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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사업체패널조사의 가장 최근 자료를 사용

분석되었다. 예를 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

하여 유연근로제의 대표적 형태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

시간제는 상품/서비스에서의 혁신 가능성을 각각 10.4%

택적 근로시간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

포인트, 12.1% 포인트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

증분석결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기

적 근로시간제는 상품/서비스, 공정/프로세스, 조직, 마케

업의 성과와 혁신활동에 유의적인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

팅 등의 부문에서 혁신 가능성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으로 분석되었다.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는 상품/서

먼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인당
부가가치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

비스, 공정/프로세스, 조직 등의 부문에서 혁신 가능성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예컨대, 수치상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인당 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

가가치를 약 15.2%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

우 남성 근로자 수, 여성 근로자 수, 여성 근로자 수 비율 등

이익률에 대해서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양의 계

에서 양의 값을 나타냈지만 비유의적인 것으로 분석되어 실

수값을 나타냈지만 비유의적인 결과로 분석되어 실질적인

질적인 영향은 찾을 수 없었다. 반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성 근로자 수, 여성 근로자 수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

혁신성과 변수의 경우 상품/서비스, 공정/프로세스, 조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여성 근로자 수 비율에서

직, 마케팅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

는 유의적인 영향을 찾을 수 없었다. 유연근로제의 경우 근

택적 근로시간제는 유의적인 양의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로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고용인원을 늘릴 필요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할

하여 현재 1개월 정산기간을 6개월로 확대할 필요

수 있는 반면 기업의 효율성 증가로 기업의 경영성

가 있다.

과가 늘어나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고용 여력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평균 1주의 근무

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두 부분의 효과가

시간 40시간은 유지하되, 현재 단위기간 동안 1주

중첩되어 고용의 측면에서는 불분명한 결과가 나타

최대 근로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48시간(2주 단위

난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기간), 52시간(3개월 단위기간) 등을 상향조정하여

경우 경영성과 증가에 따른 고용 여력 증가가 장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

적으로는 더 커서 고용에서 유의적인 양의 결과가

가 있다.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근로자의 업무효율성과 기업의 성과를 극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기업의

대화할 수 있도록 유연근로제의 제도적 보완방안을

성과와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업

마련하여 유연근로제 정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들이 도입을 확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

있다. 또한 주 52시간제 등의 제도변화에 직면하여

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탄력 근로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여력

제의 경우 단위기간을 현재 최대 3개월에서 6개월

을 확대하기 위해 정규직의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로 확대할 예정이지만 일선 사업장의 고충을 반영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보

하여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

아야 할 것이다.

다. 선택적 근로제의 경우도 사업체의 요구에 부응

Ⅰ. 문제제기

* 5~49인 이하에 대해서는 2021년 7월부터 시행될 예

정이며, 2023년 1월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52

□ 우리나라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2019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기로 되어있던
주 52시간 근로제는 시행준비에 대한 준비부족
및 사회적인 문제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
◦ 하지만 6개월의 계도기간으로도 충분치 않아
추가로 계도기간이 3개월 연장되어 주 52시간
근로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
◦ 현재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하
고 있지만 내년(2020년) 1월부터는 50~299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
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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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근무제가 적용될 예정

□ 기존의 주 68시간 근무에서 근로시간이 주 52시
간으로 단축되면서 기업체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
◦ 고용주는 노동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상황
◦ 하지만 근로자가 늘어나면 근로자에게 지불해
야 할 사회보장부담금, 복리비, 채용비 등의 지
출이 추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고용주의 고
용부담이 크게 증가
◦ 이에 따라 기존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근로자 측면에서도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를 기

업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는 유
연근로제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
◦ 현재 대표적인 유연근로제라고 할 수 있는 탄
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적용기간이 짧게 규정되어 있어 적용기간의 확
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유연근로제가 기업의 성과 및 고용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도
출하고 함
◦ 유연근로제를 도입한 기업들의 성과와 고용현
황 분석을 통해 유연근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 유연근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유연근로제의 효과성
을 높이고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
연근로제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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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유연근로제의 정의와 유형 1)

-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 출장 등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

□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를 탄력
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근로시간의 효율
성을 높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제고한다는 취지

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 근로시간 또
는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
로 인정하는 근무제도

◦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히

- 재량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업무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맞게 근로시간을

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

설정함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

운영하기 위함

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 근로자대표와 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구축하

면합의를 통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

고 결과적으로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제도

경력단절과 이직을 방지하고 젊은 인재들의 동
기부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 기대
◦ 사업 및 직무의 특성 등에 따라 일하는 시간에

□ 유연근로제 가운데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할 수 있음

구속받지 않고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관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리할 수 있으며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근

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

로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제도인데 2주

◦ 유연근로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크게 5가
지로 구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해 운용
할 수 있음
- 2주 이내의 탄력근로제 실시요건은 ‘취업규칙’의

-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일이 많

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
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

규정을 따르며 근로기준법상 1주 최장 근로시간
은 48시간을 넘지 못하지만 연장·휴일근무를 포
함할 경우 주당 최대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함
- 3개월 이내의 탄력근로제는 노동조함 등 ‘근로자

-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2조): 일정기간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실시하며 특정한 주

(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

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연장·

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

휴일근무 12시간을 포함할 경우 주당 최대 근로

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시간은 64시간까지 가능

<표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1주 최장 근로시간
구분

주 52시간 적용 이전

주 52시간 적용 이후

2주 이내
(취업규칙의 규정)
3개월 이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76시간
(48+12+16(휴일 2일))
80시간
(52+12+16(휴일 2일))

60시간
(48+12)
64시간
(52+12)

자료: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고용노동부, 2018.6.)

