공공부문은 ‘1’의 더미변수를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4)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사업장 연령, 근로자수, 자산규모, 노조 유무로 구성하였

다. 조직의 인적자원관리는 조직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양혁승,

2003; 이용탁, 2004) 조직의 인적자원관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 본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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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통제변수로 선정한 항목들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ochan & Cappelli, 1984; 이주희,

2003).

따라서, 유연근무제보다 상위 개념인 인적자원관리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조직 특성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사업장 연령 변수는 본 조

사가 실시된 2013년도에서 사업장의 창업연도를 차감하여 작성하고, 노

조 유무는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1’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의 값을 부

여한 더미변수이다. 근로자수는 회계기간 동안 평균 근로자수로 설정하

였으며, 자산규모는 당해 연초 자산총액으로 설정했다.

표6. 변수의 측정 및 변수명 정리

변수 조작적 정의

[종속변수]

재무성과 １인당 매출액
․기업결산 결과에 따른 1인당 매출액

(로그값)

이직의도 이직의도
․‘1:매우 낮다∼5:매우 높다’의 Likert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

[독립변수]

유연근무제
선택적시간제

․도입여부: 없다=0, 있다=1
탄력적시간제

[조절변수]

민간/공공부문 ․사업장구분: 민간=0, 공공=1

[통제변수]

조직규모
자산규모 ․연초 자산총액

근로자수 ․총인원: 회계기간의 평균 근로자수

사업장연령 ․해당연도-설립연도

노조유무 ․없다=0,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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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분석 방법 및 모형

1. 가설검정 (hypothesis test)

유연근무제 도입여부가 재무성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t-검정이란 모집단의 분산이나 표

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으로부터 추정된 분산이

나 표준편차를 가지고 검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또한, 통계적 검정 방법

을 통해 귀무가설인 “두 모집단의 평균 간의 차이는 없다”와 대립가설인

“두 모집단의 평균 간에 차이가 있다”라는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t-검정의 판단준거가 되는 t-분포는 정상분포의 어림값이다. 정

상분포에 얼마나 t-분포가 접근하느냐는 자유도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

적으로 표본의 수가 30보다 작은 경우에는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는 가정을 충족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데이

터 표본 수가 위의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기 때문에 모집단 분포와 관계

없이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t-검정은 귀무가설 하에 두 모집단의 표본

평균 간의 차이는 표본오차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간주한다. t-검정통계

량을 계산하여 두 표본평균 간의 차이가 귀무가설 하에 있을 확률, 즉

표본오차로 인해 차이가 발생할 유의확률을 계산한다. 만약 계산된 확률

이 유의수준(α＜0.05) 값을 충족한다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표본 t-검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가설

을 설정하였다.

귀무가설 H₀ : 유연근무제 도입여부에 따라 두 집단 조직성과 간의
평균 차이는 없다.

대립가설 H₁: 유연근무제 도입여부에 따라 두 집단의 조직성과 간의

평균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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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독립표본 t-검정 결과(선택적시간제와 1인당 매출액(ln)과의 관계)

[그룹통계]

구분
선택적

시간제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

1인당

매출액(ln)

도입 123 5.95 1.200 0.108

미도입 1,136 5.67 1.221 0.362

[독립표본 검정]

Levene의

등분산검정
평균 등식에 대한 T 검정

F
유의

수준
t

유의

수준

(양쪽)

평균

차이

표준

오류

편차

차이의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1인당

매출액

(ln)

등분산을

가정함
.463 .496 2.35 .019 .272 .115 .045 .499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2.93 .018 .272 .114 .047 .498

우선 두 모집단 평균차이 검증에서는 두 모집단의 분산이 같다는 가정

하에(σ₁²  σ₂²) t-test를 사용한다. Levene의 등분산 검증결과 p=.496로

α=.05에서 H₀:σ₁²  σ₂²를 기각하지 못한다. 따라서 등분산 가정에 문제가

없다.

등분산 가정이 된 경우, 양측검증에서 t=2.35, p=.019로 나타나 ‘H₀:
μ₁ μ₂’는 α=.05에서 기각된다. 즉, 선택적시간제 도입에 따른 1인당 매

출액(ln)의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t-value는 평균차이를 차

이의 표준오차로 나눈 값이다. 결론적으로, 유연근무제 도입여부에 따라

1인당 매출액(ln)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귀무가설은 지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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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독립표본 t-검정 결과(탄력적시간제와 1인당 매출액(ln)과의 관계)

[그룹통계]

구분
탄력적

시간제
N 평균

표준

편차

표준 오차

평균

1인당

매출액(ln)

도입 75 5.77 1.210 .139

미도입 1,184 5.70 1.222 .035

[독립표본 검정]

Levene의

등분산검정
평균 등식에 대한 T 검정

F
유의

수준
t

유의

수준

(양쪽)

평균

차이

표준

오류

편차

차이의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1인당

매출액

(ln)

등분산을

가정함
.363 .547 .528 .598 .076 .145 -.208 .362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532 .596 .076 .144 -.210 .363

두 모집단의 등분산 가정하에 (σ₁²  σ₂²) 두 모집단의 평균차이 검증

을 위해 t-test를 사용한다. Levene의 등분산 검증결과 p=.547로 α=.05에

서 H₀:σ₁²  σ₂²를 기각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검증에서의 등분산 가정

에도 문제가 없다.

