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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세계적으로 근로시간의 축소와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기존에 유럽 선
진국들을 대상으로 활발히 이뤄져 왔던 유연근로시간 제도에 관한 관심이 아시아 국가들로
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장시간 근로를 통해 조직에서의 성과를 평가하는 관행이 만연
해왔던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국가들에서 근로자의 인권신장 차원의 유연근로시간 제도 도
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연근로시간 제도는 주변의 시장 환경에 밀접한 영향을
받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를 지원하는 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용안정을 도모
하는 제도적 기제로서도 활용될 수 있다. 유연근로시간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그 운영
목적과 효과가 상반되게 나타나는 국가들로는 독일과 영국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독일은 지난 2008년 경제위기 당시 근로시간계좌제(Working Time Accounts)의 적극적
인 활용을 통해 경제위기의 피해를 줄였다. 근로시간계좌제는 사용자가 시장경제와 사업주
기의 변화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화함으로써 인건비를 절감하고 인력 활용의 대처를 유용
하게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규칙한 근로시간 감수 대신 고용안정을 보장받으며, 개인
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휴무 신청이 가능함으로 근로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측면 또한 존재
한다. 전 세계가 실업대란을 겪었던 시기에 독일 기업의 36%가 이러한 근로시간계좌제를
도입하였고, 결과적으로 전체 고용률이 소폭 증가하는 “German’s Job Miracle”을 일구어
냈다(Paul Krugman, 2009).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활발히 활용하는 다른 국가로는 영국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영국의
경우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활용이 높게 나타난다. 2011년 영국의 「사
업체 패널조사(WERS)」에 따르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기업의 비율은 전체 기업의
30.7%, 직무공유제의 도입비율은 21.5%로 조사되었으며, 이외에도 압축근로시간제도와 재

택근무제 등 다양한 근로자 친화적인 제도들이 발달하였다. 반면에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
와 취지가 일치하는 연간근로시간 제도의 도입률은 5.4%로 타 제도들의 도입률에 비해 현
저히 낮았다. 근무조건이 열악한 비자발적 시간제 일자리 비율 또한 높게 나타난다(Cam,
2012; 정동관, 2014).

아시아의 대표적인 신흥경제국가인 한국의 경우를 두 사례와 비교해 보면, 유연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접근은 영국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식으
로서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그 제도들의 활성화
정도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영국과 같은 연도인 2011년 한국의 「사업체 패널조사(W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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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기업은 전체 기업의 9.5%, 근로시간계좌제와 같은
취지를 가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기업은 9.4%로 조사되었다.
그렇다면, 노동수요의 다양화,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가치 증대, 고용안정에 대한 요구
증대는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세 국가 사례와 같이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발전 양상이 국가마다 상이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Berg et al.(2004)이 제
시한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구성요소 프레임에서는 노동시간에 관한 규제와 기업외부 노동
시장환경, 그리고 기업내부 노사관리전략의 차이가 주요 결정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도입과 효과에는 기업전략과 노사 간 합의 요소뿐 아니라 국가의 사
회･경제･제도적 맥락이 상호보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Kalleberg, 2001; Berg et al.,
2014; Riva et al.,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유연근로시간 제도에 관한 실증연구들은 기업 수준에서 구조
적 특성 또는 인적자원 특성들과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Durbin &
Tomlinson, 2010; Crompton & Lyonette, 2011; McDonald, 2018). 국가 수준에서는 제

도의 발전 양상을 토대로 국가별 분류체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론적 근
거를 토대로 국가 간 차이의 원인을 밝히거나 국가적 맥락과 기업전략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실증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Visser, 2003; Heejung & Tijdens, 2013; Berg et al., 2014).
내부 수량적 유연화에 해당하는 유연근로시간 제도 이외에 단시간 근로와 계약직 활용과
같은 기업의 외부적 노동유연화를 다루는 연구들에서는 국가 수준의 제도적 맥락을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다루고 있다. Dalielle et al(2009)는 미국･영국･캐나다를 대상으로 각 국가의
해고절차 규제와 기업 수준의 노조 유무, 지배구조특성의 상호작용이 외부 수량적 고용유연
화와 내부 기능적 고용유연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Richbell et al.,(2011)은 시
장경제 특성에 따른 국가별 내재된 특성이 기업 수준의 근로자 집단 발언권과 교대근무와
초과근무의 사용 협상력 간에 인과관계를 차별적으로 조절한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기업
의 노동유연화 제도 시행에 국가적 차이를 다루는 노동유연화 연구들에서 근거가 되는 대표
적인 이론적 틀은 자본주의 다양성 모델이다. 노동유연화의 다양한 영역들이 자본주의 다양
성 논의에 따라 국가적 맥락을 기업전략의 상황적 영향요인으로 해석을 시도해오고 있다
(Rosemary, David & Ursula, 2009; Riva et al., 2018).

이러한 연구 흐름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영국･독일 세 국가를 대상으로 자본주
의 다양성 이론의 구조적 틀을 토대로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기업 수준 선행요인을 밝히고
국가마다 상이하게 나타나는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파악함으로써 유연근로시간 제도 연구의
기존 공백을 채워보고자 한다. 이론적 측면에서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경제체제를 구성하는
상호보완적 제도의 한 유형으로 다루고, 이를 촉진하는 선행요인으로 자본주의 국가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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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을 기업 수준에 적용하고 국가 수준 제도들과의 상호작용을 시도함으로써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의 확장에 기여한다. 또한, 관리적 측면에서 한국을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에서
제시하는 두 경제체제의 대표 국가들과 비교함으로써 노동유연화를 둘러싼 한국의 경제체
제 특성을 규명하고 국내 국가적･기업적 차원에서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적절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유연근로시간 제도에 관한 연구 동향
2000년대에 들어 여성 인력의 사회진출 증가, 노동 인력의 고령화 현상과 더불어 일과

삶의 조화를 중시하는 풍토가 형성되며, 일하는 시간과 장소의 유연화가 중요해졌다. 따라
서 노동유연화의 한 유형인 내부 수량적 유연화는 유연근로시간 제도(flexible workingtime arrangement)라는 개념으로 노동유연화 연구의 갈래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연구되

기 시작하였다(Kalleberg, 2001; Visser, 2003). 그리고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영향요인과
효과를 밝히고자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 수준에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어왔다.
기존의 유연근로시간 제도 연구는 개인 삶의 가치증대 측면에서의 성과를 연구하는 경향
이 두드러진다. 기업 입장에서 여성 인력 또는 전문인력의 요구를 반영하고 그들의 장기적
이고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활용을 고려하게 됨에 따라, 이들 인적자
원 특성과 유연근로시간 제도 간의 적합성을 논의하는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Durbin & Tomlinson, 2010; McDonald, 2018). 즉, 직무의 질과 만족도 향상 또는 일-가

정 갈등 완화와 같은 변수들과의 영향관계를 다룸으로써 개인 삶의 영위에 대한 제도적 기
여를 강조해 왔으며, 주요 성과로는 근로자 직무만족 증가, 직무몰입 증가, 스트레스 감소,
이직률 감소 등이 밝혀졌다(Kelliher & De-Menezes, 2011; Chung & Horst, 2018). 유연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선호 또는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개인 수준 요인들로
는 성별, 나이, 학력 수준, 가구 수입, 고용상태 등이 있다(Kelliher & Anderson, 2008;
Julia & Susan, 2014; Lorette & Vickerstaff, 2015; Chung & Horst, 2018).

기업 수준에서는 핵심인력과 주변인력 논의(Atkinson, 1984)를 근간으로 기업의 인적자
원관리 전략 차원에서 전문인력의 경력 지속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어왔다. 내부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고 유지하는 인적자원관리 전략의 일환인 고성과작업 시스템의 하위개념으로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접근하였으며, 인적자원의 조직몰입과 직무몰입 향상, 그리고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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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에 기여한다고 밝혀왔다(Combs, Liu, Hall & Ketchen, 2006; Beltran_Martin et al.,
2009). 이러한 기업의 경제적 효과 창출 수단으로서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접근한 연구들에

서 밝혀진 기업 수준 선행요인으로는 주로 노조 영향력이나 교육 시스템이 있으며, 그 이외
에 기업 규모나 업종, 원하청 구조와 같은 기업의 조직적 특성들이 제시되고 있다(Dalielle
et al., 2009; Karen et al., 2009; Herzog-stein & Zapf, 2014; Wood, 2017; McDonald,
2018).