1) 본 절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2018년 6월에 발표한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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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

-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고기업계는 초과근로

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2019년 2월 대통

대다수가 주문물량 변동에 의한 것이며 고정적

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

성수기가 있는 업종은 평균 성수기 기간이 5~6개

회(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월 지속된다고 강조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선진국과 같이 최대 1년으로 확대할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데 합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
- 노동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지 얼마
- 현재 계류 중인 이진복 의원(자유한국당) 대표발

되지 않은 시점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

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추진하는 것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취지와 부합

의 단위기간을 현재의 2주 및 3개월을 각각 2개

되지 않으며 장시간 근로를 고착화하는 것으로

월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간주하고 반대입장을 표명


- 경영계에서는 업종별, 산업별 특성을 감안할 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탄력적 근로

□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도 현재 1개월 이내
에서 3~6개월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
- 노사의 입장이 상이한 가운데 경사노위에서는 탄

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 중소기업계에서는 지난 5월 고용노동부 장관과
의 간담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만 개선될 경

데 합의하였으며,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로

우 사각지대에 있을 업종 등을 고려해 선택적

확대하면서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

근로시간제도의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

호하기 위해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개월로 늘려줄 것을 건의

을 의무화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현행 1개월 이내에서 총 근

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

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1

- 하지만 국회 일정이 늦어지면서 2019년 9월 30

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일 기준으로 아직까지 법안에 대한 논의 및 법안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등의 근로시간 제한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근
로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

◦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까
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추후 재개정의 필요성이 대두
- 2019년 3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주 52

-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정산기간에 있어 총

근로시간만 정해지므로 일·주 단위로 연장근로는
계산하지 않으며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는 정
산기간 이후에 산정

시간 근무제에 따른 경제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
기 위해서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며 탄력적 근로시
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는 주장이 제기
- 기업의 계절에 따른 수요 변동과 제품 주기에 따

른 분기별 수요변동 대응을 위해서라도 탄력근무
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
는 선진국 사례와 비교해 보아도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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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연장근로 산정
노사합의
총 근로시간

실근로시간

154시간
(1일 7시간 ×
근로일수 22일)

160시간

176시간
(1일 8시간 ×
근로일수 22일)

180시간

법정
근로시간

임금산정

176시간

노․사 합의한 총 근로시간(15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6시간)은 법정근로시간(176시간) 내
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160시간 × 통상임금
법정근로시간(176시간)을 초과한 180시간을
근로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함
§[176시간+(4시간×1.5)] × 통상임금

자료: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고용노동부, 2018.6.)

<표 3> 주요국 유연근로제 시행사례 비교
국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한국

- 2주(취업규칙)
- 3개월(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1개월

미국

- 단협으로 정해 52주까지 가능

- 사업장 자율

일본

- 1주/1개월/1년

- 3개월

독일

- 24주
- 단협으로 정할 경우 1년

- 단협으로 결정

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

◦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
정법률안에서는 현행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6개월 이내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 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안에 따르면 선택적 근로시

간제는 취업규칙과 노사 간 서면합의를 통해 최
대 1개월 단위의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인데 시기에 따라 업무량 편차가 있는 소프
트웨어 개발·연구·디자인·설계 등 업무에서 주로
이용한다고 언급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주요 이용하는 업무는 프로

젝트 단위로 업무량 편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
려할 때 현행 제도로는 6개월 이상 중장기 프로
젝트의 근로시간 관리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행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
다고 지적
- 동 발의안에서는 이에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
함으로써 근로자에 의한 자율적 근로시간 관리를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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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산업별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비율
(단위: %)
산업구분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조업

1.2

선택적 근로시간제
1.9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3.7

10.6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3

0.3

건설업

1.1

1.1

도매 및 소매업

4.8

3.2

운수업

3.6

4.6

숙박 및 음식점업

19.6

4.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7

5.9

금융 및 보험업

1.5

2.4

부동산업 및 임대업

8.1

8.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0

8.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3

4.0
33.3

교육 서비스업

33.3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2

6.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3.3

4.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7

1.0

전 체

3.7

3.4

자료: 사업체패널조사 2015년 기준, 산업별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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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존 문헌연구 검토 및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 우리나라에서 유연근로제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2015년 이전에 진행되었으며 유연근로제에 대한
실증적 분석의 연구는 많지 않음

어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
제보다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가까운 개념이라
고 할 수 있음
- 배귀희·양건모(2011)는 탄력근무제 외에 시간제

근무제, 재택근무제를 포함하여 공무원의 선호도
를 조사한 결과 공무원들은 탄력근무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탄력근무제 사용을

◦ 김태홍 외(2010)의 경우 유연근로제 등에 대한 연
구를 진행하기 위해 표본사업체 10,000개를 선정
하여 전화인터뷰와 방문인터뷰를 직접 수행하여
데이터를 생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
- 직접 구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연근무제도 운

영실태조사를 수행하고 활용 현황과 주관적 응답
을 토대로 유연근무제도의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
였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응답한 제도 효과에 대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만족도 및 사기제고가 가장 높은 효과로 지적되

은 것으로 나타남
- 시간제 근무제의 경우 남성공무원이 여성공무원

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제 근
무제의 사용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승
진이나 경력에서의 불이익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재택근무제는 선호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제도의 사용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은 업무의 전가인 것으로 나타남

◦ 황순옥·한상일(2013)은 춘천시청 공무원을 대상

었으며 그 다음으로 생산성 제고, 초과근무수당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지방자치단체 공무

등 인건비 절감, 고객에 대한 서비스 품질 제고

원의 유연근무제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효능

등의 순으로 나타남

감, 업무성과 등을 분석하였음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 황순옥·한상일(2013)이 춘천시청 공무원을 대상으

시행 성과로 꼽은 결과는 근로자 만족도 및 사기

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 추정

제고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업무량 변동

을 통해 변수 간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지

에 따른 근로시간 조정, 생산성 제고, 고객에 대

도와 긍정적 기대, 충실한 이행여부는 만족도와

한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인 것으로 나타남. 다만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우수인력 확보와 근로자의 이직 감소 등을 시행

- 부분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경로도 발

성과로 평가한 사업체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견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유연근무제는 조직에 긍