등분산 가정이 된 경우, 양측검증에서 t=.528, p=.598로 나타나 ‘H₀:
μ₁ μ₂’는 α=.05에서 기각되지 않는다. 즉, 탄력적시간제 도입에 따른 1

인당 매출액(ln)의 차이는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유연근무제

도입여부에 따라 1인당 매출액(ln)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대립가설은

지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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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표본 카이제곱검정

유연근무제 도입여부가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표본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카이제곱검정이란 카이제곱 분포에 기초한 통계적 방법으로, 관찰된 빈

도가 기대되는 빈도와 유의하게 다른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

는 검증방법이다. 자료가 빈도로 주어졌을 때, 특히 명목척도 자료의 분

석에 이용된다. 또한, 통계적 가설 검정을 통해 귀무가설인 “유연 근무제

도입여부와 표본 집단의 조직성과는 서로 독립이다.”와 대립가설인 “유

연근무제 도입 여부와 표본 집단의 조직성과는 독립이 아니다”라는 가설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카이제곱검정의 판단준거가 되는 카이제곱분포는 정상분포의 제곱값이

다. 카이제곱 통계량을 계산하여 두 변수가 독립일 확률(유의확률)을 계

산한다. 만약 계산된 확률이 유의수준(α＜0.05) 값을 충족한다면 귀무가

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표본 카이제곱검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귀무가설 H₀ : 유연근무제 도입 여부와 표본 집단의 조직성과는

서로 독립이다

대립가설 H₁: 유연근무제 도입 여부와 표본 집단의 조직성과는 서로

독립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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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카이제곱 검정 결과 (선택적시간제와 이직의도 간의 관계)

[선택적시간제와 이직의도 간 교차분석표]

대분류 소분류
선택적시간제 총

계도입 미도입

이직

의도

1. 동종업체 평균에 비하여 매우 낮다 30 106 136

2. 동종업체 평균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33 293 326

3. 동종업체와 비슷하다 57 682 739

4. 동종업체 평균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3 51 54

5. 동종업체 평균에 비하여 매우 높다 0 4 4

총 계 123 1,136 1,259

[카이제곱 검정]

구분 값 df(자유도) 유의수준(양면)

Pearson 카이제곱 28.412 4 .000

우도비 23.758 4 .000

유효케이스 N 1,259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했을 때 Pearson 카이제곱=28.412, 그리고

p-value=.000으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 따라서 H₀(유연
근무제 도입여부와 표본 집단의 조직성과는 서로 독립이다) 귀무가설은

기각된다. 결론적으로 “유연 근무제 도입여부와 표본 집단의 조직성과

는 서로 독립이 아니다.” 라는 기본 대립가설은 지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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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카이제곱 검정 결과 (탄력적시간제와 이직의도 간의 관계)

[탄력적시간제와 이직의도 간 교차분석표]

대분류 소분류
탄력적시간제 총

계도입 미도입

이직

의도

1. 동종업체 평균에 비하여 매우 낮다 15 121 136

2. 동종업체 평균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24 302 326

3. 동종업체와 비슷하다 34 705 739

4. 동종업체 평균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1 53 54

5. 동종업체 평균에 비하여 매우 높다 1 3 4

총 계 75 1,184 1,259

[카이제곱 검정]

구분 값 df(자유도) 유의수준(양면)

Pearson 카이제곱 14.034 4 .007

우도비 12.460 4 .014

유효케이스 N 1,259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했을 때 Pearson 카이제곱=14.034, 그리고

p-value=.007으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 따라서 H₀(유연
근무제 도입여부(탄력적 시간제)와 표본 집단의 조직성과 (이직의도)는

서로 독립이다) 귀무가설은 기각된다. 결론적으로 “유연 근무제 도입여

부(탄력적 시간제)와 표본 집단의 조직성과 (이직의도)는 서로 독립이

아니다.” 라는 기본 대립가설은 지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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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1) 다중회귀분석모형의 개념(Multiple regression

analysis)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이란 두 가지 이상 변수들 사이의 관계,

특히 변수들 사이의 원인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추측통계의 한 방법을 의

미한다. 이런 회귀분석에서는 특정변수의 변화가 다른 변수의 변화에 미

치는 수학적 선형함수식을 파악하고, 두 변수간의 상호관계를 추론하기

위해 추정된 함수식을 회귀식이라고 한다. 이러한 회귀식을 통하여 독립

변수가 종속변수의 변화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연관이 있다면 어

느 변수가 원인이 되고 어느 변수가 결과가 되는지 등에 대한 사항을 분

석할 수 있다. 그리고 회귀분석은 두 변수간의 인과관계 분석함으로써

단순히 변수 사이의 관계 밀접도만을 조사하는 상관분석 방법과 다소 차

이가 있다. 회귀분석은 원래 인과관계를 가지는 두 변수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를 함수식화하여 분석하게 되는데,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가설의 타당성 여부

를 검토하는 데 있어 실증분석 방법으로서 유용한 도구가 된다. 둘째, 회

귀식이 적합한 모형이라 가정할 경우, 독립변수의 값을 토대로 종속변수

의 값을 예측할 수 있다. 회귀분석은 독립변수가 1개인 경우와 2개 이상

의 복수인 경우로 나눠지는데, 1개인 경우를 단순회귀분석, 2개 이상 복

수인 경우를 다중회귀분석이라고 한다. 다중회귀분석은 1개의 독립변수

를 분석하는 단순회귀분석보다 더 정확하게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장

점을 가진다. 이러한 고전적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결과를 보다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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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하기 위해 최소자승법(OLS: Ordinary Least Square)을 이용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표본이 주어졌을 때 잔차승을 가능한 최소로 만드는 추정치를 구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오차항에 독립변수 이외의 통제변인들, 즉 사업장 연

령, 자산규모(ln), 종업원 수, 노조유무 등의 특성을 포함하여 통제하고자 한다.

