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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search is based on a survey conducted with 832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in six universities located in Daegu and Gyeongsangbuk-do. The 
predominant concerns of the study consist of: (1) the direct effects of social commitment 
on the perception for whistle-blowers; (2) the mediation effect of intention to advocate the 
disadvantaged and the moderation effect of religious affiliation with christianity. The notabl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hristian group shows lower the lack of social commitment 
and higher the intention for advocacy than atheistic group. However,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in relation to the way of perceiving whistle-blowers. Second, 
among Christian group, these three paths are significant; the lack of social commitment → 
the perception of whistle-blowers, the lack of social commitment → the intention for 
advocacy, the intention for advocacy → the perception of whistle-blowers. The mo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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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k of social commitment, the less positive perception is given to the whistle-blowers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nd the less the intention for advocacy for socially vulnerable 
people. The more the intention of advocacy, the more positive perception regarding 
whistle-blowers in the organizations. the mediating effect of intention for advocacy is not 
significant. Third, among the group without religion, two paths are significant; the lack of 
social commitment → the intention for advocacy, the intention for advocacy → the 
perception of whistle-blowers, however, the rest is not significant; the lack of social 
commitment → the perception of whistle-blowers. While the lack of social commitment does 
not directly have the effect on the perception of whistle-blower in non-religious students, 
the intention for advocacy indirectly influence between the two variables as a mediation effect. 
According to religious affiliation with Christianity, the effect of lacking social commitment on 
perceiving whistle-blowers and the indirect effect of the intention for advocacy are show 
different tends, therefore, the moderation effect of the religious affiliation with Christianity is 
proved. Some prac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based on this study's findings above.

Key Words : whistle-blowing,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social commitment, intention for 

advocacy

Ⅰ. 서론

1. 문제제기

‘내부고발’(whistle-blowing)은 “조직내부의 변화를 유도할 공식  권한을 갖지 않은 

조직의 ․ 직 구성원이 내부의 불법 ․비도덕  일이나 는 부당한 행  등을 

목격하고 이것을 바로잡기 해 내․외부의 조직 는 사람에게 이를 알리는 행 ”이

다(박 국 외, 2001: 110). Near과 Miceli은 “내부고발 행 는 재 해당조직의 구성원

이거나 과거 어느 시 에 조직의 일원이었던 내부인(insider)에 의한 행 ”라고 하 다

(Near and Miceli, 1985; 박 국 외, 2001: 109-10; 신성자․이원 , 2017: 65-66 재인

용). 부정부패  비리에 해 사람들의 비 의식은 상당히 높지만, 조직의 비리를 고

발하는 내부자에 한 평가는 양극단에 이를 만큼 내부고발자에 한 평가는 매우 다

양하다. 내부고발행 에 한 개인들의 평가는 개인 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조직을 

한 의로운 행 라는 평가부터, 조직에 부 응한 사람이거나 조직을 배신한 고발자라

는 평가까지 각자의 시각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다(Barnett, 1992: 37; 박 국 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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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재인용). Bosupeng은 내부고발이 자신의 직장의 비윤리 인 비 을 드러내거나 

노출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갈등  이슈가 될 수 있음을 지 하고 있다. 직장에서 발생

된 비윤리 인 행 를 알리는 것이 도덕  의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자신의 내부고

발의 결과로, 비리에 연루된 사람이 실직할 수도 있고, 자신의 직장조직이 붕괴될 수

도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상충된 가치들이 충돌하고 윤리 인 딜 마에 빠질 수 있다

(Bosupeng, 2017: 23). 따라서 조직의 구성원이 비록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의 부정부