최근 주목받고 있지만, 관련 문헌 연구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분야로는 위기나 침체기 상
황에서의 잉여 인력 관리와 인력의 재구조화 측면을 들 수 있다. 기업은 위기상황에서 다양
한 유연화 방식의 선택지를 갖고 있다(Wood, 2017). 경제적 효율성 향상과 고용안정의 기
제로서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접근한 연구들은 독일 및 북유럽 국가들에서 몇몇 시도되어왔
다. 내부 수량적 유연화 전략을 노사 간 협의와 타협을 통한 노동비용 절감의 수단으로 활용
하여 경제위기 상황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고용을 보장하는 효과를 도출하였다(Joachim
Moller, 2010; Herzog & Seifert, 2010; Tito Boeri, 2011; Marcel et al., 2014).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고용안정 전략 시행에는 정부정책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국가 수준 제도의 영향을 밝히는 연구들도 시도되었다. 국가 수준에서는 고용보호제도, 근
로시간 규제, 국가의 교육수준, 인플레이션이나 실업률과 같은 경제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정부정책과 사용자의 경영 전략이 노동유연화 실행의 핵심 요인이 되므로, 기업의
유연근로시간 제도 실행과 관련해서 정부의 관련 제도들과의 연계 혹은 국가 경제적･사회적
상황과의 연계성은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Doellgast & Berg, 2018;
Tomlinson et al,, 2018). Sweet et al(2015)는 경제위기 상황 시기를 기점으로 2006년과
2009년 미국 기업의 유연근로시간 제도 활용률을 비교하였다. 전반적으로 경제위기 시에

제도의 활용률이 줄어들었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Wanrooy et al.(2013)은 2004년과 2011
년 경제위기 전후 영국의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활용률을 살펴보았을 때 공기업에는 변화가
없지만, 사기업 분야에서 제도의 활용률이 줄어들었음을 밝혔다. 이는 국가의 제도적 환경
상 기업이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여건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해
석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국가 수준의 제도와 기업 수준의 영향요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도 몇몇 존재한다.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 국가 수준의 노조
조직률과 실업률, 근로시간제도 엄격성,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에 대한 적극성 등이
기업의 유연근로시간 제도 운영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요인으로 역할한다고 밝혀졌다
(Stavrou & Kilaniotis, 2010; lerodiakonou & Stavrou, 2017; Riva et al., 2018). 특히
Riva et al.(2018)의 연구는 기업 내 숙련자 비율이 유연근로시간 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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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노조 조직률과 실업률이 그 효과를 조절한다고 주장하며 기업 수준 요인과 국가 수준
요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밝혔다.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는 국가 수준 제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이론적 논의는 부재되어 있
다. 이러한 거시적 수준에서 국가 간 제도의 차이, 즉 상황적 맥락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에 대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는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기업 내에서 시행되는 동일한 제도라
할지라도 국가 맥락에 따라 발전 모습은 다르게 나타나며, 그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과
그 효과 또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게다가 여전히 기존 연구의 대부분
은 변화에 직면하였을 때 유연화하거나 적응하는 개인 또는 기업의 역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Gabriel et al., 2013; Cooper & Baird, 2015; Wood, 2018). 따라서
기업 내 유연근로시간 제도 도입을 촉진하는 선행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의적･다각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전략적 주체인 기업의 특성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요
인으로 국가 수준의 경제적･제도적 환경특성을 아우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설명함에 있어
이론적 논의를 통한 논리의 구조화가 정립되어야 한다.

2. 유연근로시간 제도와 맥락적 관점
동일한 제도라 할지라도 환경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른 특성과 영향을 보일 수 있다는 제도
의 상호보완성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 흐름이 자본주의 다양성(variety of
capitalism) 이론이다. Hall and Soskice(2001)는 국가 자본주의의 제도적 틀을 크게 자유

시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ies:

LME)와

조정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ies: CME)로 구분하고, 생산을 둘러싼 금융 제도, 기업 간 관계조정, 노사관계, 교

육 및 훈련 등의 제도들로 각 체제의 유형을 특징짓는다.
미국･영국과 같은 자유시장경제는 단기적인 시각을 가진 금융시스템 하에서 기업들이 새
로운 경제 활동으로의 빠른 전환을 요구받으며, 이에 따라 노동유연성의 외부적 측면이 발
달하여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게 이뤄진다(Witt & Jackson, 2016). 독일과 같은 조정시장경
제는 기업 특정적이거나 산업 특정적 숙련을 위한 직업훈련이 이루어지는데, 오랜 시간 노
동자들의 숙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하며 기업 내에서 노조
의 영향력이 우세하다(Hall & Soskice, 2001). 반면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인 한국은 하
이브리드 형태로 분류된다(Rosemary et al., 2009; 김동원 외, 2009; 정이환, 2014). 즉,
각 경제체제 특성요인들에 있어서 독일 또는 영국과 유사한 모습이 부분별로 혼재되어 나타
난다. 주주 중심의 기업지배구조를 갖고 소유주일가가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며, 노사관계
측면에 있어서도 기업별로 분권화된 교섭체계를 갖고 있어 노조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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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하다.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는 국가적으로는 숙련에 대한 요구가 강하지 않으며, 일반 대
학교육 중심 위주지만 규모가 큰 주요 기업들에서는 핵심인재를 중심으로 내부 인재개발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발달하였다는 특이점을 갖고 있다(조성재 외, 2008; 정이환･김유선,
2011, 최낙혁, 2017).

기술변화와 세계화로 인한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경
제체제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고용유연화의 일환인 유연근로
시간 제도의 형태 또한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제도
는 그 나라의 노동시간 법제도, 노동시간 관행, 문화적 인식 등이 한데 어우러져 하나의 제
도로서 형성되는데(Berg et al., 2014), 더 나아가서 이러한 근로시간 제도의 형성에는 그
나라의 역사적인 배경에서 비롯된 금융 및 경제체제, 노사관계, 기업 간 관계, 훈련과 고용
제도 등의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Kalleberg, 2001).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각 경제
체제 내에 존재하는 제도의 상호보완성 논리에 따라 자국 내 기업의 유연근로시간 제도 운
영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과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발달 정도는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을 근거로 설명할 수 있다.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다루는 연구 흐름에서는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을 근거로 국가 수준
에서의 접근이 이뤄져 왔다(Chung & Tijdens, 2013; Marcel et al., 2014; Kerkhofs et
al., 2014). 한 예로 Berg et al.(2014)의 연구는 상호보완성 논리에 따라 경제체제 내에 존

재하는 제도적 맥락이 근로시간 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미국･프랑스･스웨덴 세 국
가의 경제체제 특성을 기반으로 근로시간 제도의 특성을 국가 간 유형화하였다. 사용자 주
도적 특성을 지닌 독단적(unilateral) 유형과 국가적･산업적, 기업 단위에서 협의적 특성을
지닌 협의적(negotionated) 유형, 그리고 국가 주도에 의한(mandated) 유형으로 분류한다.
그밖에도 Kerkhofs et al.(2014)은 국가 간 근로시간의 유연화 정도와 주도권 발달 정도를
경제체제 특성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Marcel et al.(2014)은 근로시간의 유연화 정도에 따
라 국가별 군집을 형성하고 각 유연화 제도의 군집 국가별 기업 수준 영향요인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국가 수준에서 제도 발전 양상의 차이를 포착하거나 기업과 국가
수준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파악하고 분류체계를 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업전
략과 국가 환경 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파악은 결여되어 있다. 나아가서 본
래 기업 수준 제도의 실행은 국가 수준 제도적 환경 안에서 선택의 범위가 정해짐으로 국가
적 특성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지만,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에 대한 비판에서도
제기되듯이 세계화에 따른 수렴 현상과 다국적 기업의 등장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다면
특정 제도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적 특성보다 기업의 전략적 선택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현
상이 나타날 수 있다(Rosemary et al., 2009; Edwards et al., 2013; Michael & Gr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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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하지만 기존의 자본주의 다양성을 접목한 근로시간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업전략과