조사됨

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

- 김태홍 외(2010)에서는 이외에도 단시간 근로제

- 황순옥·한상일(2013)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방정

도, 원격 근무제도, 재택근무제 등의 운영실태에

부의 경직된 구조와 문화를 유연화하고, 유연근무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

◦ 배귀희·양건모(2011)는 공무원 유연근무제 정착
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탄력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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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업무의 전가를 꼽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제안

◦ 박경환(2015)은 유연근무제의 유형에 따라 그

제의 정의가 기존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음

효과가 다를 것이라고 가정하고 유연근무제 도

- 배귀희·양건모(2011)에서는 탄력근무제를 1일 8시

입 700개, 미도입 500개 총 1,200개 기업을 대

간(주 40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근시간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후 유연근무제도가 조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

직효과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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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변수인 재무성과, 혁신성과, 직무만족, 조직

몰입 등의 변수는 계량화된 변수가 아니라 응답

가져오고 직무만족과 기술향상을 꾀할 수 있으
며 비용을 절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

자의 주관적 평가로 1~5의 값을 가지는 수준 및
정도를 측정하는 변수라는 한계가 존재
- 조직의 경제적 효과성인 재무성과에는 원격근무

제와 재택근무제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혁신성과에는 단시간근무제, 다기능숙련교육, 선
택적 근로시간제가 유의한 정의 영향을, 재택근
무제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조직의 사회적 효과성인 직무만족, 조직몰입, 자

발적 이직, 기업이미지, 직장선호도에는 다기능숙
련교육과 재택근무제도가 일관성 있게 유의한 양
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으며 다기능숙련교육은 경
제적 효과성과 사회적 효과성 대부분의 지표에
높은 수준의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 본 연구는 국내자료를 이용하여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
◦ 탄력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구분
하여 기술하고 만족도, 제도의 애로요인 등에
대해 연구한 보고서는 국내에도 있지만 기업의
특성 및 성과를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연구에서도 주로 도입 현황 등을 기술적으로 살
펴보거나 설문조사에서의 응답결과를 설명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나타남
- 단시간근로제는 대부분의 성과지표에 영향을 미

치지 않거나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쳤으며 탄력
적근무제와 선택적근무제는 타 유연근무제에 비
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
로 분석됨

- 설문조사의 주관적 응답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

로 인과관계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정량적 분석으
로서의 가치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유연근로제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의
가 현재와 다른 경우도 있으며 이를 포함하여 다

□ 해외에서도 유연근로제가 조직의 만족도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보고서들이 있음 2)
◦ Carlson et al.(2010)은 업무시간에 유연성을 부
여할 경우 업무성과와 조직만족도를 높인다고

른 유형의 유연근로제를 같이 살펴보기 때문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유연근로제 전반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설명하였으며, McNail et al.(2010)도 유연근무

◦ 외국 문헌의 경우 유연근로제의 효과를 실증적

제를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이 높아지고 직무

으로 분석한 보고서들이 있지만 유연근로제

만족도와 직무이직 경향 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flexibility

있다고 언급

flexible working 등)의 정의가 혼재되어 있어

◦ Reiley(2001)는 유연근무제도를 통해 근로자를
동기유발시키고 생산성과 업무의 품질을 향상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Madsen(2011)의
연구에서도 유연근무제가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조직몰입을 증가시킨다고 주
장하였으며 이러한 결과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at

work,

flexitime,

flexible,

국내에서 정의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정확히 일치하는 형태의 유연근
로제 효과로 언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
- 다만 근로시간에서의 유연성을 줄 수 있는 유연

근로제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
결과는 상기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다수 존재

2) 황순옥·한상일(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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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패널조사의 가장 최근 자
료를 사용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
로시간제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자 함
- 사업체패널조사의 경우 기존에도 선택적 근로시

간제를 묻는 항목이 존재하였으나 출근시간 차등
의 개념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선
택적 근로시간제를 묻는 질문으로의 최근은 가장
최근 조사에서만 적용되었음
- 따라서 가장 최근의 사업체패널조사를 사용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기업
의 고용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 기존의 연구들이 설문조사에서 주관적인 문향을

바탕으로 효과의 정도만을 기술적으로 분석한 것
과는 달리 사업체패널에서 제공하는 정량적 성과
인 1인당 부가가치액, 총자산이익률(ROA) 등을
사용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
제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기업의 혁신과 관련해서는 주관적인 혁신 정도에

대한 문항은 배제하고 실제로 상품/서비스, 공정/
프로세스, 조직, 마케팅 등에서 혁신 성과가 있었
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여 탄력적 근로
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기업의 혁신에 영
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 추가적으로 기업의 남녀 근로자 수 및 여성 근로

자 수 비율 등을 사용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기업의 고용특성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탄

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개선방
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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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 6차년도 조사에서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만이 본 연

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선택적 근로제의 정의와

영향 분석

동일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장 최근 자료인 6
차년도 2015년 자료만을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

1. 데이터 및 변수 소개
□ 본 연구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
시간제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해 사업체패널조사를 사용
◦ 현재 이용 가능한 사업체패널조사는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등 격년

단위 자료로서 총 6차의 패널조사가 진행되었음
◦ 사업체패널조사는 전국의 사업장 가운데 농림·

□ 유연근로제의 대표적 형태인 탄력적 근로유연제와
선택적 근로유연제 시행여부는 사업체패널조사에
서 관련 문항의 조사결과를 사용
◦ 탄력적 근로제의 경우 사업체패널에서 해당 사
업장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를 시행하고 있으면 1의 값을 그렇지 않으면 0
의 값을 가지는 변수를 생성

어업 및 광업을 제외한 전산업을 대상으로 한

- 사업체패널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정의는 ‘일

사업체 표본조사로서 사업체의 기본사항부터

시적으로 작업량이 늘어날 때, 근로자대표와의

재무현황까지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

서면합의에 의하여 2주간 또는 3개월 이내의 단

◦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이용제약으로 인하여 가
장 최근의 2015년 자료만을 사용하여 탄력적