패  비리를 목격하고, 상당히 비 인 인식을 가졌다 해도, 그러한 비 인 인식

이 실제로 내부고발 행 로 연결되는 것은 드물다. 이러한 상은 집단( 는 조직)의 

구성원들 간의 ‘ 계성’을 시하는 사회의 문화  풍토에서, 내부고발자가 감수해야 

할 험부담( : 실직, 승진  보직 등에서의 불이익, 구성원들과의 계 악화, 내부자

로서의 낙인 등등)이 매우 크다는 실을 반 해주는 측면이기도 하다. 인간은 사회  

존재이기 때문에, 내부고발자를 의리가 없고 직장에 한 충성심이 없는 사람으로 평

가하기도 하고, 내부고발을 오히려 비윤리 으로 간주하는 분 기에서는 내부고발자는 

구성원으로부터 소외당하고 결국 나쁜 평 을 얻게된다(Bosupeng, 2017: 26). 개인주

의  가치가 시되는 서구의 문화권과 달리, 계(relationship) 심 이고 도덕성  

윤리를 요하게 생각하는 집합주의 문화권에 있는 한국사회에서, 더더욱 내부고발행

를 바람직하지 않게 보는 시각이 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김기범․김시업, 2006: 

49-50). 

사회  약자를 해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조직(기 , 시설)이 부정부패 

문제에 연루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언론매체에서는 사회복지조직에서 발

생되고 있는 각종 비리사건들(재정  인사비리, 인권침해사건 등)이 종종 보도되기도 

한다( 구일보, 2017.5.14). 우리사회에서 사회복지기 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기능과 

특성을 생각해 볼때, 사회복지조직이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하는 일반인들이 

느끼는 실망감은 더 클 것이다. 이러한 실망감은 사회복지조직에 한 불신감을 증폭

시켜, 이로 인해 사회복지조직의 사업  서비스 운 에 으로 필요한 후원사업

(물질후원, 노동  재능후원 등)을 크게 축시킬 수 있다. 결과 으로 사회복지조직

의 부정부패  비리의 직  피해 뿐 아니라 후원  자원 사활동의 감소와 같은 

인 ㆍ물  자원의 피해는 도움이 필요한 클라이언트를 지원하기 한 복지사업을 효

과 으로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사회복지조직이 부정부패  비리문제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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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됨으로서 생되는 피해는 실로 막 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조직의 부정부패  비리문제의 해결  개선을 해서는, 사후 처도 요

하지만, 사 에 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 이고 효과 인 

근이 될 수 있다(신성자․이원 , 2017:64). 국내에서 발표된 내부고발에 한 선행

연구(박흥식, 1991; 박 국 외, 2001; 고길곤․조수연, 2012)는 주로 행정학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연구 상도 공무원에 집 된 경향이 있다. 미래의 사회복지사로 활

약할 수 있는 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하고 있는 학생들을 상으로, 사회복지조직

에서 발생되는 비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와 그 비리들을 알리는 내부고발자에 

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주요 련요인들은 어떻게 향을 주고 있는지 등

을 악해 볼 수 있는 실증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

자에 한 인식에 한 개척 연구가 발표(이원 ․신성자, 2017)되었고, 후속연구(이원

, 2017)가 이어지고 있다. 련 선행연구는 학생들 간에 발생되고 있는 시험부정행

(컨닝) 고발에 한 평가가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에 한 인식에 유의미한 향

을 주고 있음을 밝혔는데(이원 , 2017: 201), 이러한 연구결과는 사회복지조직에서 발

생되는 각종 비리문제를 방하고 처하기 해, 학교육과정에서 사회복지 공 

학생들을 상으로 부정부패  비리에 한 비 의식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효

과 인 근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다.

내부고발은 “사  부패억제도구로서 그 효과와 상징  의미가 크다”(박 국 

외, 2001: 109). 그 기에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은 사

회복지조직의 비리문제를 보다 효과 으로 처하기 하여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미래에 사회복지사가 될 해당 공 학생들을 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

자에 한 인식에 한 후속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간과한 연구내용의 확장이 필요하다. 