2) 조절효과 검증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analysis)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회귀분석 기법 중 위계적 회귀분석에 대

한 이해가 필요하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앞서 설명했던 다중회귀 분석

중 여러 개의 독립변수 사이에서 어떠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더 영향

을 미치는 가를 조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위계적 회귀분석이다.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회귀분석에서 기존보다 많은 수

효의 예측변수를 가지는 회귀모형과 상대적으로 적은 수효의 예측변수를

가지는 회귀모형을 비교가능한데, 이때 상대적으로 큰 모형이 작은 모형

에 포함된 예측변수를 모두 포함한다면 ‘이 두 모형의 관계는 서로 위계

적이다.’라고 말한다. 상대적으로 작은 모형에 포함된 예측변수들의 효과

를 통제한 후, 새롭게 추가된 예측변수가 준거변수를 설명하는 데 얼마

나 기여했는지를 보기 위하여 이런 위계적 관계의 방정식을 사용하게 되

며, 그 모든 과정을 위계적 회귀분석이라고 정의한다. 즉, 새롭게 추가된

변수로 인해 R² 증가분에 대한 F 검정을 통해서 변수(추가)들의 기여도

가 유의미한지를 분석한다. 상대적으로 작은 모형에 들어가는 예측변수

들은 발생의 순서, 인과관계, 연구상 먼저 검토할 필요 또는 혼입변수로

서의 통제 필요성 등의 이유에 따라서 선정된다. 이러한 근거는 이론에

기초하여야 하므로 이론단계적 회귀분석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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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

립변수인 유연근무제(특히, 시간과 관련된 제도)가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데이터분석을 하기 앞

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자 기술 통계분석

을 실시하였다. 기술 통계분석은 WPS2013 설문 응답기업 중 본 연구결

과와 연관성이 없는 결측치를 제외하고, 총 1,259개 분석대상 조직에 대

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또한, 민간/공공부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나누어 실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종속, 독립 및 통제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유연근무제 도입이 조직성과, 특히 재무성과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한 가설검증 및 민간/공공부문의 조절효과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제1절 기술 통계분석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5차 사업체패널조사(WPS 2013) 설문응답 기업 중 본 연구

결과와 연관성이 없는 결측치를 제외하고 1,259개 조직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업장연령, 근로자수, 노조유무, 조직형태(민간/공공

부문) 등 분석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1과 같다.

우선 사업장연령은 20년 이상인 조직이 738개(58.6%)로 가장 높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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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지하고 있으며, 10년 미만기업은 96개(7.6%), 10∼20년 미만 기업은

425개(33.8%)로 나타났다. 근로자수 100명 미만인 기업이 432개(34.4%)

이며, 100∼299명 조직이 310개(24.6%), 300∼999명 조직이 261개

(20.7%), 1,000명 이상인 조직이 256개(20.3%)의 분포를 보였다.

또한 전체 연구대상 기업 중 471개(37.4%)기업만이 노동조합이 존재하

고 있었으며, 788개 기업은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조

직형태에 따른 분류는 공공부문 149개 기관, 일반 민간부문 1,110개의 분

포를 보이고 있다.

표11. 표본의 특성 (단위:개)

구분 빈도 (%)

사업장연령

10년미만 96 (7.6%)

10∼19년 425 (33.8%)

20년이상 738 (58.6%)

근로자수

1∼99명 432 (34.5%)

100∼299명 310 (24.6%)

300∼999명 261 (20.7%)

1,000명 이상 256 (20.3%)

노조유무
유노조 471 (37.4%)

무노조 788 (62.6%)

조직형태
민간부문 1,110 (88.2%)

공공부문 149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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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변수에 관한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조직성과를 재무성과(1인당 매출액(ln))와 이

직의도로 나눠서 측정하였다. 조직성과에 관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 기관 1,259개의 1인당 매출액(ln) 평균은 5.705이며, 최소

값은 –1.193, 최대값은 9.942의 차이를 보이며 표준편차는 1.221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직의도에 관한 평균점수는 2.57로 응답한 기관 중 다수의 기관

들이 ‘동종업체와 이직의도가 비슷하다’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2. 종속변수에 관한 기술통계량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인당매출액(ln) 1,259 5.705 1.221 -1.193 9.942

이직의도 1,259 2.57 0.752 1 5

3. 독립변수에 관한 기술통계

기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유연근무제 유형(표 3참고)을 선택적시간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로 나눠서 설명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연근

무제 유형 중 시간활용과 관련한 선택적시간제와 탄력근무제 활용여부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원격근무제를

제외한 선택적시간제와 탄력근무제를 변수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선택적시간제와 탄력근무제를 도입한 기관수를

분석한 결과, 선택적시간제는 제도 도입기관이 123개(도입비율 9.7%)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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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제도 미도입기관이 1,136개(미도입비율 90.3%)이며, 탄력적시간제는

제도도입기관이 75개(도입비율 5.9%), 제도 미도입기관이 1,184개(미도입

비율 94.1%)으로 제도 도입에 차이를 보였다.