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특정한 주에 40시간, 특정
일에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사업체의

으며 연장근로수당이 면제되도록 하는 제도’로

고용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정의하고 있어서 본 연구의 탄력적 근로제 의미

- 사업체패널조사의 경우 6차년도 조사에서 큰 변

에 부합

화가 발생하여 기존의 조사항목이 삭제되기도 하
고 새로운 항목의 질문이 추가되기도 함
- 기존과 동일한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용어의 정의

가 달라진 경우도 있는데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
지고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정의가 이
러한 경우임
- 5차년도 조사(2013년)까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8
to 5 또는 9 to 6 또는 10 to 7 등 근무시간 선택

대안 중에 1가지를 선택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정의되었으나 6차년도 조사(2015년)부터
는 ‘당사자가 일정한 정산시간 동안의 총근로시간을
정한 다음 매일 일이 시작되고 끝나는 시각(시업 및
종업시작)을 비롯하여 근로시간의 편성을 근로자 개
개인의 결정에 맡기는 제도(노사협의로 1개월 이내
에서 총근로시간만 정하고 출퇴근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토록 하는 제도)’로 정의가 변경

◦ 선택적 근로제의 경우 사업체패널에서 해당 사
업장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응답결과를 사용하여 선
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으면 1의 값을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가지는 변수를 생성
- 사업체패널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의는 ‘당

사자가 일정한 정산시간 동안의 총근로시간을 정
한 다음 매일 일이 시작되고 끝나는 시각(시업 및
종업시작)을 비롯하여 근로시간의 편성을 근로자
개개인의 결정에 맡기는 제도(노사협의로 1개월
이내에서 총근로시간만 정하고 출퇴근시간을 근로
자가 자유롭게 선택토록 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어서 본 연구의 선택적 근로제 의미에 부합
- 다만 선택적 근로제의 이러한 정의는 2015년 자

료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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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이전의 자료에서는 선택적 근로제가 ‘8 to 5

- 2015년 이전 자료에서는 근로자 주도 혁신활동과

또는 9 to 6 또는 10 to 7 등 근무시간 선택 대안

제품/서비스 혁신정도를 평가하는 5점 척도 점수

중에 1가지를 선택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으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의 자료

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선

가 제공되었으나 2015년부터는 동 항목에 대한 조

택적 근로시간제와는 차이가 있음

사가 중단됨

* 이러한 이유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실증분석은
2015년 자료만 이용가능하며 본 연구에서도 2015년

사업체패널조사만을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

□ 유연근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은 종속변수를 고려
◦ 2가지 객관적 성과지표로는 근로자 1인당 부가

- 대신에 2015년에는 ① 혁신으로 인하여 새로운

제품/서비스 상품 또는 크게 개선된 제품/서비스
상품이 출시되었는지의 여부, ② 공정 및 프로세
스 혁신 실행의 여부, ③ 조직 혁신 실행의 여부,
④ 마케팅 혁신 실행의 여부를 묻는 항목이 추가
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4가지 항
목을 혁신성과 변수로 사용

가치액, 총자산이익률(ROA) 등을 사용
- 1인당 부가가치는 사업체패널조사의 재무현황에

서 조사된 부가가치액을 회계기간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을 사용
- 총자산이익률(ROA)은 사업체패널조사의 총자산과

□ 유연근로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
하여 사용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들은 기존 문헌
등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변수들로 구성
◦ 유연근로제: 앞에서 설명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당기순이익 자료를 사용하여 총자산액 대비 당기

선택적 근로시간제 변수를 사용하여 각각의 변수

순이익 비율(%)을 계산하여 사용

가 기업의 고용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3가지 객관적 고용지표로는 남성 근로자 수,

◦ 자본장비율: 기업성과에 미치는 노동력의 특성

여성 근로자 수, 전체 근로자 수에서 여성 근

을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자 1인당 자본장비율

로자 수 비중을 사용

을 포함

- 남성 근로자 수와 여성 근로자 수는 사업체패널

- 사업체패널조사의 유형자산액을 이용하여 근로자

의 근로자 현황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실증분석의

1인당 유형자산규모를 사용하였으며 회귀분석식에

경우에는 로그를 취한 값을 사용(유연근로제가

서는 기존문헌들과 같이 로그값을 사용하여 분석

근로자 수(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
여 근로자 수의 로그값을 고려)
- 유연근로제를 채택한 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일

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환경이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고용비율이 더 높게 나타
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근로자 현황 자료로부

◦ 부채비율: 부채비율은 기업의 자본조달구조, 기
업경영전략, 재무구조의 안정성 등을 반영하여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기
업성과의 통제변수 가운데 하나로 고려
- 부채비율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부

터 성별 근로자 수와 전체 근로자에서 여성근로

채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

자의 비중을 계산하여 분석에 사용

표로서 경영분석에서 기업의 건전성의 정도를 보
여주는 지표로 흔히 사용됨

◦ 기업의 혁신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로
는 2015년부터 조사가 시작된 4가지 형태의 혁
신 달성 여부조사 결과를 사용

- 보통 부채비율은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값을 사

용하며 이에 따라 사업체패널조사의 재무현황 자
료를 사용하여 자본 대비 부채 비중(%)을 계산하
여 회귀분석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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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유무: 노동조합의 유무, 그리고 노동조합
단체 등에 따라서 노사 간 관계 및 기업의 성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직유형의 구분도 회귀분석
에 포함

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조유무를
통제할 수 있는 변수를 포함
-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사업체의 노동

조합 가입유무를 구분하여 모형에 적용
- 노동조합 가입유무를 대표적인 노동조합인 한국

노총, 민주노총 등의 더미변수로 구분하여 사용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2015년 자료부
터는 노동조합별 가입유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이용이 불가함

□ 본 연구에서 필요한 데이터는 사업체패널조사 최
신자료인 2015년에서만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단
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성과지표의 특성에 따라 각
각 다른 분석방법을 사용
◦ 먼저 실증분석을 위해 최종적으로 다음의 회귀
방정식을 설정