다른 원조직(상담가, 심리치료사, 정신과 의사 등)과 구별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  

사회복지조직의 고유의 특성 등을 반 한 련요인이 추가로 설정된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사회복지의 필요성은 사회구성원의 안녕  복리(well-being)를 한 사회의 책임성

에 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통 으로 사회복지실천의 상은 다양한 형태의 사

회  약자들이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이익을 해서, 이들을 옹호(advocacy)

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empowerment)은 사회복지 실천가에게 요구되는 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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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이기도하다. 사회  책임성과 사회  약자를 한 옹호개입의지는, 사회복지 공 

학생들이 사회복지조직의 부정부패  비리문제에 해 비 의식을 갖게 하고, 내부

고발자에 해서도 정당하고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좋은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내부고발이 가지는 순기능과 함께, 내부고발의 역기능 한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실 으로 내부고발자가 감수해야 할 험부담(실직, 승진  보직에서의 

불이익, 왕따, 고자라는 낙인 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주기 해 마련된 제도 ․법률  장치(부패방지법 내부고발자 보호조항, 2001.6.8; 

부정청탁  품 수수 지법)마련을 한 사회  노력이 지속 으로 강화되고는 있

지만, 내부고발의 순기능이 제 로 작동되기는 쉽지 않다. ‘ 계성’(relationality)과 ‘연

결성’(connectedness)을 요시하는 집단(조직)문화가 강한 한국사회의 특성이 여 히 

내부고발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자들이 지 한 바 있다(김기

범․김시업, 2006: 49-50; 신성자․이원 , 2017: 66). 이러한 우리사회의 한계 은 단

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난제이지만, 이 문제를 극복해나가기 한 사회  노력은 지속

되어야 할 것이다. 내부고발에 한 체계 인 연구 한 이러한 사회  노력의 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내부고발의 목 이 개인  이득추구, 복수심 등과 같은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비

롯될 경우, 내부고발행 는 조직의 구성원들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얻기 힘들다. 내부

고발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내부고발자의 동기(motivation)가 순수하지 못할 경

우, 내부고발의 역기능으로 인한 피해는 클 것이다. 성숙한 사회구성원은 같은 구성원

에 한 사회  책임과 함께, 사회 으로 취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불공평한 상황

을 해결 는 개선해 나가기 해, 사회  약자를 옹호(advocacy)하려는 의지를 갖게 

된다. 이런 옹호의지는 사회복지조직의 비리를 고발하게 되는 내부자의 행 에 정당성

을 부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지표(indicator)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사회구성

원에 한 책임성’, 그리고 사회  약자를 한 ‘옹호개입의지’가 내부고발자의 요한 

동기(motivation)가 되었을 때, 내부고발의 순기능은 증폭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 

‘사회  책임성’, 사회  약자를 한 ‘옹호개입의지’는, 복지  가치, 태도, 행동지향 등

을 이해하는데 요한 지표이자, 사회복지실천가가 지녀야 할 요한 자질이라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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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술한 논의 을 토 로, 연구가정을 설정하기 해 몇 가지 추론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사회복지 공 학생들의 사회  책임성이 분명할수록, 사회  약자를 한 옹

호개입의지 한 높을 것이고, 옹호개입의지가 강할수록,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내부고발자에 해 보다 정 인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

라 사료된다. 옹호개입의지는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에 직 으로 

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기 보다는, 사회복지 공 학생들의 사회  책임성이 사

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에 미칠 수 있는 향을 한층 더 증폭(강화)시켜 

 수 있는 요한 매개요인(mediator)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구성원에 한 책임성, 사회  약자를 한 옹호는, ‘이웃에 한 사랑’의 가치

와 부합하고,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이 지닌 의미 한 ‘정의’, ‘공의’의 가치에 근거

하고 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할수록, 기독교 교리에서 강조하는 ‘이웃에 

한 사랑’, ‘정의’(공의)와 같은 가치가 내면화(internalization)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사회  책임성, 약자에 한 옹호와 같은 사회복지의 요한 실천 가치는, 기독교의 

교리와도 잘 부합된다. 따라서 기독교인 사회복지 공 학생들은 종교를 가지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과연 사회구성원에 한 책임성과 사회  약자를 옹호하려는 개입의

지가 더 강할 것인지, 그리고 사회  책임성과 옹호개입의지가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

발자에 한 인식에 미치는 향 한 기독교인과 무교인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기독교인의 경우, 어떤 사안이나 어떤 상황( : 사회복지조직

