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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회복지시설에서 책임성과 투명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윤리경영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의 조직윤리에 영향 미치는 요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복지현장의 관
장, 중간관리자, 실무자 15명을 대상으로 개별심층면접과 포커스집단 면접을 진행하여 조직윤리의 영
향요인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요인으로는 개인의 윤리의식, 조직요인으로는 리더의 윤리적 민
감성, 슈퍼비전, 기관의 체계, 조직의 공정한 분위기가 제시되었다. 환경요인으로는 법인과 구청 및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요구와 이들과의 공조체계를 위한 현실적인 타협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영향이
조직윤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시설의 조직윤리를 제
고하기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조직윤리, 윤리적 리더십, 이해관계자, 윤리적 민감성

Abstract
This qualitative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organizati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organizational ethics i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The issues of responsibility, transparency, and
ethical management i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have recently become the main public interest. Fifteen
social welfare professionals, including chief directors, middle managers, and employees, participated in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and focus group interviews. The result of data analysis shows that the most
important individual factor is personal sense of ethics, and that important organizational factors include
leader's ethical sensitivity, supervision, organizational system supporting organizational ethics, and fairness in
organizations. Major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organizational ethics are unreasonable demands from the
board of directors, local governments, interest groups, and other external stakeholders, and the inevitable
compromise with the reality to work together with them. Finally, this study makes some suggestions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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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조직윤리는 조직에서 윤리적으로 옳은 행동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러한 윤리적인 쟁점을 다루어
야 하는지에 대한 공유된 인지로 나쁜 것으로부터 좋은 것을, 그릇된 것에서부터 옳은 것의 이슈
들을 구분하는 것과 관련된 훈련을 말한다[1][2]. 다시 말해 조직 내 구성원의 인지수준에서 마땅히
조직에서 행해야하는 옳은 행동에 대한 공유된 인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직윤리에 관한 연구는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시작되면서 초기에는 ‘기업윤리(business ethic)’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현
재는 기업 뿐 아니라 다양한 조직분야의 윤리적 이슈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면서 기업윤리와 함
께 ‘윤리경영’ 혹은 ‘조직윤리’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조직윤리는 실로 지속적 관심주제였음에도 그 중요성과 당위성에 비해 조직학의 다른 연구주제
에 비해서 활발한 논의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 이는 윤리가 가치와 불가분의 관계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로 중요하면서도 쉽지 않은 연구주제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3]. 이러한 이유로 개념적
논의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리와 비영리를
망라하여 다양한 조직에서 조직윤리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조직윤리가 내적으로는 조직 성원의 기
능적인 조직태도의 선행요인으로 성과와도 무관하지 않으며, 외적으로는 조직 이미지에 긍정적으
로 작용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저가 되기 때문이다[4][5].
그 동안의 연구는 조직윤리의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조직단
위의 특성이나 윤리경영을 지향하기 위한 조직의 특수 상황은 담고 있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비영리 휴먼서비스 조직으로 외부 이해관계자의 정당성부여가 조직의 존립에 중요한 사회복
지조직의 조직윤리를 제고하기 위해 사회복지조직이 갖고 있는 내외적인 특수한 상황은 담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조직윤리 제고를 위해 그 동안 실증연구에서 논의되어온
것과 차별화하여 사회복지조직윤리의 선행요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접 및 초점집단인터
뷰의 질적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조직윤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과 조직특성
뿐 아니라 사회복지조직의 환경적 특성의 요인을 파악하므로 사회복지조직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의 충분성을 담보하고자 하며 연구 결과를 통해 사회복지조직의 조직윤리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논의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윤리이론에 대한 문헌은 많이 있으나 대부분이 도덕적, 철학적 이론에 치중하고 있고 계량적 분
석 보다는 이론적 논의가 지배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현장에 적용할 통계적 증거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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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조직의 경우 영리조직과는 다른 차원의 조직윤리와 관련된 독
특성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관련된 체계적인 보고내지는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기 위한 기초자료
가 제시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조직윤리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직윤리의 영향요인은 크게 개인적 특성과 조직
의 특성으로 구분된다[6]. 먼저, 조직윤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 여러 학자들에게 주목
되는 것은 개인의 윤리의식으로, 정직하고 협조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윤리적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조직 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개인의 영향력에 비해
상사의 영향력이 클 수 있으나, 구성원 개인의 윤리의식은 팀과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에 조직윤리의 개인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7][8].
조직윤리의 영향요인 중 개인적 특성과 관련하여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직업윤리를 들 수 있
다. 직업윤리는 Weber의 기독교직업관에 근간한 것으로, 직업소명의식에 기반하여 일에 대한 개인
의 청렴과 성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직업윤리는 “직업 생활에 대한 윤리적 준거 혹은 도덕적 준거
로서 사회 구성원간의 관계에 있어서 책임과 의무를 나타내는 근원이 되며, 개인은 물론 국가나
사회의 신뢰와 생산성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직업윤리는 직업일반의 윤리, 즉
어떠한 직업에서도 요구되는 행동규범과 특정한 직업이 사회의 역할 분담적 입장에서 가져야 할
행동 규준인 특수직업의 윤리로 구분된다[9]. 이러한 분류에 기초했을 때, 사회복지전문직의 윤리
는 직업윤리 중 특수 직업윤리로 볼 수 있다.
직업윤리는 기업윤리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직업윤리는 조직윤리의
하부구조이기도하며, 조직윤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명되기도 한다. 특히 인간봉사조직의
경우 전문가윤리는 조직차원에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면서 동시에 구성원 개인의 직업윤리로써
조직윤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이기도 하다. 현대사회와 미래사회에서 전문가의 역할비중은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일반대중의 삶에 영향력 미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덕성과 전문직의 책임성
을 강조될 수밖에 없고, 원조전문기관의 윤리적 책임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10].
조직윤리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요인으로는 크게 조직의 지원과 상사의 영향력이 있다. 조직의
정책과 윤리교육 등의 지원[11], 그리고 상사의 윤리의식은[12][13] 조직윤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라는 것에 합의하고 있다. 조직의 규정은 조직이 윤리와 관련 얼마나 엄격한지 여부를 알 수 있
게 하며 조직의 윤리의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14]. 또한, 조직의 윤리적 문화는 조
직구성원의 윤리적 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비윤리적 행동이 책임성 결여나 윤리적 타협 등
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15]. 그러나 조직윤리의 선행요인으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상사의 영향
력이다. 상사가 윤리적이라고 대답한 직원들은 그렇지 않은 직원에 비해서 업무상 비행을 목격하
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6]. 또한 상사의 슈퍼비전이 부하직원의 생산성과도 관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슈퍼비전의 방임은 생산성 저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17].
조직윤리의 선행요인으로 사회복지조직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환경적 요인을 들 수 있다.
Hasenfeld는 휴먼서비스 조직의 정당성 확보에 있어 외부 환경의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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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사회와 클라이언트 등의 이해관계자 뿐 아니라 자원을 제공하는 정치경제적인 환경의 영향