표13. 독립변수에 관한 기술통계량

(단위:개,%)

변수
선택적시간제 탄력적시간제

관측치 퍼센트 관측치 퍼센트

제도 도입 123 9.8 75 6.0

제도 미도입 1,136 90.2 1,184 94.0

합계 1,259 100.0 1,259 100.0

4. 통제변수에 관한 기술통계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조직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밝혀진 사업장 연령, 근로자 수, 노조유무, 자산규모를 통제변수로 설정

하고 분석하였다. 단, 노조유무는 더미변수로 구성되어 빈도분석을 통해

별도로 분석하였음을 밝혀둔다.

표14-1. 통제변수에 관한 기술통계량

(단위:명,만원,년)

변 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근로자수 1,259 1,418.76 5,193.58 5 95,794

자산규모 1,259 1,653,531.58 7,903,454.78 0 167,761,635

사업장연령 1,259 26.41 15.67 1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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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11-1을 살펴보면, 분석대상 사업장의 연령은 평균 26.41년이며

최소값은 1년 최대값은 109년이다. 자산규모는 최소값이 0, 최대값이

167,761,635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조사기관의 평균 근로자수는 1,418명으

로 나타났으며, 최소값은 5명, 최대값은 95,794명으로 근로자수가 가장

작은 조직과 가장 많은 조직은 약 19,158배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전체 1,259개 기관 중 약 37.4%에 해당하는 471개 기관만 노동조

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나머지 788개 기관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4-2. 통제변수에 관한 기술통계량

(단위:개,%)

변수 기관수
비율

해당비율 누적비율

노동조합 없음 788 62.6 62.6

노동조합 있음 471 37.4 100.0

합계 1,259 100.0

5. 조절변수에 관한 기술통계

앞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1,259개 조직을 대상으로 한 사업장연령, 근

로자수, 노조유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분석대상 조직을 조직유형에 따라 민간부문과 공공부

문으로 분류해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부문은 정부와 대리인 관계라는 특

성상 정부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제도 도입 수준과 결과에서 민간부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유연근무제 도입현황을 살펴보고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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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미하는 부분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유연근무제 중 시간과 관련된 선택적시간제, 탄력적시간제에 대한 도입

현황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누어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선택적시간제에 대해 살펴보면, 민간부분은 전체 1,110개 조직 중 72개

기업(6.5%)이 선택적 시간제를 도입한 반면 공공부문은 전체 149개 조직

중 51개 기업(34.2%)이 제도를 도입해 도입비율 측면에서는 약 5배 이상

의 차이를 보였다.

탄력적시간제에 대해 살펴보면, 민간조직 전체 1,100개 조직 중 49개 기

업(4.4%)이 탄력적시간제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은 전체

149개 조직 중 26개 기업(17.4%)가 본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탄력적시간제 또한 조직형태에 따른 도입비율이 약 4배 이상 차

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15. 조절변수에 관한 기술통계량

(단위:개)

구분
선택적시간제(%) 탄력적시간제(%)

도입 미도입 합계 도입 미도입 합계

민간 72(6.5) 1,038(93.5) 1,110 49(4.4) 1,061(95.6) 1,110

공공 51(34.2) 98(65.8) 149 26(17.4) 123(82.6) 149

합계 123(9.7) 1,136(90.3) 1,259 75(6.0) 1,184(94.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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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통계분석결과

1.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재무성과의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준

실험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 방법 중의 하나인 사전·사후측정

실험 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 형식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설계 방법은 사전측정치와 사후측정치의 값을 비교함으로써, 변수의

효과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사전 표본의 편중과 외생변수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연도별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의 변화추이와

제도 도입 여부에 따른 매출액 현황은 다음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년도(2011년과 2013년)동안 유연근무제 도입 여부에

따른 매출액(1인당 매출액(ln)) 증가율의 변화를 통해 제도도입이 재무성

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16. 연도별 유연근무제 도입 및 평균매출액 세부 현황

구분(개,백만원,%)
선택적시간제 탄력적시간제

도입 미도입 도입 미도입

2005년
업체수 142(9.7) 1,311(90.3) 202(13.9) 1,251(86.1)

평균매출액 14,269 1,228,505 15,788 1,225,357

2007년
업체수 109(7.7) 1,293(92.3) 153(10.9) 1,249(89.1)

평균매출액 22,513 1,183,660 9,954 1,263,541

2009년
업체수 80(5.9) 1,261(94.1) 97(7.2) 1,244(92.8)

평균매출액 20,748 1,106,571 25,476 1,053,758

2011년
업체수 129(8.7) 1,347(91.3) 130(8.8) 1,346(91.2)

평균매출액 28,686 1,583,416 22,243 1,631,763

2013년
업체수 123(9.7) 1,136(90.3) 75(5.9) 1,184(94.1)

평균매출액 53,151 1,444,885 33,580 1,679,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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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1. 선택적시간제 도입이 재무수준의 상승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2011년 설문 당시 선택적시간제 미도입한 기업이, 2013년에는 제

도를 도입한 기업(집단1)과 비교년도(2011년과 2013년) 모두 제

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집단2)에 비해 ‘11년∼’13년 기간의 재

무수준 상승비가 크다.