의 내부고발상황 등)에 처했을 때, 이들이 보일 수 있는 응양상은, 이들이 믿는 기독

교의 가르침( : 이웃에 한 사랑, 정의 등)이 내면화되어 이들의 행동규범에 반 된 

외 화의 결과라는 보는 시각에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조사 상은 공 특성상, 사회  책임성과 약자를 한 옹호의 가치에 

한 이해가 깊은 사회복지 공 학생이지만, 이들 에 기독교인은 종교를 가지지 않

은 사람들 (무교인)에 비해 사회  책임성  사회  약자를 한 옹호개입의지를 과

연 더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만약, 기독교인들이 

사회  책임성  사회  약자를 해 옹호하려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해서, 과연 무교

인 보다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해서 훨씬 더 정 인 평가를 할 것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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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도 여 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조직의 비윤리 인 행 를 고발하는 내

부고발이 정의로운 행 라고 생각할 수 도 있지만, ‘이웃에 한 사랑’과 ‘용서’의 가치

를 높이 인정하는 기독교인으로서, 내부고발이 비리 연루자들에 한 응징  처벌( : 

실직 등) 뿐 만 아니라 직장조직에 큰 타격을  수도 있다는 심리 인 부담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독교인의 경우, 사회복지조직의 비리문제에 매

우 비 인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에 해 지지 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추론 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서 의미 있는 연구과제로 제시했던 “사회복지 공 

학생들의 인식에 사회  책임성이 미칠 수 있는 직 효과와 옹호개입의지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는 연구과제에 추가하여, 사회복지 공 학생들을 종교배경(기독교인 Vs. 

무교인)에 따른 차이에 한 이해를 높이기 해서, ‘기독교 유무’의 조 효과(moderating 

effect) 분석까지 포함한 보다 역동 이고 다차원 인 실증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이다. 

술한 문제제기와 연구의 필요성을 토 로, 본 연구의 목 은 사회복지 공 학생

들의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에 한 인식에 사회구성원에 한 

사회  책임성이 미치는 직 효과(direct effect), 사회  약자를 한 옹호개입의지의 

매개효과(mediating effect), 그리고 기독교 유무의 조 효과(moderating)를 함께 실증

으로 규명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자료분석을 통해 밝 진 주요사실들을 토 로 사회

복지  함의(implications)을 모색하고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사회적 책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성은 “사회  의무, 상호성 규범, 그리고 사회정의(이동원 

외, 2003; 정수 , 2005: 10) 등의 사회  행동에 한 사회  규범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이원 , 2017: 206-7). 사회  책임성의 개념은 “곤경에 처해있거나, 도

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의의 개념에서 사회의 복지를 한 극 인 지

향(orientation)”이라는 의의 개념까지 확 하여 이해할 수 있다(Greenberger,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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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이원 , 2017: 207 재인용). 사회복지는 사회 구성원의 안녕과 복지에 한 사회

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  책임성은 미래의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사회복지를 

공하는 학생이 지녀야 할 요한 자질이기도하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손상된 사회기능(social functioning) 수 을 향상시키기 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

스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사회복지조직의 기능을 생각할 때, 사회복지조직  기

에서 발생된 부정부패  비리문제에 해서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는 실망감과 불신

은 그만큼 더 클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책임성  양심은 내부고발의 요한 동인이 된다는 사실

을 인식할 때(Pfeffer, 1982: 99), 사회복지를 공하는 학생들의 사회  책임성 수

은 사회복지조직의 비리에 한 비 의식과 함께, 사회복지조직의 비리를 고발한 내부

자에 한 평가에 향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성이 결여될수록, 

사회복지조직에서 발생된 부정부패  비리를 고발한 내부자(insider)에 한 호감도가 

낮고 덜 지지 인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도출해 볼 수 있다.

 

2. 옹호개입의지

옹호(advocacy)는 “개인이나 집단, 지역사회의 입장에서 직 으로 변, 보호, 개

입, 지지를 하면서, 일련의 행동을 제안하는 행동”(Mickelson, 1995: 95)이다. 옹호는 

“소외된 개인, 집단, 계층 등을 신해서 행동하거나, 힘이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

하기 해서 개인 는 집합 인 행동을 하거나, 개인 는 지역에게 힘을 부여하는 행

”이다(Schneider and Lester, 2001: 58).

