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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기간이 26주 이상 되는 직원은 지난 12개월 간 이미 유연 근무제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조건 하에 법적으로 유연 근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유연 근무제를 통하여 근무지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많은 경우 자택 근무를 신청합니다.    

다양한 업계의 고용주들이 직원의 자택 근무를 허용하는 추세이며, 이 경우 근무 시간을 사무실 근무와 자택 근무로 나누게  

됩니다. 육아 의무가 있는 직원들은 아이의 등하교를 돕기 위해 주 1일 혹은 2일의 자택 근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거리가 먼 직원의 경우 주 1일 혹은 2일 자택 근무를 통해 출퇴근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자택 근무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침으로써 직원의 필요 사항에 대한 높은 이해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으로 하여금 회사에 대한 더 높은 존중과 헌신을 기대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결근이나 이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택 근무

를 요청하는 직원은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필요가 없었다면 요청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고용주가   

자택 근무를 전면 불허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직원은 근무 구조가 자신의 필요에 더욱 친화적인 회사로의 이직을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는 업계의 변화에 발 맞추어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고용주들, 특히 직원이  

대부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업계의 고용주들은 자택 근무를 허용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원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든 자택에서 근무를 하든 생산성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는 지출 경감을 위하여 자택 근무

를 장려할 수도 있습니다. 자택 근무를 하는 직원이 많을수록 사무실 규모를 축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회사들도 자택 근무를 허용할 것인지를 고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직원이 유연 근무제를 허용하는 경쟁사로 이직

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택 근무의 장점도 많지만, 고용주들은 이를 일관성 없이 허용했을 때의 위험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직원

은 자택 근무를 허용하고 어떤 직원은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 불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과와 직원 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차별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특정 직원이 나이, 장애 유무, 성별, 인종, 종교, 성별 정정   

유무, 성적 취향, 결혼 유무 혹은 임신 유무와 같은 “protected characteristic”으로 인해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하게 될 경우 고용주

는 차별로 인한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에 비하여 자택에는 근무를 위한 환경이 완벽히 갖춰져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이 회사 노트북 컴퓨

터를 제공받겠지만, 개인 기기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책상, 스크린, 사무실 의자, 전화, 프린터, 팩스,  

회사 동료 등이 존재하는 사무실 환경에 비교하기는 힘듭니다. 또한 IT 관련 문제나 인터넷 접속 문제 역시 자택 근무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연 근무를 허용하는 고용주는 성과를  

모니터함으로써 자택 근무를 하는 날에 업무 성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직원들의 요청에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사기를 북돋음과 동시

에 자택 근무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If you require assistance on responding to flexible working requests or drafting 

homeworking policies then please contact our employment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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