1-2 2011년 설문당시 선택적시간제를 미도입한 기업이, 2013년에도

제도를 도입한 기업(집단1)은 2011년에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2013년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집단2)에 비해 ‘11년∼’13년

기간의 재무수준의 상승비가 크다.

가설2. 탄력적시간제 도입이 재무수준의 상승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2011년 설문 당시 탄력적시간제 미도입한 기업이, 2013년에는 제

도를 도입한 기업(집단1)과 비교년도(2011년과 2013년) 모두 제

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집단2)에 비해 ‘11년∼’13년 기간의 재

무수준 상승비가 크다.

2-2 2011년 설문당시 탄력적시간제를 미도입한 기업이, 2013년에도

제도를 도입한 기업(집단1)은 2011년에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2013년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집단2)에 비해 ‘11년∼’13년

기간의 재무수준의 상승비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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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7. 독립표본 t-검정 결과 : 유연근무제 도입여부와 재무성과(1인당 매출액(ln)) 증가율과의 관계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 등식에 대한 T 검정

F
유의

수준
t

유의

수준

(단측)

집단의 평균값

집단 1 집단 2

가설 1-1
등분산을

가정함
1.1235 0.4676 0.3921 0.3475 1.1757 1.1372

가설 1-2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10.604 × 0.9957 0.1622 1.4449 1.1137

가설 2-1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7.7786 ×  1.3312 0.09495 1.5795 1.1372

가설 2-2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0.0679 ×  -2.1713 0.9838 0.9487 1.2640

유의 수준 95%에서 성립하는 가설이 없는 관계로, 유연근무제 도입이 1인당 매출액(ln)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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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선택적시간제, 탄력적시간제) 도입이 재무성과(1인당 매출액

(ln))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8

와 표 19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다

다중회귀분석 Model 1에서는 통제변수로 설정한 근로자수, 사업장 연

령, 자산규모, 노조유무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회귀

분석결과 Model 1에서는 사업장 연령과 자산규모가 재무성과에 유의미

한 연관성을 보였다. 추정된 회귀계수의 부호가 사업장 연령과 자산규모

모두 양수이므로 사업장 연령이 증가하고 자산규모가 커질수록 재무성과

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Model 1의 설명력은 Adjusted R²로 알

수 있으며 Model 1의 설명력은 4.9%로 나타났다.

Model 2의 경우에는 통제변수를 설정한 조건에서 유연근무제(선택적시

간제, 탄력적시간제) 도입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유연근무제 도입의 추정된 회귀계수 값 모두

양수이므로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라 재무성과가 좋아지는 것으로 보였으

나, 해당 회귀 계수들이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Model 3 에서는 조직 형태(민간=0 , 공공=1)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추정된 회귀계수가 음수로 나타났으

며 이는 민간에 비하여 공공 기업의 경우 재무성과가 낮아지는 것을 나

타내며 변수의 회귀계수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Model 3의 설명력은

이전 모델에 비하여 1.2%p 증가하여 6.2%로 나타났다.

마지막 Model 4에서는 이전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여 유연근무제(선택적시간제, 탄력적시간제) 도입과 재무성과의 관

계에서 조직형태가 조절작용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모델의

적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모델의 설명력도 이전 모델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투입된 상호작용 변수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 도입과 재무성과의 관계에서 조직형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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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8. 선택적시간제 도입이 재무성과(1인당 매출액(ln))에 미치는 영향: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표

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t B t B t B

근로자수 ×   ×   ×   ×

사업장연령       

자산규모 ×  ×   ×   ×

노조유무         

선택적시간제 .    

조직형태   

상호작용항 

constant    

F    

Adjusted R²    

R² change    

* P<0.05 ,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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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9. 탄력적시간제 도입이 재무성과(1인당 매출액(ln))에 미치는 영향: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표

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t B t B t B t

근로자수 ×   ×   ×   × 

사업장연령        

자산규모 ×  ×  ×   ×  

노조유무           

탄력적시간제         

조직형태    

상호작용항 `  

constant    

F    

Adjusted R²    

R² change    

* P<0.05 ,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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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유연근무제(선택적시간제, 탄력적시간제) 도입이 이직의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0 및 표 21

과 같다.

앞선 분석과 같이, 다중회귀분석 Model 1에서는 통제변수로 설정한 근

로자수, 사업장 연령, 자산규모, 노조유무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회귀분석결과 Model 1에서는 노조유무만이 이직의도와 유

의미한 연관성을 보였다. 이직의도의 추정된 회귀계수의 부호가 음수이

므로 노조가 없는 경우 보다 있는 경우 이직의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Model 1의 설명력은 2.1%로 나타났다.