사회 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원조하여 이들의 사회기능 수 을 향상시켜서, 자신들

이 속한 사회환경 ( 는 사회체제)에 잘 응하도록 원조하는 것만이 사회복지실천의 

궁극 인 목표는 아니다. 역사 으로 사회복지사(social workers)는 사회 으로 취약한 

다양한 형태의 소수자(minority)들에게 억압 인 사회환경  체제를 변화시키거나 개

선하기 한 사회개 (social reform)  사명감을 가져왔다. 이러한 에서 사회복지 

문직은 다른 원조 문직(상담, 정신의학 등)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

문직이 지닌 이러한 고유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여러 연구자들이 주장한바와 

같이(Cohen and Struening, 1962; Specht and Courtney, 1994; Abramovitz, 1998; Hay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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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최근 사회복지실천이 미시  실천개입에 상당히 치 하고 있는 것은 문제로 지

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불평등 계층이나 취약계층을 상으로 한 개입에서, 사

회복지사들은 옹호자나 행동가의 역할보다는 상담가 는 치료자 역할을 선호하고 더 

많이 수행하는 사실이 보고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에서 억압 인 사회환경 변화를 

지향하는 옹호의 역할이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크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선 , 2005: 36). 

사회변화를 목표로 하는 옹호(advocacy)는 사회복지실천을 표하는 활동  하나

이다. 옹호와 사회행동(social action)은 상호교환 인 개념이기도 하다(Radian, 2000: 

17). 사회복지조직의 부정부패  비리로 인한 손실은, 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자

원  인  자원 등의 효과 인 활용을 어렵게 한다. 결국 서비스와 지원이 필요한 사

회 으로 취약한 사람들(클라이언트)이 받을 수 있는 혜택(benefits)을 감소시키는 결

과를 가져오게 한다. 사회복지조직의 비리를 묵인하거나 소극 으로 처하는 것은, 

사회  불공평성의 문제를 지속ㆍ심화시키는 부정 인 결과를 래할 수 있다는 측면

에서, 사회복지조직의 비리문제의 심각성과 내부고발의 당 성은 한층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  약자들에 해 사회  책임감을 갖는 것은, 사회

 약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한 옹호개입의지를 높이는데 정 인 향을  수 있

는 선행조건이 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사회복지학을 공하는 학생들의 사회  책

임성이 분명할수록, 사회  약자를 한 옹호개입의지 한 강할 것이고, 사회  약자

를 해 옹호개입하려는 의지가 분명할수록, 사회복지조직에서 발생된 부정부패  비

리에 해서 훨씬 더 비 이고, 비리를 고발한 내부자에 해서도 보다 정 인 평

가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술한 내용을 토 로, 사회복지를 공하는 학생들의 옹호개입의지는 사회복지조

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이들의 인식에 직 으로 향을  수도 있지만, 사회  책

임성이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에 미치는 향(직 효과)을 유의미하

게 매개할 수 있는 요한 매개요인(mediator)으로서 작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연구

가정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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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

내부고발 행 자의 특성과 함께, 내부고발자에 한 사회복지 공 학생들의 인식을 

연구하기 한 이론  근거(rationale)로 ‘자질이론’(trait theory), 조직의 ‘역할이론’(role 

theory), 그리고 ‘사회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 ‘역할정체성 이론’(role identity 

theory)등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자질이론  에서 보면, 일반인들보다 마음이 단단하고 의지(will)가 강한 특성을 

지닌 사람이 험부담이 큰 내부고발행 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을 

설정해 볼 수 있다(Elliston et al., 1985: 25, 박 국 외, 2001: 111 재인용). ‘역할이론’

은 내부고발의 원인을 역할갈등에 을 둔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다양한 역할과 기

, 즉, 직무, 충성심, 직업윤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양심 등이 충돌한 결과로 내부고