              
(  는 성과지표(1인당 부가가치액, 총자산이익

◦ 산업분류: 사업체가 종사하는 산업의 특수성에

률, 남성 근로자 수의 로그값, 여성 근로자 수의

따른 기업의 성과를 반영하기 위해 산업구분

로그값, 전체 근로자에서 여성근로자 비중)과 혁

통제변수를 분석에 추가

신지표(제품/서비스, 공정/프로세스, 조직, 마케팅

- 산업구분은 제9차 산업분류표를 적용하여 17개

혁신 여부),

 는

독립변수로서 유연

산업분야(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도매 및 소매업

근로제(탄력적 근로시간제 혹은 선택적 근로시간

등등)로 구분하고 이를 더미변수화하여 회귀분석

제 도입여부),

에 포함

채비율, 노조 가입여부, 산업분류, 기업규모(대기

- 제9차 산업분류는 사업체패널조사에게 제공하는

는

업/중소기업 구분), 설립연도, 민간/공공부문, 조

는

직형태 등을 포함,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

◦ 기타 통제변수: 그 밖의 통제변수로서 회귀분석
에 포함된 변수는 다음과 같음
- 기업규모(대기업/중소기업 구분): 대기업/중소기업

통제변수로서 자본장비율, 부

오차항을 의미)

-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아웃라이어는 제

거하고 실증분석을 수행

◦ 1인당 부가가치액, 총자산이익률, 남성 근로자

구분에 따른 기업성과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수의 로그값, 여성 근로자 수의 로그값, 전체

종업원 300인을 기준으로 더미변수를 생성하여

근로자 수에서 여성 근로자 수의 비중 등의 성

회귀분석에 포함

과지표를 분석하는 경우에는 OLS를 사용하여

- 설립연도: 기업의 존속연수는 경영환경에 대한 적

응도, 기업의 안정성 등을 통해 기업성과에 영향

분석
- 모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분산

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연령을 고려할

(heteroscedasticity)

수 있는 설립연도를 모형에 포함

(misspecification)의 문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

- 민간·공공부문: 사업체패널조사에는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분도 포함되어 있어 민간과 공공부
문의 성과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더미변수를
생성하여 회귀분석에 포함

문제,

모형설정의

오류

여 후버-화이트-샌드위치(Huber-White-Sandwich)
추정치의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를 사
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

◦ 제품/서비스 혁신여부, 공정/프로세스 혁신여

- 조직유형: 기업의 조직유형(개인사업, 회사법인

부, 조직의 혁신여부, 마케팅의 혁신여부 등을

등등)에 따라서도 기업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을

나타내는 혁신 성과지표의 경우 0 혹은 1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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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상 산업분류 더미변수는 주요 변수의 기초

산형 변수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빗 모

통계량에서는 생략하였음

형을 적용하여 분석
- 종속변수가 범주형 변수일 경우 통상적인 최소자

□

승법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기 않기
때문에 로짓이나 프로빗과 같은 이산형 분석기법
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

회귀모형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행한 결과
유연근로제는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1인당 부가

- 로짓이나 프로빗 어느 모형을 사용하여도 분석결

과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본 연구에서는 프로빗

가치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탄력적 근로제의 도입은 1인당 부가가치를 약
15.2%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의

2. 실증분석 결과

수준 10%에서 유의적인 결과로 분석됨
- 탄력적 근로제의 도입은 총자산 이익률에도 2.4%

□ 모형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을 간략
히 소개하면 <표 5>와 같음

포인트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유의적이지는 않은 결과로 분석됨

◦ 기초통계량은 회귀모형에 사용되는 변수들에
대한 기본정보를 나타내며 실제 회귀식에서는
모든 변수들이 사용가능한 경우에만 분석에 사
용되므로 기초통계량의 관측치 수와 회귀분석
에 사용된 관측치 수와는 차이가 있음
<표 5>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항목

관측치수

평균

일인당부가가치액(로그값)

1,767

4.3

0.8

-0.8

9.2

총자산이익률(%)

2,291

5.3

51.1

-80.3

2,388.2

전체 근로자 수(로그값)

2,293

4.8

1.1

2.1

9.4

남성 근로자 수(로그값)

2,291

4.4

1.2

1.1

9.0

여성 근로자 수(로그값)

2,273

3.1

1.5

0.0

9.0

여성 근로자 수 비율(%)

2,293

27.1

23.2

0.0

100.0

최솟값

최댓값

제품/서비스 혁신(=1)

2,293

0.2

0.4

0.0

1.0

공정/프로세스 혁신(=1)

2,293

0.2

0.4

0.0

1.0

조직 혁신(=1)

2,293

0.2

0.4

0.0

1.0

마케팅 혁신(=1)

2,293

0.2

0.4

0.0

1.0

선택적시간근로제도입(=1)

2,293

0.1

0.2

0.0

1.0

탄력적시간근로제도입(=1)

2,293

0.0

0.2

0.0

1.0

자본장비율(%)

2,285

3.7

2.3

-5.5

9.7

부채비율(%)

2,293

166.4

577.0

-7,841.7

8,629.4

300인 이상 규모(=1)

2,293

0.3

0.5

0.0

1.0

회사법인 조직(=1)

2,293

0.9

0.3

0.0

1.0

공공부문(=1)

2,293

0.0

0.2

0.0

1.0

노동조합(=1)

2,293

0.3

0.4

0.0

1.0

설립연도(연도)

2,293

1,992.9

14.3

1,905.0

2,014.0

주: 편의상 산업분류 더미변수는 제외하고 작성
자료: 사업체패널 2015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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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1인당 부가가치를 유의적

- 비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항목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1인당 부가가치에서는 유의적인 양의 효

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남

- 선택적 근로제의 도입도 1인당 부가가치를 증가

- 비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항목의 경우 아직까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의수준 1%에서

지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유의적인 결과

결과일 수 있으며 제도의 활성화와 실효성을 향

- 선택적 근로제의 도입도 총자산이익률을 2.1% 포

상시키기 위해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도적

인트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유의적이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