은 사회복지조직의 운영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복지조직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사회복지조직윤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전개되고 있지 못한 상황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동안의 선행연구의 논의에 기초하여 사회복지조직윤리에 영향을 미치
는 개인, 조직, 환경의 요인에 대해서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조직윤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원의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사회복지조직윤리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차원의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사회복지조직윤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차원의 요인은 무엇인가?

3.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사회복지조직윤리에 영향을 미치는 독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
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접과 초점집단 면접(FGI)을 병행하였다. 직급에 따른 개별심층면
접을 진행하기 위해 사회복지기관을 임의 선정하여 사회복지사를 직급별로 3명씩 총 9명을 면접하
였다. 직급은 일선 사회복지사, 중간관리자, 최고관리자였다. FGI는 관장 3명과 부장급 중간관리자
3명의 두 집단으로 진행하였다. 관장의 경우, 윤리경영을 선도적으로 실시한 기관, 사회복지시설평

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획득한 기관, 그리고 이와 상반된 기관 3곳의 관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부장
은 이직경험을 갖고 있으며 현장경력 10년 이상의 부장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법인의 위탁이 변
경된 경험이 있는 부장, 기관장의 교체로 이직을 경험한 기관, 동일 법인에서 다른 기관으로 전보
경험이 있는 부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면접은 2012년 9월~2012년 10월 사이에 진행되었다. 면접은
참여자의 자발적 동의하에 진행되었다.