발이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Rizzo. et al., 1970: 151; Pfeffer, 1982: 99; 신성자․이

원 , 2017: 68 재인용). 사회복지사로서 수해야 할 윤리  실천가치가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의 부정부패  비리문제로 인해 상충되면서, 사회복지사로서 수용하기 어려

운 업무수행  역할을 요구받을 경우, 역할갈등 는 ‘역할 압력들(role pressures)간

의 갈등’이 심각해질 수 있고, 이것이 내부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단된다(박흥식, 

1999: 51-53). 사회정체성이론에 의하면, 개인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범주, 

는 사회 으로 결정된 거체계 안에서 자신을 정의하고 지각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  조직에서 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규범이 개인의 사회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향을  수 있다(Tajfel and Turner, 1979, 1986; Ashforth 

and Mael, 1989; 이원 ․이희진, 2016: 81-2 재인용). 그럼으로 사회복지학문  사회

복지 문직에서 강조되어온 주요 가치들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복지를 공하는 학

생들이 사회복지조직의 비리를 외부로 알리는 내부고발자에 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할 것인지를 악하기 해 필요한 선행과제가 될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역사 으

로 사회  약자들( 는 소외자들)이 겪는 사회  불평등  불공평성의 문제들을 감소

시키기 해서 지원하고 개입해왔다. 사회복지실천은 분배  사회정의(distributive 

social justice)의 실천이기도 하다(신성자․이원 , 2017:68).

미국사회사업가 회 윤리강령에서 제시된 핵심가치(서비스, 사회정의, 개인의 존엄

과 가치, 인간 계의 요성, 성실, 능력) 에 ‘사회정의’는 사회  차원의 가치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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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Reamer는 ‘사회정의’의 가치에 한 사회복지사의 요한 윤

리  원칙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사회의 불의에 도 하는 것”이라 하 다(Reamer, 2000; 

Crabtree, 2000; 선 , 2005: 39 재인용). 사회의 불의에 도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책무이자 요한 역할임을 인식할 때, 사회복지기   시설에서 발생되는 부정부패 

 비리에 해서, 사회복지학을 공하는 학생들의 평가는 상당히 단호하고 비

일 것으로 추론된다.

정리해보면, 사회정체성 이론  역할정체성 이론 등을 근거로(Turner, 1982, 1985), 

사회복지사가 지녀야 할 요한 자질  하나인 사회  약자에 한 ‘사회  책임성’

과 ‘옹호개입의지’가 보다 분명할 수록, 사회복지 공 학생들은 사회복지조직에서 발

생되는 비리문제에 훨씬 더 비 인 인식을 가질 것이고, 사회복지조직의 비리를 고

발한 내부자(insider)에 해서도 보다 정 인 평가를 할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설정

해 볼 수 있다. 

4. 기독교인과 무교인의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차이

종교를 가진 사람의 경우, 자신의 종교가 강조하는 가치, 규범, 역할, 삶의 방식은 

자아의 형성에 향을 주며, 그러한 종교집단(혹은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을 

지각 는 정의하게 되면서 종교인으로서 자아정체성이 강화될 수 있다(이원 ․이희

진, 2016: 81; 이원 , 2015: 187). 약자에 한 보살핌, 양심, 도덕성, 사회  책임성 등

은 일반 으로 고등 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보편 인 가치이다. 사회정체성 이론의 

에서 볼 때, 종교의 교리와 가르침은,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의 정체성 형성에 큰 

향을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  범주, 는 사회 으로 결정된 거

체계 안에서 자신을 정의하고 지각한다고 설명하는 사회정체성 이론  (Tajfel and 

Turner, 1986, Ashforth and Mael, 1989)에서 볼 때,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

할수록,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에 부합하는 선택과 결정과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기독교들의 정체성이 자신에게 의미있는 기독교 집단(조직)의 

가치  규범에 의해서 형성될 때, 기독교인의 행동양상에는 무교인과는 구별되는 측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이원 ․이희진, 2016: 81-82).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속

한 조직의 부정부패  비리문제를 목격하 을 경우, 이들이 취하는 응양상을 기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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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의 가치와 가르침( : 사랑, 공의 등)이 내면화된 행동규범이 외 화된 결과로 반

될 것이라 생각한다. 