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유연근로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유의적
이고 일관적인 결과를 보이지는 않지만 대체로 양
의 계수값을 나타냄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같
은 유연근로제는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 분석결과에 비추어 볼 때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남성 근로자 수, 여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로제는 기업의

성 근로자 수, 여성 근로자 수 비율 등에 양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근로자들의 집중력을 높여 기

값을 나타내고 있지만 유의적인 값은 아니기

업의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움

분석됨
<표 6>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변수

(1) 1인당 부가가치액(로그값)

(2) 총자산이익률(%)

탄력적 근로시간제

0.152*

2.397

(Yes=1)

(0.0908)

(1.527)

자본장비율

0.176***

-3.349

(%)

(0.0107)

(2.082)

부채비율

-5.15e-05

-0.00141

(%)

(4.90e-05)

(0.00104)

300인 이상 규모

0.101***

-2.160

(Yes=1)

(0.0357)

(1.794)

조직형태_회사법인

0.0351

-2.184

(Yes=1)

(0.0902)

(1.641)

공공부문

-0.0556

-5.589*

(Yes=1)

(0.131)

(2.996)

노조 유무

0.0919*

1.007

(Yes=1)

(0.0480)

(0.886)

설립연도

-0.00194*

0.0500**

(연도)

(0.00115)

(0.0238)

상수

7.271***

-77.78

(2.300)

(51.50)

관측치수

1,764

2,283

R-squared

0.352

0.031

산업분류별 더미변수

Yes

Yes

주: 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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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변수

(1) 1인당 부가가치액(로그값)

선택적 근로시간제

0.317***

(2) 총자산이익률(%)
2.145

(Yes=1)

(0.0890)

(1.460)

자본장비율

0.176***

-3.342

(%)

(0.0106)

(2.080)

부채비율

-5.20e-05

-0.00141

(%)

(5.09e-05)

(0.00104)

300인 이상 규모

0.0946***

-2.172

(Yes=1)

(0.0356)

(1.795)

조직형태_회사법인

0.0600

-2.114

(Yes=1)

(0.0886)

(1.640)

공공부문

-0.103

-5.700*

(Yes=1)

(0.121)

(3.018)

노조 유무

0.0882*

1.013

(Yes=1)

(0.0476)

(0.884)

설립연도

-0.00198*

0.0510**

(연도)

(0.00115)

(0.0237)

상수

7.335***

-79.90

(2.299)

(51.11)

관측치수

1,764

2,283

R-squared

0.356

0.031

산업분류별 더미변수

Yes

Yes

주: 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p<0.01, ** p<0.05, * p<0.1

- 탄력적 근로제의 경우 근로자들을 효율적으로 사

이고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

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고용인원을 늘릴

여건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가 효율적인 근로자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반면 기업의

사용을 통한 고용감소 유인을 상쇄하고도 남아 근로

효율성 증가로 기업의 경영성과가 늘어나면 기업

자 수가 늘어났을 가능성

의 투자가 늘어나고 고용여력이 증가하는 부분도

* 또한 선택적 근로제를 도입하면 근로자들이 자신이 원

있기 때문에 두 부분의 효과가 중복되어 고용의

하는 시간에 근무를 수행하여 근로자의 만족도가 높을

측면에서는 불분명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직의 가능성이 적고,

- 탄력적 근로제의 경우 고용의 증가에 양의 값을

여성의 경우 선택적 시간제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

나타내기는 하지만 비유의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경력단절의 가능성이 낮

실효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아질 수 있기 때문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수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남성과 여성의 근로자 수
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선택적 근로제의 도입은 남성 근로자 수를 약

가시키기 때문에, 사전에 예상했던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여성근로자 수 비율의 유의적 증가를 가

22.0% 증가시키고 여성 근로자 수도 약 27.6%

져오지는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고 일과

* 이는 각각 5% 유의수준과 10% 유의수준에서 유의

적인 결과인 것으로 분석됨
* 앞의 결과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감
안하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기업의 성과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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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여성이 보다 선호
하는 근무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남성근로자의 수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율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표 8>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고용특성에 미치는 영향
변수

(1) 남성 근로자 수(로그값)

(2) 여성 근로자 수(로그값)

(3) 전체근로자에서 여성비율(%)

탄력적 근로시간제

0.113

0.221

2.106

(Yes=1)

(0.112)

(0.157)

(1.825)

자본장비율

-0.0128

-0.0851***

-1.524***

(%)

(0.0116)

(0.0164)

(0.265)

부채비율

2.41e-05

-2.70e-05

-0.000682

(%)

(2.97e-05)

(4.85e-05)

(0.000811)

300인 이상 규모

1.192***

1.164***

1.311

(Yes=1)

(0.0469)

(0.0653)

(0.975)
-5.183**

조직형태_회사법인

0.354***

0.0117

(Yes=1)

(0.0896)

(0.121)

(2.102)

공공부문

0.871***

1.385***

5.664**

(Yes=1)

(0.133)

(0.214)

(2.691)

노조 유무

0.603***

-0.0565

-7.862***

(Yes=1)

(0.0523)

(0.0771)

(1.059)

설립연도

-0.0116***

-0.00840***

0.0665**

(연도)

(0.00143)

(0.00196)

(0.0293)

상수

26.69***

19.69***

-94.14

(2.860)

(3.910)

(58.54)

관측치수

2,283

2,266

2,285

R-squared

0.478

0.419

0.335

산업분류별 더미변수

Yes

Yes

Yes

주: 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p<0.01, ** p<0.05, * p<0.1

<표 9>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고용특성에 미치는 영향
변수

(1) 남성 근로자 수(로그값)

(2) 여성 근로자 수(로그값)

(3) 전체근로자에서 여성비율(%)

선택적 근로시간제

0.220**

0.276*

1.103

(Yes=1)

(0.103)

(0.142)

(1.732)

자본장비율

-0.0131

-0.0849***

-1.514***

(%)