국가 특성 간의 영향 관계에 관한 해석 또한 결여되어 있다.
국내의 노동유연화 영역에서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을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연
구의 예로 미국･영국･독일과 한국의 고용불안정의 구조적 특징을 비교한 정이환(2014)의
연구가 있다. 각 국가의 노동패널 자료를 개별적으로 실증 분석하여 각 국가에서 직장유지
율에 미치는 성별과 기업규모, 고용형태, 학력 등 선행요인들의 영향 정도를 국가 간 비교하
였다. 이밖에도 최성은 외(2014)의 연구가 독일･미국･일본에서 자본주의 다양성에 따른 경
제체제 제도들의 상호보완성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질적 비교하였다. 그
러나 국내 연구는 사례연구가 대부분이며, 국가 수준의 제도적 특성을 파악하는 시도에 그
친다. 기업 수준 전략과의 상호작용의 고려는 미흡한 실정이며, 근로시간 영역에 있어서의
시도는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매우고자 본 연구는 자본주의 국가의 제도적 특성을 기업 수준에
적용하고 국가 수준 제도들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봄으로써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을 보다
정교하게 다루고자 한다. 더 나아가서는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경제체제를 구성하는 상호보
완적 제도구성의 한 유형으로 다루고, 한국을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에서 제시하는 두 경제
체제의 대표 국가들과 비교함으로써 이분법적 유형화를 넘어 노동유연화를 둘러싼 한국의
경제체제 특성의 구분을 시도하여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의 확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Ⅲ. 가설의 설정
1. 기업 경영체제와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도입
기업 수준에서 기업지배구조 특성은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체제와 소유
주가 경영에 큰 권한을 갖는 소유경영체제에 관한 개념으로 나타난다(Hall & Thelen,
2009; Witt & Jackson, 2014). 경영자의 특성에 따른 기업 경영체제가 기업 수준에서 유연

근로시간 제도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논리는 청지기 이론(stewardship theory)을 통해서
설명 가능하다. 청지기 이론은 CEO와 같은 전문경영인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춘다(Wasserman, 2006). 청지기 이론에서 전문경영인은 본인의 이익 극대화가 아닌 조
직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얻는 자아실현으로부터 동기부여가 된다. 또한, 전문경영인은 장기
적 관점에서 참여 지향적 경영철학을 가지며, 집단주의 성향을 갖고 조화를 중시하여 갈등
과 대립을 피하고, 기업에 대한 언론 보도나 조직의 성공을 자신의 명예로 받아들이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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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는다(James, 2006).
유연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시간 조정을 통한 인건비 절감이라는 사용자 친화적 성격을 갖
고 있으면서 동시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함으로써 노사 간 갈등을 완화
하는 기제가 되기도 한다(Berg & Bosch, 2014; Tomlinson, et al. 2017), 또한 새로운 근
로시간 형태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도입은 혁신적이고 변화를 선도하
는 기업으로서의 이미지 구축에 일조한다(이민우 외, 2008). 따라서 청지기 이론의 관점을
근거로 소유경영체제보다 전문경영체제에서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도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
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의 경영체제 특성이 노동유연화 전략의 일환인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
는 행위로 발현되는 과정에는 기업을 둘러싼 국가의 자본시장 특성이 영향을 미친다. 자본
주의 다양성 이론에 따르면 그 국가의 기업지배구조 특성을 결정짓는 특징으로 단기적 혹은
장기적 관점의 금융체제 구조가 존재한다(Hall & Soskice, 2001; Danielle et al., 2009).
자본시장 중심적인 금융환경은 기업 내 전문경영인 체제가 장기적 관점에서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추진하는 데 부정적인 상황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업지배구조 측면에 관한 독일과
영국･한국의 국가적 특성을 살펴보면 독일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형성되어 있고 주거래
은행을 통한 금융시스템이 발달한 반면(Jackson, 2003; Jackson & Muellenborn, 2012),
영국은 외국자본의 비율이 높고 주식시장을 통한 직접자본 거래가 발달하였으며 주주이익
과 단기이익 중심의 자본주의 경향을 갖고 있다(Rubery & Grimshaw, 2003; Rowlinson
et al., 2014). 한국은 독점적 소유를 지향하는 재벌기업 체제와 영미식 금융체제의 결합으

로 경영 일선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최대주주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체제가
발달하였다(정이환, 2014; 이근기, 2015).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경영체제보
다 전문경영인체제가 유연근로제도의 도입을 촉진시키지만, 주식시세에 민감하고 주주 위
주의 단기적 이윤추구 성향을 지향하는 환경보다 은행을 통해 장기적 차원의 이윤 창출과
지속성장을 지향하는 금융체제 환경에서 전문경영인의 노사 협력적이고 장기적 관점의 근
로시간 제도운영은 용이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가설 1-1. 기업의 소유경영체제 보다 전문경영체제 하에서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도입 가능성
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1-2. 영국과 한국보다 독일에서 기업의 전문경영체제가 유연근로시간 제도에 미치는 정
(+)적 효과가 더 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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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적 기업 간 관계와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도입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에서는 기술 및 표준설정에서 기업 간에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거나
기술과 자원의 거래가 관계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을 협력적 기업 간 관계로 간주한다
(Hall & Soskice, 2001; 최성은 외, 2014). 조정시장경제는 산업 내 기술이전에 관한 표준

설정을 통해 기업 간에 규범적 틀을 공유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고
소통이 활발한 반면에, 자유시장경제는 제도적 틀 없이 시장 내 자율경쟁을 통한 표준설정
과 자원거래가 이뤄지고 기업 간 경쟁적 관계가 특징이다. 협력적 기업 간 관계 특성과 유연
근로시간 제도 도입과의 관계는 제도주의 이론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제도주의 이론의 확
산 메커니즘에 따르면 유사 조직들이 많이 채택하고 있는 개념이나 관행은 그 조직군 내에
서 확산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유사 조직군에서 제도가 확산될수록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다른 제도들과의 결합을 시도하고 제도를 견고히 하게 된다(Dimaggio
& Powell, 1983; Oliver, 1991). 조직들이 가입한 경영단체나 협회는 제도 보급의 운송수단

역할을 하게 되며, 그러한 단체에 많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상호연결 관계는 강화된다
(Goodstein, 1994). 따라서 경쟁적 기업 간 관계에서보다는 협력적 기업 간 관계 속에서

기업은 외부적으로 성과를 인정받은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모방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
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협력적 기업 관계가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도입을 촉진하는 관계에 영향 미치는 상황적
요인으로 국가 수준의 기업 간 관계 맥락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시장
경쟁이 치열하고 경쟁적인 환경에서 기업이 장기적 관점의 인적자원관리 전략 실행에 어려
움을 겪는 반면, 협력적인 시장 분위기 속에서 기업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근로자의 안
녕을 위한 제도를 도입할 확률이 높아짐을 밝히고 있다(Stavrou & Kilaniotis, 2010;
Lerodiakonou & Stavrou, 2017). 독일은 고도의 숙련을 요구하는 제조업의 발달로 기업

간 기술이전과 협력 활동이 매우 활발히 이뤄지며 상생을 추구한다. 기업 간 조정 시스템은
산업별 조정이 먼저 이뤄지고 그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 간 경쟁과 협력 관계가 형성된
다(Bosch & Lendorff, 2007; Bosch & Charest, 2013). 반면 영국은 시장경제 특성상 기업
간 협력을 도모하는 규제가 미약하고 자율경쟁 시스템이 팽배하다. 따라서 기업 간 경쟁 구
도가 치열하고 공식적 계약의 맥락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교환이 이뤄짐으로 비용이 그만큼
크게 발생한다(Jackson & Deeg, 2008; Thelen, 2014). 대기업이 유사 산업군에서 여러 계
열사를 보유하는 형태가 보편적인 한국은 기업 계열사 간에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지며, 시
장 안에서 성공 조직에 대한 모방적 동형화가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그룹별 조정이
발달하였지만, 대기업 계열사 또는 재벌그룹 내에서의 기술이전과 확산이 빠르게 이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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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그룹이 주도적으로 시장의 기술표준을 설정한다(홍장표, 2007; 권순미, 2006).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기업 간 상호연결 관계가 협력적일수록 유연근로제도의 도입 가능성은 높
아지며 국가적으로 제도의 모방적 동형화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는 독일과 한국의 기업에서
영국의 기업에서보다 제도의 도입 가능성은 높게 나타날 것이라 예측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2-1. 기업 간 관계가 협력적일수록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도입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2-2. 영국보다 한국과 독일에서 협력적 기업 간 관계가 유연근로시간 제도에 미치는 정
(+)적 효과가 더 강할 것이다.