‘사랑과 용서’의 기독교 가르침이 깊이 내면화된 기독교인의 경우, 자신이 속한 조직

에서 비록 불법 , 부도덕한 일이나 행 를 자행한 사람일지라도, 고발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공의’(정의)의 가치가 내면화되어, 조직의 

비리를 고발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신념으로, 내부고발로 인한 험부담( : 실직 험, 

승진  보직에서의 불이익, 동료 계 악화, 고자라는 낙인 등)까지도 감수할 수 있

는 소  월 인 힘(transcendence)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사회정의를 한 노력은 사회구성원의 안녕과 복리를 한 제(premise)이기도 하

다. 공의, 혹은 정의로움의 가치는 기독교 교리와도 부합된다. 부정부패  비리가 자

행된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려는 내부고발이 정의로운 행 라는 측면에서, 내

부고발행 는 기독교의 가치와 교리와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공의’(정의)의 가치

가 깊이 내면화되어 있을 때, 자신의 직장조직에서 발생한 불법 , 부도덕한 비리를 

고발하는 것이 의롭다는 신념을 가질 때, 내부고발로 인해 자신이 입을 수 있는 피해 

 손실( : 실직 험, 승진  보직에서의 불이익, 동료 계 악화, 고자라는 낙인 

등)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소  월 인 힘(transcendence)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

된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사랑과 용서’의 가치가 깊이 내

면화된 경우, 조직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부고발행 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부

합하는지에 해서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종교

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무교인)에 비해, 사회복지조직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부자

에 한 평가에서,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해보는 것은 의미 있

는 연구과제라 생각한다. 앞서, 사회복지조직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부자에 한 사회

복지 공 학생들의 인식에, 이들의 사회  책임성이 미칠 수 있는 직 효과와 옹호

개입의지의 매개효과를 실증 으로 입증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부가하

여, 사회  책임성의 직 효과와 옹호개입의지의 매개효과는 사회복지 공 학생들의 

종교배경(기독교인 Vs. 무교인), 즉 ‘기독교 유무’에 따라서, 그 양상은 유의미하게 달

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추가로 설정하면서, ‘기독교 유무’의 조 효과

(moderating effect)를 실증 으로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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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을 통해 입증하고자하는 주요변인들 간의 인과 계(직 효과, 

간 효과, 조 효과)에 한 경로가 포함된 연구모형을 도식화하면 아래의 Figure 1과 

같다.

[한 변수명]

 - Lack of Social Commitment

: 사회  책임성의 결여

 - Intention for Advocacy: 

옹호개입의지

 - Perception of Whistle-blower

: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

 - Religious Affiliation with Christianity

: 기독교 유무

Figure 1. Research Model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요 연구문제(research questions)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공 학생들의 사회  책임성의 결여는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에 직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가 ? 

2. 사회복지 공 학생들의 옹호개입의지는 사회  책임성의 결여가 사회복지 내부

고발자에 한 인식에 미치는 향을 유의미하게 매개하는가 ?

3. 사회  책임성의 결여가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에 미치는 직

효과(direct effect)와 옹호개입의지의 매개효과는 사회복지 공 학생들의 기독교 

유무(기독교 Vs. 무교)에 의해서 유의미하게 조 (moderating)되는가 ?



204  신앙과 학문. 22(3).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 상자들은 구 역시  경상북도에 치한 학교(6개)에서 사회복지학을 

공하는 학생들(954명)이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한 표본은 불교  기타종교를 

가진 122명을 제외한 832명으로 여학생(556명)이 약 66.7%로 남학생(276명, 33.2%)보

다 많다. 기독교인이 513명,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자가 319명이다. 설문조사

를 한 설문지 배부  회수기간은 약 2개월에 걸쳐서(2012.10-11) 이루어졌다.