3.3 연구의 엄격성
질적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신빙성
(credibility), 이전가능성(transferability), 의존가능성(dependability), 확증가능성(confirmability)을 통

해 질적 연구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19]. 질적 연구 진행경험이 있고 사회복지조직에서 윤
리경영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가 전체 개별면접 및 FGI를 직접 진행하므로 면접의 일관성
을 추구하였다. 아울러 인터뷰 자료에 대해 녹취와 분석을 통해 연구자료의 투명성과 신빙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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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고자 하였다.

4. 연구결과
4.1 개인요인
심층면접 및 FGI내용 분석결과 사회복지시설의 조직윤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는
개인의 윤리적 민감성과 윤리의식이 논의되었다. 또한 윤리가 교육을 통해 획득이 되는 것에는 이
견이 있을 수 있으나 윤리교육을 통한 윤리의식의 사전구비의 중요성이 제시되었다.
[표 1]조직윤리의 개인요인
[Table 1] Individual Factors Affecting Organizational Ethics

구분

핵심도출내용

윤리적
민감성
/
개인윤리의식

“개인 레벨에서는 전문가 스스로가 윤리성이나 민감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신념과 태도가 밑바탕이 돼서 그것은 사실은 교육, 학교에서 교육 받을
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 그 개인중심적인 탐욕이 그 물욕을 갖는 것에
따른 비윤리가 발생하죠”
“비윤리로 봐야할 것이냐 제도적인 모순으로 봐야할 것이냐 그런게 있고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개인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 요소 도덕성,
윤리의식 이런 것인데..”
“사회복지마인드가 없이 그냥 입학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다른 데는
딱히 갈 때는 없고 그냥 취업해서 돈 벌자 하는, 그냥 월급 받아야겠다는
식으로 들어오는 직원은 일부 있기는 있거든요”
“업무가 힘들다보니까, 저희의 체력이 안돼서 조금씩 안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는데...”

윤리교육경험

“옳은 그 경영을 위해서 갖춰야할 요소라고 한다면 우리가 윤리에 대한 제대로
된 학습을 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의 속성이 굉장히 좌우한다면 이 사람의 전반적인 생애주기에서 교육이
되어 왔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회복지학은 대학에서부터 출발이니까 개인의
속성이 더욱 큰 거죠.”

개인
요인

4.2 조직요인
사회복지조직윤리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요인은 개인적 요인에 비해 보다 비중을 갖고 논의되었
다. 조직윤리의 영향요인으로 도출된 내용으로 윤리적 리더십의 중요성이 도출되었다. 또한 조직의
윤리경영을 위한 체계의 구비, 아울러 조직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의 분위기가 조직윤리의 영향요
인으로 제시되었다. 조직윤리의 체계에 있어서는 교육체계, 슈퍼비전체계, 평가체계, 윤리경영체계
등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면접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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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조직윤리의 조직요인
[Table1 2] Organizational Factors Affecting Organizational Ethics

구분

핵심도출내용

윤리적
리더십

“리더가 아무래도 강압적이거나, 본인의 의지대로 하려는 리더가 오면,
직원들은 일단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리더의 역량을 넘어서서 무언가를 하는
직원들은 많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경영자가 교육이 안 돼 있거나, 윤리와 가책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철저하게 리더가 자기한테 엄격한 리더였을 때 지침이나 세칙에서 만들어내지
않더라도 문화가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일반직원으로 일할 때는 직속상사 영향이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자신만 청렴결백한 것은 리더의 역량, 역할이 아니니까. 그리고 어떻게 문화로
가느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이제 본인의 엄격해지는 과정들이 실무자
때부터 연습되지 않으면 권한과 책임이 많이 가진 리더가 위로 올라갈수록
훨씬 더... 저는 시간을 헛으로 보내는 것도 굉장히 비윤리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에요“.