3. 집단적 발언 기구와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도입
노사관계 특성은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수평적 혹은 수직적 노사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Hall & Soskice,
2001). 기업 내에서 수평적 노사관계는 기업 내 근로자 대변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의사결정

에의 참여가 활발하여 영향력 행사가 용이하게 나타난다(Beltran-Martin et al., 2009). 근
로자 대변 시스템의 발달이 기업 조직에게 미치는 효과에 관해 가장 잘 알려진 이론적 모형
중 하나는 Blanchflower & Freeman(1992)에 의해 제기된 집단 보이스 메커니즘이다. 집
단 보이스 메커니즘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조직 내 불공정한 대우에 대해서 직장을 떠나기
보다는 노동조합을 통해 집단적 보이스로 대응한다(Freeman & Medoff, 1992). 노동조합
은 직장 내 규칙과 노동조건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발언권을 강화시키고 감독의 결정에
고충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며, 중재절차를 마련한다(이시균･김정우, 2006). 이러한
노동조합 발언 기구는 다른 발언 기구와 공동으로 운영될 때 발언 시스템이 단독으로 운영
됨으로써 발생하는 소통상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고 더욱 효과적이다(Delery et al.,
2000; Bryson, 2004). 노동조합과 그 외에 발언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들이 발달하여 수평

적 노사관계가 구축된 조직일수록 자율 작업조직과 교육훈련 제도, 복리후생 제도 등의 인
적자원관리 관행이 활성화됨을 밝힌 연구들이 활발하게 시도되었다(Spencer, 1986;
Colvin, et al., 2005; 이시균･김정우, 2006).

기업의 노사관계 전략은 해당 국가의 노사관계 제도적 맥락에 영향을 받는다(Jackson &
Deeg, 2008). 국가의 고용보호 규제 엄격성이나 산업 수준에서 단체교섭의 활성화 정도로

각 경제체제의 노사관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Judge et al., 2015). 국가 간 특성을 비교해
보면, 독일은 사업장 외부에선 산업별로 중앙집권화된 노사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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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는 작업장평의회를 통한 공동의사결정 문화가 발달하였다(Blyton & Turnbull, 2006;
Bosch et al., 2007). 하지만 영국은 탈규제적 노동시장 환경하에서 기업별 교섭이 발달하

였다. 사용자 주도권이 우세하고 기업 내 노조의 영향력은 몹시 취약하며, 기업 내 노조는
주로 사용자의 의견을 근로자들에게 전달하고 설득하는 역할을 한다(Wood, 2017; Rubery
& Grimshaw, 2003). 한국의 경우 기업별 교섭이 주된 형태이고, 1990년대 후반 이후 과도

한 외부적 노동유연화의 확대로 노사관계는 불안정해졌으며, 노조 조직률이 낮아 근로자 대
변 기능이 저하되었다(Rosmary et al., 2009; 정이환･김유선, 2011; 김동원 외, 2009).
OECD에 제시된 국가별 자료를 살펴보면 해당 국가 내에서 전체 근로자 대비 단체교섭의

권리를 가진 근로자의 비율은 독일의 경우 60% 내외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과 영국은 각각
12% 정도와 30% 정도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논의에 따

라 기업 내 노사관계는 수평적일수록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도입을 높이며, 그 효과는 근로
자의 요구를 수평적으로 조율･조정하는 방식을 지향하는 독일에서 더 높게 나타날 것이라
예측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표 1> 단체교섭 해당 근로자 비율
(단위: %)
2004

2011

독일

65.8

58.9

한국

12.0

11.5

영국

34.7

31.2

OECD 평균

36.2

34.4

출처 : OECD Statistics.

가설 3-1. 기업 내 집단적 발언 기구가 많을수록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도입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3-2. 영국과 한국보다 독일에서 기업 내 집단적 발언 기구가 유연근로시간 제도에 미치는
정(+)적 효과가 더 강할 것이다.

4. 교육훈련 투자와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도입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에서 교육훈련 특성은 국가나 산업, 기업 차원에서 지원자나 내부인
력에 대한 직업교육의 투자가 활발한 정도를 의미한다. 개인이 부담하는 대학교육 시스템이
일반적이거나 혹은 기업 특정적 혹은 산업 특정적 숙련을 위한 직업훈련이 정부와 기업의
지원하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구분된다(Thelen, 2004). 인적자본이론에서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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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적으로 인적자본을 인간에게 내재되어 생산성을 높여 주는 지식과 기술로 정의 내리고,
기업이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식과 숙련을 가진 인적자본에 대한 교
육투자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Becker, 1975). 또한, 인적자원을 중요 경쟁우위 요소
로 여기는 기업에서는 숙련인력의 외부이탈을 막고 외부인력을 다시 모색, 선발, 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약하고자 장기적 관점에서 인력 활용을 도모하는 내부적 유연화 인적자원
관리 관행이 발달하게 된다(Wright et al., 2001; Riva et al., 2018). 유연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자에게 업무시간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보상과 지원의 성격이 강하
고, 인력 수요에 따른 내부인력의 유연한 활용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적자원의 유지
를 도모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따라서 기업 내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가 많을수록 근로자에
게 보상과 지원적 성격을 가지며 장기적 인적자원 활용을 가능케 하는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도입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 예측한다.
이러한 기업 수준의 인적자본관리 관행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상황 요인으로는 인적자
본형성과 교육훈련에 대한 사회적 투자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자본주의 다양성 시각에서
는 개별노동자와 기업을 시장의 특성에 따라 숙련에 대한 투자를 달리하는 합리적 개인으로
간주한다(Estevez-Ave, Iversen & Soskice, 2001). 국가에서 직업 관련 교육지원이 이뤄지
지 않고 개인이 부담하는 일반 대학교육 시스템이 보편적일 경우 근로자는 전이 가능한 기
술을 획득하고자 하며, 기업 또한 전이 가능한 기술을 활용하는 시장전략과 인력의 단기적
활용을 추구하게 된다. 반면에 국가에서 산업, 기업 수준과 연계하여 기업 특수적 기술교육
에 대한 지원이 발달한 경우 근로자는 숙련도가 높은 기업 특수적 인재가 되며, 기업 또한
고도의 숙련이 요구되는 상품시장 전략과 인적자원의 장기적 활용을 추구하게 된다(Martin,
2005; 최성은 외, 2014).