Model 2의 경우에는 통제변수를 설정한 조건하에서 유연근무제가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선택

적시간제 도입의 추정된 회귀계수 값이 양수이므로 선택적시간제 도입에

따라 이직의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해당 변수 또한 유의미하

게 나타났고, 탄력적시간제 도입 또한 추정된 회귀계수 값이 양수이고

해당 계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탄력적시간제 도입에 따라 이직의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선택적 시간제의 경우 Model 2의 설

명력은 이전 모델에 비해 증가하여 3.3% 로 확인되었고 탄력적시간제의

경우에는 이전 모델에 비해 0.5%p 가 증가하였다.

Model 3와 Model 4에서는 조직 형태(민간=0 , 공공=1)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유연근무제와 이직의도간의 관계에서 조직형태가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정하였지만, Adjusted R²이 증가하지 않았

으며 해당 변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아 조직형태가 이직의도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며 조절효과 또한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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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0. 선택적시간제 도입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표

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t B t B t B

근로자수 ×   ×   ×   × 

사업장연령           

자산규모 ×   ×   ×   × 

노조유무       

선택적시간제     

조직형태     

상호작용항 

constant    

F    

Adjusted R²    

R² change    

* P<0.05 ,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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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 탄력적시간제 도입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표

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t B t B t B t

근로자수 ×   ×   ×   × 

사업장연령            

자산규모 ×   ×   ×   × 

노조유무        

탄력적시간제      

조직형태    

상호작용항  

constant    

F    

Adjusted R²    

R² change    

* P<0.05 ,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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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

(Treatment group)

유연근무제 미도입 기업

(Control group)
기준 연도

(2011)
재무성과 () 재무성과 ()

기준 연도

(2013)
재무성과 () 재무성과 ()

2. DID(Difference in difference) 분석 결과

유연근무제 도입여부가 조직성과(재무성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DID(Difference in difference) 분석을 실시하였다. DID

분석이란 어떤 정책이 적용되는 처치집단과 적용되지 않는 통제집단간의

정책성과를 측정하는 방법론 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Card and

Kruger(1994)는 DID 분석을 이용하여 최저임금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효

과를 분석하였다.(황관석 외 1인 ,2015,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수도권 DTI

규제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의 자료구조는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여부

와 도입 전후의 시점이 2개인 패널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위 표에서 는 유연근무제 도입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와 시

기별 특성이 포함된 차이를 보여주며 는 유연근무제 도입이 재무

성과에 미치는 효과와 기업별 특성이 포함된 차이를 보여준다. 시기별,

기업별 특성이 혼재되어 있어 단순비교를 통해 유연근무제 도입만의 효

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한계가 있다. 유연근무제 도입이 재무성과에 미치

는 영향만을 보기위해서는 시기별, 기업별 효과를 제거해야한다. DID분

석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러한 효과를 제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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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식의 좌변은 시기별 효과가 존재한다면,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과

도입하지 않은 기업에 모두 효과를 발생시켰을 것으로 가정하고 이러한

특성을 차분하면 유연근무제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할 수 있

을 것이다. 위 식의 우변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과 도입하지 않은

기업별 특성이 유연근무제 도입 시점에 관계없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 효과를 차분하여 유연근무제 도입만의 효과를 추정한다.

다시 말해, 외적 요인(통제 변수)을 제한한 상황에서 DID분석법은 유연

근무제 도입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데 유의미하게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중차분법의 모델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는 시점 에서 유연근무제 도입 여부에 따른 기업별 재무성

과(1인당 매출액의 상용 로그값)를 나타낸다.  는 연구 대상 기준

년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2011년=0, 2013년=1)이고,  는 유연근무

제를 도입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위의 회귀 모델식에서 유연근

무제만의 효과를 나타내는 이중차분 추정치는 에 의해 결정된다. 는

통제 변수로서 이번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자산규모(FP202), 노조 여부

(P001), 근로자수(FP011)를 사용하였다.

표 22.에서 DID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선택제시간

제와 탄력적시간제에서 각각 유연근무제의 도입에 따른 효과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유연근무제의 효과만을 의미하는 이

중차분추정치인 × 의 추정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유연근무제 도입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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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 유연근무제 도입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DID(Difference in difference) 회귀분석 결과표

변수
선택적시간제 (D309) 탄력적시간제 (D310)

추정 계수   추정 계수  

상수항    4)  

시간더미

()
×   ×  

유연근무제 더미

()
×   ×  

×

()
×   ×  

자산규모 ×   ×  

근로자수 ×   ×  

노조 여부 더미 ×   ×  

Adjusted R²  

F  

P-value  

4) *는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 ***는 유의수준 0.1%이하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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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결과 요약 및 의의

본 연구에서는 유연근무제를 선택적시간제와 탄력적시간제로 구분하

여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유연근무제와 조직효과성

간의 관계에서 조직형태에 따른 조절효과를 실증 연구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표 23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인 유연근무제 도입이 재

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검증에서는 두 가지 근무방식(선택적

시간제 및 탄력적시간제) 모두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되지

않아 가설 1-1과 1-2가 기각되었다.

둘째, 유연근무제 도입이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데 미치는 영향에 관

한 가설검증에서는 두 가지 근무방식(선택적시간제 및 탄력적시간제) 모

두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가설 2-1과 2-2는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유연근무제 도입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중 ‘조직형태에 따른 영향이 다를 것이다.’라는 가설 검증에서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아 가설 3-1과 3-2 그리고 4-1과 4-2

모두 기각되었다.