조직윤리를
위한 조직의
체계

“직원평가에도 넣는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사례발표를 한다든지 슈퍼비전을
준다든지”
“팀장님에게 말해서 슈퍼비전을 받거나, 관장님에게 슈퍼비전을 받아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팀회의를 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1년에 한 번씩 전 직원 윤리교육을 실시해서, 어떨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새로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듣는다거나”
“윤리경영은 모든 직원을 보호해서 우리 조직을 살리는거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3년이 걸렸던 거에요”

조직의
윤리적
분위기

“결과를 직원하고 공유를 했을 때는 공정했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이 있을 때가
있어요”
“직원에 대한 존중은 다른 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 같아요”
“중간관리자 이 사람들이 이제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복지쪽 와서 느꼈던 부분은 너무 관료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복지사 전문가들이어서 전문성을 펼치고 들어올 때 이상을 가지고 들어올
텐데 조직문화에서 그런 것들이 반감되고 힘든 부분이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은 조직문화가 바뀌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직
요인

4.3 환경요인
사회복지조직윤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은 운영법인의 윤리적 지향과 외부이해관계자의 영
향 등 사회조직조직에서 통제가 실제로 어려울 수 있는 요인들의 영향이 논의되었으며, 이러한 요
인은 실로 사회복지조직이 현실적인 타협을 하도록 하는 위험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사회복지조직
윤리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면접 내용은 [표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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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조직윤리의 이해관계자요인
[Table 3] Stakeholder Factors Affecting Organizational Ethics

환경
요인

구분

핵심도출내용

운영법인의
윤리지향

“법인이 강하고 나에 대한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 어떤
영향력 있는 관이나 사람들도 날 어떻게 핸드링할 수 있죠“
“제대로인 사람을 박아놓기에는 애매하고 그래서 믿을 사람을 받다보니까
낙하산들이 오게 되는 것이고,”
“가치가 맞지 않으면 그걸 받아주는게 아니라 내가 나를 포기를 하는 게 맞는
거지...솔직히 고민이 있었고요”
“법인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법인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소신 있었던 기관장인데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이미 적응을
했고 순응이죠.. 순응..”
“재단이 탄탄하고 좀 안정화되고 그러면 그렇게 굳이 비윤리적으로 할 필요가
없죠”

위탁관계의
공정성

“환경적인 부분에서 위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리적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진실이 존재 하죠.”
“당신들 그렇게 되면 법인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기관장 교체하겠다”
“위탁의 절대권자이자나요. 그 절대권자가 요청을 할 때 그것은 기관에서는
아주 부담이죠. 뭐..”
“보조금을 받고 위탁운영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용자 명단을 줘야하는,”
“정치적으로 밀려서 위탁이 바뀌었네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 같다...”
“구청에서 강력하게 요청이 오면, 싸우거나 반대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의 요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생긴”

외부
이해관계자의
윤리경영을
위한 협력

“윤리와 비윤리 사이에서 윤리에 가까이의 융통성, 융통성을 뛰어넘는
타협이었던 거죠.”
“무조건 순수한 것들만 고집할 수 없어요”
“지인이 실습의뢰를 거절을 했는데, 그 분이 구청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있는거죠. 그래서 내년에 평가에 최상위가 들지 않으면 너네는 아예 대놓고...”
“타협을 하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 윤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상황변수라고 하는 것은 그 윤리를 뛰어넘는 엄청난 힘이라는 거예요”
“기관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은 정말 기관 때문일까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5. 결론
본 연구는 사회복지조직윤리를 제고하기 위해 사회복지조직윤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조직,
환경요인을 사회복지조직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및 FGI의 질적자료를 통해 확인하였
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조직윤리 제고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조직윤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조직구성원의 성실성(integrity)은 사회복지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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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가치이기도 하다. 사회복지사로 각 개인의 윤리의식은 중요하기 때문에 직원의 선발과정에서
윤리의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개인의 윤리의식이나 도덕성이 면접에서 파악되
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선발과정에서 사회복지교육과정에서 윤리관련 교과목이수
여부를 확인하던지, 윤리적 의사결정의 과정과 절차를 이해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을 하는 방
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조직윤리 제고를 위해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의 공유 및 조직의 공정한 운영을 위
한 지도감독 및 조직 내의 교육체계 등의 구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조직의 문화형성에 있어
리더십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20]. 본 연구에서도 조직윤리의 영향요인으로 윤리적
리더십과 조직의 분위기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리더가 윤리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중간관리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윤리경영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협회나 전문가 단체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조직의 이해관계자의 경우 지지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사
회복지조직의 경우 환경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에 때로는 수동적일 수 있다. 따라서 사
회복지조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외부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를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
해서 각 직능단체협회차원의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정치인의 영향, 위탁으로 인한 지자체와
사회복지시설의 갑을계약 관계 등 파트너십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서 전문가의 권위를 통해서 대
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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