교육훈련 투자에 관한 국가적 특성을 살펴보면 독일은 고등교육 단계부터 국가, 산업, 기
업이 서로 연계해 기업 특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도제식 직업교육(dual apprenticeship)이
발달하였으며, 사회적 파트너들이 적극적으로 커리큘럼 개발 및 유지에 참여하여 높은 공식
화 수준을 갖추고 있다(Bosch & Charest, 2014). 반면에 영국은 개인이 부담하는 일반교육
이 보편적이다. 자유로운 노동시장 환경에서 낮은 교육수준의 인력을 저렴한 인건비로 단기
적 활용하는 단시간 근로가 발달하였으며, 취업준비 교육이나 실업급여 등에 관한 사회복지
제도가 미흡하다(Duncan, 2016; Cam, 2012). 한국은 개인이 부담하는 일반 대학교육 시스
템이 보편적이지만, 경제 성장 후 대기업을 주축으로 기업 내 교육훈련 시스템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또한, 취업난과 실업률 증가로 정부 차원에서 취업준비자와 실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추세이다(노용진, 2015; 배규식, 2017). OECD 국가 간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표 2>에서와 같이 채용단계와 직장 내 훈련 지원시스템의 GDP 대비 지출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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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비해 영국과 한국이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내 교육훈련의
투자가 많을수록 유연근로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은 높아지며, 그 효과는 일반교육이 보편화
되어서 기업특수 인적자원의 희소성이 낮은 영국보다 교육지원 시스템이 발달하여 기업특
수 인적자원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독일과 한국에서 더 높게 나타날 것이라 예측하고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표 2> GDP 대비 교육훈련 지출 비율
(단위: %)
2004

2011

독일

0.52

0.31

한국

0.06

0.06

영국

0.04

0.02

출처 : OECD Statistics.

가설 4-1.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가 많을수록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도입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
다.
가설 4-2. 영국과 한국보다 독일에서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가 유연근로시간 제도에 미치는 정
(+)적 효과가 더 강할 것이다.

Ⅳ. 실증 분석
1. 분석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독일･영국･한국 각 나라의 「사업체 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별 기업수
준의

종단분석을

실시한다.

독일은

‘IAB(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establishment panel’ 자료를, 영국은 ‘WERS(workplace employment relations study)’

자료를, 한국은 ‘WPS(workplace panel survey)’ 자료를 활용한다. 각 패널조사의 2개 연도
자료들을 병합하여 종단분석을 실시하며, 각 나라에서 두 관측 시점에 모두 표본이 확보된
개체만 포괄하여 균형패널(balanced panel)을 구성하였다. 표본의 크기를 살펴보면, 한국
의 경우 2007년과 2011년 조사에서 각 1,349개씩 표본이 추출되어 총 2,698개의 표본이
사용되었다. 영국의 경우 2004년 조사와 2011년 조사에서 각 989개의 표본이 추출되어 총
1,978개의 표본이 사용되었다. 독일의 경우 2008년 조사와 2011년 조사에서 각 14,417개

의 표본이 추출되어 28,834개의 표본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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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은 STATA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국가별 데이터의 패널 로지스틱 분석
을 실시한다. 이항종속변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각 국가별 패널 고정
효과 로지스틱 모형, 패널 임의효과 로지스틱 모형을 추정하고 하우스만 검정을 통해 바람
직한 모형을 채택한다. 국가별로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도입과 유의미한 관계가 도출된 독립
변수들의 계수 값을 대상으로 국가 간 차이에 대한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Z검증을 실시
한 후, 차이의 유의미성이 검증된 변수를 대상으로 그 모형 값의 한계효과를 도출하고 값의
차이를 국가 간 비교함으로써 가설을 검증한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
(1) 종속변수
유연근로시간 제도는 유연화 주체와 근로형태 개념을 결합하여 사용자 중심과 근로자 중
심, 전일제 중심과 시간제 중심 네 차원으로 구분한다(Chung & Tijdens, 2013).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정규직을 대상으로 하고, 노사 간에 협력적 특성을 지니는 유연근로시간 제도로
서 각 나라에서 동일한 목적과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들을 대상으로 한다.
대표적인 협의적 형태의 유연근로시간 제도 유형으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selective
working hours)가 있다. 독일에서는 근로시간계좌제(working time accounts)의 한 요소로

서 선택근로계좌제(Flexi-time accounts)로 불린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근로자가 정해
진 범주 내에서 핵심근무시간 이외의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하
세정, 2006). 근로자에게는 일-가정 양립을 가능케 하고 직무만족을 높임과 동시에 기업 입
장에서는 업무성과 향상과 조직몰입 증가를 가능케 하는 제도이다(Rubery & Karamessini,
2013; Mcdonald, 2018).

다음, 탄력적 근로시간제도(Flexible working hours)는 정규직을 대상으로 운영단위 내
정해진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고 초과근로시간을 적립
하여 정규 근로시간에서 제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Barker, 1995; Brewster et al., 1997;
이상민 외, 2010). 사용자 입장에서는 시장경제와 사업주기의 변화에 따라 인력 활용을 유
동적으로 조절함으로써 노동비용을 절감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규칙한 근로시간 감수 대신 고용안정을 보장받는다(Bosch, 2013). 또한, 근로자는 개인적
으로 필요한 경우에 휴무 신청을 하고 이후에 추가 근로를 통하여 보충이 가능함으로 근로
시간 선택권을 강화하는 측면도 존재한다(Herzog-Stein & Seifert, 2010). 제도의 근본적
개념과 운영 원리는 동일하지만, 각 국가마다 운영 기간의 단위는 다양하다. 한국에서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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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3개월 단위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미 영국에서는 운영단위를 1년으로 하는 연간근로시간
제(annualized working hours)가 시행 중이다. 독일에서는 3개월, 6개월, 그리고 1년을 기
준단위로 다양하게 시행 중이며, 근로시간계좌제의 한 요소로서 초과근로계좌제(overtime
accounts)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Bosch & Charest, 2013).

이외에도 직무공유제, 시간제근로 등 각 나라마다 다양한 유연근로시간 제도들이 존재한
다. 하지만 전일제 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며 노사 상호 간에 호혜적 영향을 미치는 협의적
형태의 유연근로시간 제도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가 대표적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
제를, 영국의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연간근로시간제를, 그리고 독일의 경우 선택근로계
좌제와 초과근로계좌제를 결합한 근로시간계좌제를 운영방식과 목적이 유사한 협의적 형태
의 동일한 유연근로시간 제도로 간주한다. 도입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둘 중 하나도 도입하
지 않은 경우 0으로, 하나라도 도입한 경우 1로 가변수 처리한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의 측정 도구를 살펴보면, 기업지배구조를 측정하는 기업 수준 변수로 기업의 소
유주 혹은 전문경영인 경영체제가 가능하다(Witt & Jackson, 2014). 본 연구에서는 각 국가
의 패널조사에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체제의 경우 또는 소유주와 전문경영인이
공동으로 지배 권한을 갖는 경우를 모두 1로, 그리고 소유주가 의사결정권한을 갖는 소유경
영체제는 0으로 더미변수화하였다. 기업 간 관계 특성에 관한 최근 연구는 다른 조직들과의
정기적인 화합이나 정보교류, 직접적인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인사부서의 개방성을 협력
적 기업 간 관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사용한다(Witt & Jackson, 2014). 기업 수준의 기업
간 관계 변수는 각 국가의 패널조사에서 타사 인사관리자와 정기적 회합, 경영단체로부터
정보 및 조언과 자문, 우수사업장 벤치마킹, 컨설팅 여부에 관해 묻는 문항을 사용하고 참여
는 1, 참여하지 않으면 0으로 가변수 처리하였다. 노사관계 시스템은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
를 보호하고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수평적 혹은
수직적 노사관계로 규정한다(Hall & Soskice, 2001).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패널 데이터 자
료 중 독일의 사업장 패널에서는 노동조합 유무가 조사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과 영국은
‘노조 유무’와 ‘작업장협의회 유무’를 묻는 문항에서 모두 ‘예’로 답한 경우는 3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1로 표기하고, 독일의 경우 ‘작업장협의회 유무’와 ‘다른 형태의 근로자 발의
체제 유무’를 묻는 문항에서 모두 ‘예’로 답한 경우는 3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1로 표기하
여 연속변수화 하였다. 교육훈련 특성은 국가나 산업, 기업 차원에서 지원자나 내부인력에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선행요인에 관한 한, 영, 독 국가 간 비교 연구 (이아영 ․ 이상민)

55

대한 직업교육의 투자가 활발한 정도를 의미한다(Hall & Soskice, 2001). 기업 수준 교육훈
련 변수는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사내교육 참여 대상 근로자의 수를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비율을 계산하여 0%는 1, 1% 이상 40% 미만은 2, 40% 이상 60% 미만은 3, 60%
이상 100% 미만은 4, 100%는 5로 연속변수화하였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기존 유연근로시간 제도 연구들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한국･영국･ 독일 세
나라의 패널 자료에서 모두 측정 가능한 변수들을 대상으로 한다. 조직특성으로 기업 규모
와 연령, 제조업 유무, 원･하청 유무를 측정하며, 기업 내 인적자원 특성으로 파견직 비율과
계약직 비율, 여성 인력 비율을 고려한다. 외부 시장에 관한 특성으로 시장경쟁 정도를 반영
한다.