표23. 가설 검증 결과

구분 내용 방향 근거 결과

가설1-1 선택적시간제 → 재무성과 + 통계상유의하지않음 기각

가설1-2 탄력적시간제 → 재무성과 + 통계상유의하지않음 기각

가설2-1 선택적시간제 → 이직의도 - 부(-)의 영향력 채택

가설2-2 탄력적시간제 → 이직의도 - 부(-)의 영향력 채택

가설3-1 민간>공공부문 → 재무성과

(유연근무제도입)
+

통계상유의하지않음 기각

가설3-2 통계상유의하지않음 기각

가설4-1 민간>공공부문 → 이직의도

(유연근무제도입)
-

통계상유의하지않음 기각

가설4-2 통계상유의하지않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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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유연근무제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들은 유연근무제가 일·가정 균형을

우선하고 또는 가정 친화적이라는 제도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

지만, 이는 유연근무제 도입의 본질적인 의미를 간과되어 있다고 생각된

다. 과거, 기업이나 조직이 일·가정 양립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일과 가정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고 특별한 해결책이 제시

되기보다는 당사자가 노동시장에서 이탈되는 모습이 대부분이었다. 즉,

조직차원의 갈등해결이 아닌 근로자 개인의 문제로 전가되었고, 이로 인

해 대부분의 기혼여성들은 노동시장 이탈이라는 자구적 해결책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유연근무제 도입은 개인이

아닌 조직차원의 일·가정 균형책임을 부여하게 된 점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런 유연근무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된다. 먼

저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공정한 성과평가 체계가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업무의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조직·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가사의 의무는 여성의 비중이 크고, 남성은 사회생활을 우선

시해야한다는 기업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과 제도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부서 및 상사들 먼저 제도를 활용하여야 한

다는 등의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기존에 제안된 여러 개선방안

들과 본 연구과정에서 살펴본 생각을 토대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첫째, 유연근무제가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 간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단지, 본인의 업무나 상사의 감독을 회피하기 위

해 악용한다거나, 유연근무제를 활용했다는 이유로 인사나 승진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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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경쟁자들보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본제도의 취지를 벗어

나 올바른 문화 정착의 장애가 될 뿐이다.

Weber(1969)의 문화수렴·확산이론(Cross-cultural convergence vs.

divergence theory)에 따르면, 외부로부터 도입된 성공적인 제도들이 제

대로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외부의 두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보고 있다.(이준호, 2003) 즉, 새롭

게 도입된 제도효과가 크지 않은 이유는 문화적합성(culture-fit)의 부족

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Tayeb, 1994) 따라서 집단의식과 조직

내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는 조직원간의 신뢰성과 유연성, 그리고 의사결정에서의 자율성을 중시

하는 문화정착과, 개방적이고 합리적 문화로의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고 볼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매우 특수한 조직형태를 갖고 있는데

관청도 아니고 기업도 아닌 교배조직(hybrids)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

런 특수한 조직의 경우, 조직 관리자의 재량적 권한을 확대하면 조직성

과가 향상된다는 ‘자율성효과(autonomy effcect)’ 이론이 있다. 민간 조직

에게 맡기기는 어려운 기능을 수행하지만, 일반적 정부조직보다는 좀 더

많은 관리 재량권을 부여하여 자율성효과의 발현을 기대하고자 할 때 공

공기관과 같은 교배조직 형태의 문제점이 해결된다는 뜻이다.(전영한,

2013) 국가가 추진하는 정부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공

공기관의 특수성 때문이겠지만, 유연근무제도 도입비율은 민간부문에 비

해 약 4∼5배 이상(표15 참조) 차이가 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살펴보

았듯이, 유연근무제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조직형태의 조

절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제도의 확산을 위한 획일적인 도입

과 관리·감독보다는 제도도입과 운용과정의 재량적 권한을 확대하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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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운용의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면 보다 나은 조직성과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직무 특성에 따라 활용 가능한 근무 유형을 제한하려는 접근방

식도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개인 및 조직성과를 중요시하는 조직문

화 속에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면서 본인에게 주어진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는 본인 스스로가 가장 정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의 경우 직장 내 개인별 업무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기

관에 비해 유연근무제(선택적시간제 또는 탄력적시간제) 근무형태를 선

호하는 편이다. 하지만 제조업과 기술 개발사업 등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유연근무제에 대한 선호가 다른 업종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대체

적으로 직무의 특성에 따라, 조직 내 본인에게 어떤 근무형태가 적합한

지 알고 있다는 것이다. 즉, 업무 성격에 따라 제도의 활성화 전략의 차

이는 필요하나, 굳이 유연근무형태를 구분하여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하

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리더십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조직문화

의 변화정도는 리더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기존 조직문화

의 기본적인 흐름과 가치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요인은 성과 지향

적이고, 전략 지향적 가치의 리더십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언급한 성과

및 전략 지향적 리더십은 평가절차 및 성과결과에 대한 정당성 확보와

공정한 보상체계 수립을 통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여부에 따라 승진이

나 인사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가치를 말하는 것이

다. 구성원들이 조직의 비전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조직목표 달성을 위

한 본인의 역할이 무엇이며, 본인 스스로 업무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리더십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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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1. 분석 대상의 범위 문제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의 범위를 설정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한계를 가