(0.0117)

(0.0164)

(0.265)

부채비율

2.48e-05

-2.66e-05

-0.000687
(0.000809)

(%)

(2.92e-05)

(4.76e-05)

300인 이상 규모

1.188***

1.161***

1.330

(Yes=1)

(0.0470)

(0.0654)

(0.976)

조직형태_회사법인

0.370***

0.0281

-5.177**

(Yes=1)

(0.0904)

(0.121)

(2.119)

공공부문

0.834***

1.355***

5.799**

(Yes=1)

(0.136)

(0.216)

(2.700)

노조 유무

0.598***

-0.0598

-7.833***

(Yes=1)

(0.0522)

(0.0772)

(1.060)

설립연도

-0.0116***

-0.00835***

0.0677**

(연도)

(0.00143)

(0.00196)

(0.0293)

상수

26.68***

19.56***

-96.50*

(2.868)

(3.917)

(58.50)

관측치수

2,283

2,266

2,285

R-squared

0.479

0.419

0.334

산업분류별 더미변수

Yes

Yes

Yes

주: 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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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근로제는 혁신성과에 유의적이고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프로빗 모형으로부터 도출한 결과를 확률로 환산

하여 분석해보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
우 상품 및 서비스에서의 혁신 가능성은 12.1%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상품/서비스, 공정/프로세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정/프로세

스, 조직, 마케팅 등 모든 분야의 혁신성과에

스의 혁신 가능성은 13.9%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로 분석됨

- 프로빗 모형으로부터 도출한 결과를 확률로 환산하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조직에서의 혁신을 달성할

여 분석해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상

가능성도 19.4% 포인트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

품 및 서비스에서의 혁신 가능성은 10.4% 포인트

났으나, 마케팅 부분에서의 혁신 가능성에서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정/프로세스의 혁신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능성은 16.1%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마케팅에서의 혁신을 가져올 가

- 뿐만 아니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조직에서의 혁신

능성을 3.0% 증가시키는데 그쳤으며 이는 비유의적

을 달성할 가능성을 16.3% 포인트 증가시키는 것으

인 결과로 분석됨

로 나타났으며, 마케팅 부분에서 혁신을 달성할 가
능성도 12.3% 포인트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
우 근로자들의 집중력을 높이고 근무혁신을 통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상품/서비스, 공정/프로세

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스, 조직 등에서의 혁신성과에 유의적인 양의

상품/서비스, 공정/프로세스, 조직 등에서의 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마케팅에서

신성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의 혁신성과에서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10>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변수

(1) 상품/서비스

(2) 공정/프로세스

(3) 조직

(4) 마케팅

탄력적 근로시간제

0.337**

0.502***

0.494***

0.400***

(Yes=1)

(0.148)

(0.144)

(0.147)

(0.146)

자본장비율

0.0533***

0.0892***

0.0701***

0.0449**

(%)

(0.0206)

(0.0207)

(0.0198)

(0.0204)

부채비율

7.14e-05

2.55e-05

3.34e-05

1.32e-05
(6.61e-05)

(%)

(5.89e-05)

(5.33e-05)

(4.95e-05)

300인 이상 규모

0.327***

0.329***

0.308***

0.357***

(Yes=1)

(0.0731)

(0.0736)

(0.0705)

(0.0710)

조직형태_회사법인

0.589***

0.257

0.267

0.543***

(Yes=1)

(0.194)

(0.178)

(0.171)

(0.199)

공공부문

0.432*

0.0636

0.253

-0.0812
(0.276)

(Yes=1)

(0.260)

(0.252)

(0.230)

노조 유무

-0.0370

0.0594

0.0962

0.0155

(Yes=1)

(0.0859)

(0.0849)

(0.0842)

(0.0858)

설립연도

-0.00171

-0.00229

-0.00471**

-0.00542**

(연도)

(0.00231)

(0.00234)

(0.00227)

(0.00232)

상수

1.943

3.211

7.997*

9.232**

(4.624)

(4.687)

(4.540)

(4.644)

관측치수

2,273

2,285

2,280

2,246

산업분류별 더미변수

Yes

Yes

Yes

Yes

주: 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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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변수

(1) 상품/서비스

(2) 공정/프로세스

(3) 조직

선택적 근로시간제

0.386***

0.443***

0.578***

(4) 마케팅
0.108

(Yes=1)

(0.137)

(0.135)

(0.134)

(0.141)

자본장비율

0.0542***

0.0911***

0.0713***

0.0473**

(%)

(0.0204)

(0.0205)

(0.0197)

(0.0204)

부채비율

7.55e-05

2.85e-05

3.77e-05

1.46e-05
(6.66e-05)

(%)

(5.97e-05)

(5.41e-05)

(5.08e-05)

300인 이상 규모

0.321***

0.326***

0.302***

0.365***

(Yes=1)

(0.0731)

(0.0738)

(0.0706)

(0.0709)

조직형태_회사법인

0.622***

0.280

0.309*

0.528***

(Yes=1)

(0.194)

(0.179)

(0.177)

(0.197)

공공부문

0.404

0.0433

0.197

-0.0381
(0.268)

(Yes=1)

(0.260)

(0.248)

(0.231)

노조 유무

-0.0391

0.0608

0.0920

0.0262

(Yes=1)

(0.0859)

(0.0848)

(0.0842)

(0.0856)

설립연도

-0.00156

-0.00201

-0.00447**

-0.00508**

(연도)

(0.00231)

(0.00234)

(0.00227)

(0.00232)

상수

1.598

2.622

7.460

8.576*

(4.632)

(4.682)

(4.541)

(4.650)

관측치수

2,273

2,285

2,280

2,246

산업분류별 더미변수

Yes

Yes

Yes

Yes

p-value

주: 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p<0.01, ** p<0.05, * p<0.1

<표 12> 회귀계수값을 확률값으로 변환한 결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혁신성과

Prob

S.E.