3. 분석 결과
(1) 변수의 기초 기술통계
독립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표 3>을 살펴보면, 전문경영인 경영체제를 가진
기업의 평균은 한국이 10%, 영국이 86%, 독일이 31%로 영국이 전문경영인 경영체제를 실
시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적 기업 간 관계 변수에서는 타 기업과의 교류
를 활발히 갖는 기업이 각각 한국에서는 71%, 영국에서는 56%, 독일에서는 79%로 영국보
다 한국과 독일에서 더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독립변수 기술통계

기업 경영체제

기업 간 관계

한국

영국

독일

관측치

2,272

1,978

17,362

평균

0.11

0.86

0.31

표준편차

0.31

0.34

0.46

최솟값 – 최댓값

0 – 1

0 – 1

0 – 1

관측치

2,698

1,852

21,264

평균

0.73

0.56

0.79

표준편차

0.44

0.49

0.40

최솟값 – 최댓값

0 – 1

0 – 1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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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의 계속
한국

영국

독일

관측치

2,698

1,759

20,770

평균

2.13

1.98

1.36

표준편차

0.75

0.80

0.52

최솟값 – 최댓값

1 -3

1 – 3

1 – 3

관측치

1,789

1,944

20,574
2.21

집단 발언기구

평균

2.82

3.54

표준편차

1.26

1.35

1.24

최솟값 - 최댓값

1 - 5

1 – 5

1 - 5

교육훈련 투자

수평적 노사관계 변수는 1에서 3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기업 내 수평적 노사관계를 갖는
것으로 측정되는데, 평균을 살펴보면 한국이 2.09, 영국이 1.98, 독일이 1.36으로 한국이
가장 노동조합과 작업장협의회를 통한 수평적 노사관계를 잘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교육훈련 투자 변수는 1점에서 5점으로 점수가 높아질수록 참여 비율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한국은 평균 2.79, 영국은 3.54, 독일은 2.21로 영국이 가장 교육훈련 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한 기관들을 기술통계 분석한 결과, <표 4>에 제시
된 바와 같이 한국은 도입기관이 2007년과 2011년 모두 16%지만 제도별로 살펴보면 선택
적 근로시간제는 확대되는 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다소 축소된 것을 볼 수 있다. 2008년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을 전후로 내부적 유연화를 통한 인력 활용의 장기적 활용이 주춤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2004년 52%에서 2011년 54%로 증가하였는데 제도별 비율을 살펴
보면 연간근로시간제에 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시행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근로
자 복지지원 제도는 발달하였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인력 활용을 추구하는 제도에 대한 접근
<표 4> 종속변수 기술통계
한국

영국

독일

관측치

2,698

1973

21,387

평균

0.16

0.53

0.46

표준편차

0.38

0.49

0.49

연도별 통계

2007년 : 222(16%)
2011년 : 216(16%)

2004년 : 512(52%)
2011년 : 543(54%)

2008년: 11,209(41%)
2011년 :10,178(52%)

제도별 통계

- 선택적 근로시간제
2007년 : 117 (8%)
2011년 : 140 (10%)
- 탄력적 근로시간제
2007년 : 158 (11%)
2011년 : 146 (10%)

- 선택적 근로시간제
2004년 : 461 (46%)
2011년 : 479 (48%)
- 연간 근로시간제
2004년 : 154 (15%)
2011년 : 188 (19%)

- 근로시간 계좌제
2008년 : 11,209(41%)
2011년 : 10,17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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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흡한 실정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은 2008년 41%에서 2011년 52%로 10% 이
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8년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을 전후로 한 시점이어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해고나 외부 하청과 같은 외부적 유연화를 단행하기보다는 내부 인적자원을 활
용하는 고용유연화를 활성화하였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2)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선행요인에 대한 가설검증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을 야기하는 조직수준 선행요인을 탐색하고 국가 간 차이를 규명하
기 위해 국가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도출된 독립변수들을
대상으로 Z검증과 한계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의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패널 고정효과 로지스틱 분석과 패널 임의효과 로지
스틱 분석을 한 후 고정효과 모형과 임의효과 모형 중 적합한 모형을 채택하기 위해 하우스
만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P=0.473으로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임의효과 모형을 통한 추정결
과인 모델 4가 가장 효율적인 추정결과로 판단되었다. 임의효과 로지스틱 분석을 통한 모델
4의 결과를 살펴보면, 4개의 독립변수 중 노사관계 변수가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도입에 유

<표 5>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선행요인에 관한 로지스틱 분석 - 한국
고정효과
[통제변수]
기업규모
기업연령
산업
원,하청 구조
계약직 비율
파견직 비율
여성인력비율
시장경쟁정도
[독립변수]
기업 경영체제
기업 간 관계
집단 발언기구
교육훈련 투자
상수
표본 수
LR-test

임의효과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0.011
13.941
-0.157
0.007
-0.012
0.012
0.040

-0.870
-0.543
0.016
-0.03
0.031
0.351

0.280***
-0.045
-1.052***
-0.271
0.002
0.012
0.013***
0.163*

-0.091
0.152
-0.595**
-0.077
0.004
0.013
0.014***
-0.011

186

-3.706***
2697

0.540
0.423
0.493**
0.109
-3.742***
1515

20.6*

28.97***

7.07**

1.416
0.928*
1.397*
-0.061
576
2.60
(p=0.919)

Hausman chi2

주 : *p<.05; ** p<.01; *** p<.001.

chi2 (10) = 9.64 (p=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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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내 수평적 노사관계가 구축되어 있을
수록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더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93, p<.01). 그 외에 여
성 인력 비율이 높을수록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도입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
=.014, p<.001).

영국의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패널 고정효과 로지스틱 분석과 임의효과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고 하우스만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또한 P=0.407로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패
널모형 추정 내에서도 고정효과보다 임의효과 모형 추정이 더 효율적 추정결과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임의효과 로지스틱 분석 결과인 모델 4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교육훈련 투자
변수만 유연근로시간 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00, p<.05). 영
국 기업들에서 기업 경영체제, 기업 간 관계와 노사관계 변수는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도입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선행요인에 관한 로지스틱 분석 - 영국
고정효과

임의효과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기업규모

0.009

0.758

0.329***

0.376**

기업연령

-0.257

-0.691

0.001

-0.131

산업

0.179

0.525

0.125

0.494

원,하청 구조

-0.586

0.492

-0.059

0.133

계약직 비율

0.003

0.019

0.007

0.011

[통제변수]

파견직 비율

-0.248

0.48

-0.051

0.153

여성인력비율

-0.009

-0.019

-0.002

-0.007

시장경쟁정도

0.136

0.136

-0.118

-0.145

[독립변수]
기업 경영체제

-1.942*

-0.600

기업 간 관계

-0.329

-0.055

집단 발언기구

-1.795**

-0.260

교육훈련 투자

-0.126

0.200*

상수

-1.253*

-1.544*

표본 수

232

140

793

663

LR-test

5.31
(p=0.723)

19.98
(p=0.067)

8.49**

16.67***

Hausman chi2

주 : * p<.05; ** p<.01; *** p<.001.