진다. 유연근무제 도입여부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5차 사업체패널조사(WPS2013) 자료를 이용하다 보니, 해당 조직의 제도

도입 시기를 고려한 조직성과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과

거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들의 조직효과 및 성과부분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또한, 개별조직에 대한 조직성과 위

주로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업종별로 가지는 특성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2. 개념 설정 및 범위의 문제

다음으로 본 연구에 정의한 조직성과에 대한 개념설정 관련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조직성과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조직

형태에 따라 필요로 하는 조직성과 및 기능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조직

성과를 하나의 개념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주주 이익 및 조직 이윤 극대화라는 비교적 명확한 조직 목표를

가진 민간부문과는 달리 조직 목표 모호성 및 공익의 이익 증대의 조직

목표를 가진 공공기관과의 조직성과를 동시에 측정 및 평가하기에는 다

소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조직성과를 재무성과를 1인당 매출액으

로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직의도를 측정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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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성과의 개념이 제한적이며 조직형태에 따른 모든 기업들의 조직성

과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조직성과

를 정의하기 위해 조금 더 명확한 측면에서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3. 자료의 한계

본 연구를 위해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본 연구

와 연관성이 없는 결측치를 제외하고 1,259개의 조직을 대상으로 실증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유연근무제를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경험해 본

표본의 수가 너무 작아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한계를 가진

다. 실제 전체 대상 중 선택적시간제는 123개(9.7%), 탄력적 근무제는 75

개(6.0%) 조직만 활용하고 있었다.

조직형태에 따른 사용현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민간기업

의 경우 전체 1,100개 사업장 중 선택적 시간제는 72개 사업장(6.5%), 탄

력적 시간제는 불과 49개(4.4%) 사업장에서만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유연근무제도가 민간부문에서는 실질적으로 활

용되고 있지 않는 제도임을 반증해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직형태에 따른 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분석대상이

대부분 민간부문에 편중되었으며, 공공부문의 분석 대상수가 적어 조직

형태에 따른 조절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제5차 사업체패널조사 자료의 결과 값만 횡단면

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조직성과 특히 재무성과에 대한 분석시 수많은 변

수들을 모두 통제하지 못해 제도도입에 따른 직접적인 통계비교가 불가

능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연근무제도의 도입이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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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적인 재무성과와는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지 않지만, 조직 구성원 개

인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현행 유연근무제의 한계를 개별

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찾았다고 하겠다. 또

한 앞서 언급한 한계들에 대해서는 향후 기술적 보완을 통해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가이드를 제시해 줄 것이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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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the Effects of

Introducing Flexible Work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Focusing on the Changes in Financial Performance and Job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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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how the introduction of flexible work

correlates to organizational performance, specifically to financial

performance and job transitions. It analyzes the differences in

organizational performance depending on the introduction of flexible

work using the prior investigations on earlier studies and targeting

the workplace which corresponded to Korea Labor Institute Employer

Panel Survey.

Earlier studies on flexible work was focused solely on

personal job commitment or job satisfaction. However, this study

differs from others by putting its focus mainly on examining the

financial performance and job transition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group members on organizational and personal level simultaneously in

introducing flexible work. Using alternative work and flexible work

which are relatively used frequently among other flexible work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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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effects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differences were

analyzed. The differences in system effectiveness which could be

attributable to the forms of organization will be also critiqued through

this study, assuming that there will be differences in the results and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between two types of sectors; one is

public sector which has abstract goals, evaluations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compared to private sector and puts

greater priority on carrying out the government policies and another

is private sector which has a definite goal in maximizing the profits

of shareholders and organization. Research data is based on the 5th

Employer Panel Research from Korea Labor Institute. 1,259

organizations (private sector 1,110 and public sector 149) which fit

the analysis criteria from the whole were extracted and analyzed

using SPSS 22.0 statistic program.

To begin, on the effects of introducing flexible work on

financial performance, there i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running period of business and the asset size. It is verified that when

the year of business establishment was longer and the asset size was

bigger, the financial performance showed better results. A significant

correlation was shown between introducing the system and financial

performance from regression analysis which aims to measure the

effects of introducing flexible work on the financial performance.

However, a statistic analysis did not show any notable result. In

examining whether the forms of business organization plays a control

action between the introduction of flexible work and the financial

performance, the explanation power was higher than the prev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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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Additionallly the model suitability was also statistically

relevant but interacting variables were not. It was identified that the

forms of business organization did not have any control effect

statisticall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roduction of flexible

work and the financial performances.

The effects of introducing the flexible work on job transitions

are as in the following. The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s of control

variables on job transition was that only the presence of labor unions

variable made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other variables; such as

the number of workers, the running period of business, the asset size.

The job transition was lower in the organization with the labor union

than without one.

Analyzing the effect of flexible work on job transition under

the conditions of setting the control variables, it is proved that job

transition decreased and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statistically

with the introduction of flexible work. Lastly, the effects of the forms

of business organization on job transition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association statistically. With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it contributes to further studies by looking into organizational

performance (particularly financial performance), policy implications

which aim to improve job transition due to introducing flexible work

and proposing research limitations.

Keywords: flexible work, alternative work, flexible time,

financial performance, job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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