z-stat

(1) 상품/서비스

10.4%**

0.050

2.066

0.039

(2) 공정/프로세스

16.1%***

0.052

3.084

0.002
0.003

(3) 조직

16.3%***

0.054

3.011

(4) 마케팅

12.3%**

0.050

2.445

0.014

선택적 근로시간제 혁신성과

Prob

S.E.

z-stat

p-value

(1) 상품/서비스

12.1%**

0.048

2.531

0.011

(2) 공정/프로세스

13.9%***

0.048

2.920

0.003

(3) 조직

19.4%***

0.051

3.821

0.000

(4) 마케팅

3.0%

0.041

0.735

0.462

주: 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2) *** p<0.01, ** p<0.05, * p<0.1

유연근로제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중심으로

19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남성 근로자 수, 여성

근로자 수, 여성 근로자 수 비율 등에서 양의 효

□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패널조사의 가장 최근 자료
를 사용하여 유연근로제의 대표적 형태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기업의 성과와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같
은 유연근로제는 기업성과와 혁신활동에 유의
적인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내지만 유의적인 값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려움
- 선택적 근로제의 도입은 남성 근로자 수, 여성

근로자 수에서 유의적인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남
* 선택적 근로제를 도입하면 근로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근무를 수행하여 근로자의 만족도가 높을 것
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직의 가능성이 적고,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은 1인당 부가가치를

여성의 경우 선택적 시간제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의수준

립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경력단절의 가능성

10%에서 유의적인 결과로 분석됨

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고

-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은 1인당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의수준 1%
에서 유의적인 결과
- 그 밖의 기업성과(총자산이익률)에 대해서도 탄력

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유의적인 결과로 분
석됨
* 비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제도

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기업의 성과를 높이고 기

업의 투자와 성장을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 여건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수가 늘어났을 가
능성도 존재

□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기업의
성과와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결과일 수 있
으며 제도의 활성화와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업
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도적 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

업의 성과와 혁신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 혁신성과의 경우 상품/서비스, 공정/프로세스, 조

치는 만큼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기업들의 탄력

직, 마케팅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탄력적 근로

적 근로제와 선택적 근로제 도입을 확대하고

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유의적인 혁신성

기업의 성과를 제고할 필요

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됨

- 본 연구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로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상품 및 서비스,

제가 기업성과에 유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

공정/프로세스, 조직, 마케팅 등의 부문에서의 혁신

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탄력적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에도 상품 및 서비

스, 공정/프로세스, 조직 등의 부문에서 혁신 가능성
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고용에 있어서 유의
적인 양의 효과를 찾을 수 없었지만 선택적 시
간근로제는 고용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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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도입은 기업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사료
- 단순 수치상으로 보아도 주 52시간제 하에서의 3

개월 기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1주 최장
근로시간을 기준시간 대비 약 23.1% 늘려주기 때
문에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도 기존과 같거나
더 클 것으로 예상(기존 주 68시간 근로시간제
하에서 3개월 기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1

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상황에서 기존의 업무로드

주 최장 근로시간을 기준시간 대비 17.6% 증가시
키는

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위기간 동안 평

효과)3)

균 1주의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유지하되, 1주 최대

-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서도 기준시간이 기

근로시간에 있어서는 현행 48시간(2주 단위기간), 52

존의 68시간에서 52시간이 줄어든 상황에서의 선

시간(3개월 단위기간)규정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택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은 기존보다 활용성을 더
높여주기 때문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

◦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도 사업체의 요구에

이 있음

부응하여 현재 1개월의 정산기간을 6개월로 확
대할 필요가 있음

◦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이후 탄력적 근로제
의 경우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될 예정

-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

이지만 일선의 사업장의 고충을 반영하여 1년

하여 기업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

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있는 선택적 근로제를

- 현재의 3개월 제약을 1년으로 완화한다면 탄력적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근로제의 제약이 완화되는 것이므로 현재의 성과보
- 현재의 1개월의 정산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여 선

다는 적어도 더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사료

택적 근로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업체의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탄력근로제의 이용 필

고충을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주 52시

요성이 더욱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효율

간 근무제 도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성

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도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
간을 1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추가적으로 법령에 제시된 1주의 최장근로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단위기간이 2주 이내의 경우 주 48시간, 단위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52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이전부터 적용되
었던 규정으로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 이후에

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다른 형태의 유연 근로시간제 도입에 대해서도 제
도적 보완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
성 확보를 위해 고용의 경직성 해소 방안에도 관
심을 가질 필요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고용형태의 다양성
심화 등을 고려할 때 예전과 같은 틀에 박힌

는 동 규정의 최대 근로시간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근로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부합

고려할 필요

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예를 들면 3개월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

우 주 52시간 시행 전에는 한 주에 최대 80시간(52
+12+16(휴일 2일))까지 가능했지만 주 52시간 시행

후에는 최대 64시간(52+12)까지만 가능한 상황임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취지가 계절적 혹은 시기적으로

업무가 집중되는 직무, 근로시간이 연속적으로 이어
지며 진행되는 업무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
여 추진된 제도인 만큼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

◦ 새로운 근무 환경, 개별 근로자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업무효율성과 기업의 성과
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 혹
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유연근로시간제도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방안
을 마련하고 유연근로시간제를 정착시키기 위
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

3) 절대시간 기준으로는 기존시간에 비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12시간이 증가하는 셈이지만, 기존 주 68시간 근로시간제에서는 3개월 기준 탄력적 근로시
간제 도입 시 1주 최장근로시간이 80시간으로 증가하므로 주 68시간 대비 17.6%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에서는 3개월 기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1주 최장근로시간이 64시간으로 늘어나므로 주 52시간 대비 23.1%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남. 따라서 단순 수치상으로 보면 주 52
시간제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을 때의 효과가 기존과 같거나 기존보다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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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제 등의 제도변화에 직면하여 기업에
서 이에 대응하여 필요한 인력을 추가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을 증대시키고 근로자에게
도 새로운 취업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규
직의 고용보호를 완화하는 등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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