chi2(12) = 12.58 (p=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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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패널 고정효과 분석과 임의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하
우스만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p=0.122으로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임의효과 모형이 고정효과
모형에 비해 효율적인 추정량이라고 판단되었다. 임의효과 모형의 추정 결과인 모델 4를 살
펴보면, 기업경영체제, 기업 간 관계, 노사관계, 교육훈련 투자 독립변수 모두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도입에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소유와 경영이 분리
된 전문경영체제를 가진 기업이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더 많이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382, p<.001). 또한, 기업 간 관계가 협력적이어서 외부 기관과의 교류가 활발한 기업이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더 많이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58, p<.01). 기업 내 노사관계
는 수평적이며 근로자의 의사결정 참여가 활발하고 영향력의 행사가 용이할수록 유연근로
시간 제도의 도입은 높아지며(β=.583, p<.001),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가 높아 교육을 받는
근로자 수가 증가할수록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더 많이 실시한다(β=.346, p<.001).
<표 7>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선행요인에 관한 로지스틱 분석 - 독일
고정효과

임의효과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기업규모

0.736***

0.842***

1.016***

0.904***

기업연령

0.026

0.006

-0.083

-0.216**
0.618***
-0.409***

[통제변수]

산업

0.313

0.243

0.555***

원,하청 구조

0.023

0.098

-0.899***

0.110

계약직 비율

0.101

0.078

0.187***

파견직 비율

0.043

-0.018

0.480***

0.439***

여성인력비율

-0.001

0.000

-0.011***

-0.013***

시장경쟁정도

-0.003

0.014

0.003

0.088**

[독립변수]
기업 경영체제

0.228

0.382***

기업 간 관계

0.251

0.358**

집단 발언기구

0.210

0.583***

교육훈련 투자

0.155***

0.346***
-2.409***

상수

-4.620***

표본 수

4142

2994

20782

16107

LR-test

41.75***

58.29***

1613.22***

1059.45***

Hausman chi2

chi2(12) = 103.69 (p=0.112)

주 : * p<.05; ** p<.01; *** p<.001.

유연근로시간 제도 선행요인의 국가 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각 국가별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영향 관계에 유효성이 도출된 독립변수들을 대상으로 상관계수 차이검증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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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상관계수 차이검증은 각 집단에서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상관계수 사이의 차이
가 유의미한지 검증하는 것으로(우형록, 2015), 상관계수의 값이 정규분포하도록 Fisher
Transformation을 통해 변환시켜준 후 Z검증을 통해 표준 오차에 비해 그 값들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분석함으로써 차이의 유의미성을 판단한다. ‘Fisher Transformation’과 ‘Z검
증’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Fisher Transformation 공식

 

  
   ×log 
  
Z검증 공식

   

 








  
 

위의 공식을 적용하여 노사관계 변수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도출된 한국과 독일의 상관계
수 값들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z = -4.720 로 0.1% 수준에서 두 집단 간 계수의 차이가 유의
미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다음, 교육훈련 투자 변수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도출된 영국과 독
일의 상관계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z = -3.895로 두 집단 간 상관계수의 차이가 0.1% 수
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교육훈련 변수에 관하여 영국과 독일의 교육훈련 변수와 한국과 독일의 노사관계
변수의 상관계수 값들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다고 판단되어 이들 간에 한계효과 분석을 실시
하였다. 한계효과(marginal effect) 분석이란, 통계검정을 통해 선택된 모형을 대상으로 설
명변수의 한계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설명변수에 대한 종속변수의 민감도를 측정하는 것이
다. 모형에서 설명변수에 대한 계수 값을 기초로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각 설명변수
의 값이 기준단위만큼 변화할 때 종속변수에 미치는 변화량을 계산한 값을 의미한다
(Ben-Akiva & Lerman, 1985). 각 국가별 분석에서 모두 효율적 추정량이 판단되는 모형인

임의효과 모형의 결과 값을 토대로 유의미성이 도출된 독립변수들의 한계효과 값을 비교해
보면 <표 8>과 같다.
먼저,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영국을 제외한 한국과 독일에서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도입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독일의 한계값을 비교하면 노사관계가
1단위 더 수평적일수록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도입은 한국에서 1.2%, 독일에서 13.3%씩 증

가한다.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는 영국･독일 두 나라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도출되었는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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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값을 비교해보면 교육훈련 투자가 1단위 더 증가할수록 유연 근로시간 제도의 도입은 영
국에서 4.8%, 독일에서 7.9%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경영체제가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도
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검증에서는 한국･영국을 제외한 독일에서만 전문경영체제 변
수가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도입과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어 가설 1-1이 부분 지지되었으
며, 영국과 한국에서보다 독일에서 그 효과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 1-2는 지지되었다. 둘째,
기업 간 관계 분석에 있어서는 한국과 영국을 제외한 독일에서만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도입
과 유의미한 관계가 도출되어 가설 2-1과 가설 2-2 모두 부분 지지되었다. 셋째, 근로자
발언 기구가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도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에서는 영국을 제외한
한국과 독일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도출됨으로써 가설 3-1은 부분 지지되었다. 한계효과 검
증에서 영국은 기각되고 한국은 1.2%, 독일은 13.3%의 한계값을 가짐으로 영국과 한국보다
독일의 효과가 높아 가설 3-2는 지지되었다. 넷째, 교육훈련 투자가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도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가설검증에서는 한국을 제외한 영국･독일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도출되어서 가설 4-1은 부분 지지되었다. 한계효과 분석에서 한국은 기각되고 영국은 4.8%,
독일은 7.9%의 한계값을 가짐으로 영국과 한국에서보다 독일에서 더 높게 도출됨에 따라
가설 4-2는 지지되었다.
<표 8> 한계효과 분석
변수명

Dy/dx
영국(WERS)

한국(WPS)

독일(IAB)

연령

0.007

-0.002

-0.057

산업

0.009

-0.023

0.142

시장경쟁

-0.001

-0.002

0.022

여성인력비율

-0.000

0.000

-0.003

기업규모

0.008

-0.005

0.212

원, 하청

0.002

-0.008

-0.082

계약직 비율

0.000

0.000

0.035

파견직 비율

-0.000

0.000

0.099

기업 경영체제

-0.137

0.030

0.089

기업 간 관계

-0.013

0.014

0.078

집단 발언기구

-0.063

0.012

0.133

교육훈련 투자

0.048

0.006

0.079

産業關係硏究 제29권 제4호

62

Ⅴ. 결 론
1.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선행요인을 국가와 조직수준에서 다양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실증분
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얻어진 몇 가지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에
서는 네 경제체제 특성이 모두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도입에 고르게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일의 기업 환경을 고려할 때 유연근로시간제를 둘러싼 국가의 제
도적 환경과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관점, 그리고 노동유연화 전략이 협력적이고 장기
적 인력운영을 지향하는 조정시장경제 방향으로 일관되게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Kossek & Ollier-Malaterre, 2013; Wiss T., 2016).
둘째, 한국과 자유시장경제 국가인 영국에서 독립변수들이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도입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이는 집단적 노사관계, 기업관계 관점보다는
개별적 이해관계 측면이 중시되는 영국과 한국의 국가 맥락특성이 기업 내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도입에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영국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
하고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국가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이 취약한 국가 제도적 환경이 기업으로 하여금 외부적 노동유연화를 선호하도록 야기한다
는 기존연구의 결과들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Wood, 2016, 2017; Surhan
Cam, 2012)

셋째, 영국에서는 기업 내 교육훈련 투자가, 한국에서는 집단적 발언 기제가 유일하게 유
연근로시간 제도의 도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노동유연
화 전략은 항상 국가의 제도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전략적 행위 논리가
국가 전반적 노동시장 특성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Sweet et al., 2014). 구체적으로 영국에서는 기업 내 교육훈련에 관한 가치가, 한국에서는

노사관계 측면이 국가 수준의 제도적 상황 맥락의 영향을 억제하는 기업 수준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영국의 경우, 단기적 측면에서 인력 활용을 지향하는 국가 제도적 환경 맥락에도 불구하
고 기술발달과 혁신에 민감한 기업특성에 따른 숙련인력의 요구는 국가 상황 요인에 대한
억제요인이 된다. 기업 내 교육훈련 투자의 경우 기업 내부에서 내부 인적자원에 대한 기업
의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자체적인 인적자원관리 전략의 일부분으로서 시행된다(Berg et
al., 2004). 숙련인력이 핵심자원이며 장기적 보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업은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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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시행하고 이러한 인적자원의 일과 삶의 조화를 지지하는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활성
화함으로써 이들의 외부이탈을 막고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한 유인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는
상품시장전략 또는 교육수준, 계약직 비율에 따라 기업은 다른 노동유연화 전략을 취한다고
밝힌 기존 연구들의 논리와 일치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Roca-Puig et al., 2008;
Beltran-Martin et al., 2009; Riva et al., 2018).

한국에서는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시행에서 국가 제도적 영향을 억제하는 기업의 가장 큰
요인이 노사관계로 파악되었다. 한국의 사용자 친화적이고 근로자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환경적 특성을 억제하는 기업 내 저항 활동으로 기업 내 노사 간 협력적이고 장기적 노사관
계에 대한 요구가 발생한다. 그러한 내부적 요구가 강한 기업에서는 고용유연화 추진과 관
련하여 사용자의 수직적 권력 행사가 아닌 근로자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
원하는 내부적 유연화 제도의 시행이 촉진된다. 한국의 기업 내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일자
리 만족도와 고용안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밝힌 기존 선행연구들과 기조를 같이 하는 연
구 결과라고 볼 수 있다(최낙혁, 2017; 최성은 외, 2014).
넷째, 세 국가에서 모든 선행요인이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도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국가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기존에 국가 수준에서 다뤄오던 경제체제 특
성 변수들을 본 연구에서 기업 수준 선행요인으로 적용하여 도출한 결과이다. 그 결과 기업
의 전략 실행에 있어서도 국가 경제체제 특성에 따른 제도적 상호보완성이 영향을 미침으로
유연근로시간 제도를 둘러싼 국가 제도적 상황과 기업 관행들 간의 상호작용 방식이 국가마
다 다르게 나타남을 증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시행에는
국가 수준의 근로시간에 관한 법적 규제와 기업 외부의 노동시장 환경, 그리고 기업 내부의
노사관리 전략이 상호보완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 동일한 제도라 할지라도 그 활용방식이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기존 문헌들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실증 결과이다
(Brewster et al., 1997; Kalleberg, 2001; Berg et al., 2014).

2. 시사점과 한계점
본 연구는 학문적 실무적으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본 연구는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기업 수준 선행요인을 밝히는 기존 연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론적 프레임을 적용
하였으며 국가 수준 제도와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기존에 연구되
었던

기업

수준의

구조적･인구통계학적･경제적

특성들에(e.g.

Haya

stier

&

Lewin-epstein, 2003; Kelliher & Anderson, 2008; Marcel, et al., 2014) 추가적으로 자

본주의 다양성 이론에 따른 경제체제 특성을 기업 수준에 적용하였으며, 각 선행변수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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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시간 제도 도입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다양한 이론들을 접
목하였다. 또한, 기업 수준 선행변수들과 국가 수준 제도적 맥락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
하여 국가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유연근로시간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기업의 전략적 선택과 국가 제도적 특성의 관계 메커니즘을 밝혔다.
둘째, 자본주의 다양성 이론 연구와 관련해서 본 연구는 경제체제의 특성을 대표하며 제
도적 상호보완성 논리를 설명하는 제도적 조합에 유연근로시간 제도라는 노동유연성 요인
을 추가하였다. 셋째, 자본주의 다양성 논리를 기업 수준에 적용하여 세계화 현상 속에서도
개별 국가의 특성이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분석 수준의
확장에 기여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서구 중심적 분석모델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자본주
의 다양성 논의에 한국의 사례를 추가하고 실증적 비교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이분법적 유형
화를 넘어 이론적 확장을 시도하였다(Rosemary et al., 2009; Michael & Jackson, 2016).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개별기업에서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도입목적과
활용방식이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 내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운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 전사적 차원에서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공적 교육훈련 지원과 고용보호 규
제 등 사회적 제반 시스템을 통해 나타나는 각 국가의 노동자원에 대한 관점을 잘 이해함과
동시에 기업지배구조, 기업 간에 협력적인 관계 형성, 수평적인 노사관계 구축과 교육훈련
에 대한 투자 등으로 구성되는 기업 내 전반적인 제도적 스펙트럼을 고려하여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운영 목적과 방향을 설계하고 시행해야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주 52시간 근로가 법적으로 확정된 현 국내 실정에서 기존에 장시간 근로가 팽배해
있던 기업 관행을 탈피하고 축소된 근로시간 안에서 효율성을 도모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
서는 인력 규모의 축소 없이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와 같은
내부 수량적 유연화의 확대가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이다. 시장수요가 급감하고 수출에 큰
타격을 입었던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노사 간 협력적 합의를 통한 근로시간계
좌제를 시행하여 고용안정과 재무성과 향상을 모두 일구어낸 독일의 사례를 실증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에서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활용이 이와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재정비되
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먼저, 지속적인 근로시간의 축소를 통해 근로자 개인 권리의 신장을 지원하는 기조 안에
서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과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여러 영역에서 혼재되어 있는 유
연근로시간 제도 간에 명확한 기준과 분류체계를 통한 제도적 정립이 필요하며, 공적 교육
훈련 시스템과 노사관계를 둘러싼 고용보호 규제, 협의체제 등 타 제도들과의 결합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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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 주체적으로 협력적 범위 안에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작업조직을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 발전의 방향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재벌형 기업 구조와 수직적 노사관계, 직무와 인적자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단기적 관점의 교육훈련 제도 관행에서 벗어나 전문화된 기업인 경영체제로의 체제 정비와
노사 간에 수평적 협의를 통한 의사결정 구조 구축, 장기적 관점에서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
투자를 실시하는 등 통합적 측면에서 내부적 유연화 시행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도입이 비용으로서 인식되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재무적
성과를 도출하고 고용을 안정시킴으로써 노사 간 협력을 촉진하며, 근로자의 일과 삶의 양
립을 지원하는 투자로서 인식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는 분석 자료와 분석 방법에서 비롯된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 국가의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사업체 패널 자료에 대한 접근 경로가
제한되어 보다 다양한 국가의 시장경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영
국과 독일 패널 자료의 조사 시기가 한국의 패널 자료와 상이하여 각 국가의 분석 시점을
일치시키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영국과 독일 이외의 유럽 국가들과 아시아 국가, 신
흥경제 국가 들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고 분석 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분석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작업이 더 면밀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외부 패널 자
료와의 결합을 불허하는 독일의 사업체 패널 자료 사용 규정에 의해 국가 간 자료를 통합하
여 국가 수준 조절변수를 활용한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불가피하게 각 국가별 실증 분석을
한 후 기업 수준 분석결과를 사후 비교함으로써 내재된 국가적 특성의 조절 효과를 유추하
는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고용보호 지수나 교육지원 정도 등 국가 수준에
서 유연근로시간 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조절변수로 실증 분석에 직
접 반영하여 분석 결과에 신뢰성을 더하고 기업전략에 영향 미치는 국가 간 제도적 특성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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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mparative Study on Leading factors of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in Korea, U.K., and Germany
Ah-Young Lee* ･ Sang-Min Le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institutional leading factors at both corporate and
national levels in Korea, the U.K., and Germany, where the difference in the
development of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s was observed. Moreover, it explores
interaction mechanisms that vary among countries.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n the introduction of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s by applying the key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varieties of capitalism model to the corporate
level such as corporate governance, inter-firm relations,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training.
In case of Germany, result shows that all four variables which contain corporate
management systems, inter-firm relations, workers' voice organizations, and
investment in training have a strong influence to the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s. In the U.K., result shows that investment in training affects the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s. In Korea, study1 shows that the corporation's collective
voice instrument affects the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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