3. 주요변수 및 조사도구

(1) 종속변수: 조직내부고발자 인식

사회복지조직의 ‘내부 고발자에 한 인식’ 척도(이하 ‘조직내부고발자인식’ 척도)는 

련 선행연구에서 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개인의 인식  평가를 측정하는데 사

용한 척도의 내용을 발췌하여 사용하 다(신성자․이원 , 2017: 73; 이원 , 2017: 209).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사회복지조직에서 발생한 부정부패와 비리들을 내부자가 

고발하게 된 배경  상황을 기술한 [시나리오]와 함께 척도문항이 구성된 척도이다. 

척도문항내용은 김기범․김시업(2006: 51)이 내부 고발자에 한 지각 평가에서 요

하게 고려한 내부고발자의 ‘성격  특성’(4문항: 소신있다; 성숙하다; 정의롭다; 신뢰할 

수 있다)과 ‘ 인 계측면’(2문항: 내부고발자가 자신이 속한 “집단구성원”/“친구”라면 

얼마나 호감을 갖는가)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직내부고발자 인식척도(6

개 문항)는 5  척도(1=거의 그 지 않다∼5=매우 그 다)이고, 척도 수가 높을수록, 

내부고발자에 한 평가가 정 이고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Cronbach's ⍺ 
계수로 평가하는 척도문항의 내  일치도는 .832이다.

[시나리오］

“김두식씨는 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하고, 지역에서 잘 알려진 A 복지재단 산하의 사회복

지기 에 근무하고 있는 경력 3년차 사회복지사이다. 김두식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속해 있는 

기 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돕기 해서 사용해야 할 산을 책임 리자  

직원들이 자신들을 해서 부당하게 지출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기 의 책임 리자와 

직원들이 워크샵 등을 핑계로 나이트 클럽, 단란주 , 유흥주  등을 드나들기도 하고,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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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직  련이 없는 물건을 구입( : 스키, 리 , 바다낚시 등)을 하는 등 불법 인 지출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한 산 집행이 일회성도 아니고 수년 간 지속되어 오고 있었다”(신

성자․이원 , 2017: 73; 이원 , 2017: 209).

(2) 매개변수: 옹호개입의지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11개)은 구조모형분석에서 모델의 간명성을 높여 정규

성과 모수추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해서 항목묶음(item parcelling)을 실시한 후 분

석하 다. 옹호개입의지 척도는 선행연구(Harbison, 1991; Neal, 1965)에서 사용한 척

도를, 국내에서 선 이 번안한 척도 내용을 사용하 다( 선 , 2004: 61). 척도문항

내용은 “나는 클라이언트를 신하여 그들의 입장을 주장하거나 탄원할 것이다”를 포

함한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척도이며(거의 그 지 않다: 1  - 매우 그

다: 5 ), 척도의 수가 더 높을수록 옹호개입의지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한

다. Cronbach’s ⍺ 계수는 .865이다.

(3) 독립변수: 사회적 책임성의 결여

사회  책임성은 도덕성의 주요 하  구성개념이다(조학래, 1996: 42).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  책임성의 결여 척도는 이원 (2015)이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구성한 척도

문항 내용에서 발췌하여 사용하 다(조학래, 1996; 이원 , 2015). 척도문항 내용은 사회

에 한 헌신(1문항: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일은 충함”), 사회문제에 한 심(1문항: 

“내 문제도 아닌 사회문제에 해 알 필요 없음”), 개인  책임에 기 한 이타성(1문항: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살필 책임은 없음”), 타인에 한 심(1문항: “내가 원하는 

것을 해 타인의 피해입는 것은 어쩔 수 없음”)에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  

책임성 척도는 5  척도(아주 그 지 않다=1 ∼아주 그 다=5 )이며, 척도 수가 높

을수록 내부 사회  책임성이 부족(결여)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Cronbach’s ⍺ 계수로 

평가한 내  일치도는 .657 이다.

(4) 조절변수: 기독교 유무

연구모형에 포함된 각 경로들의 직ㆍ간  효과가 ‘기독교 유무’에 의해 어떻게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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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조 (moderating)될 수 있는지를 입증하기 해서, ‘기독교 유무’를 조 변수로 

선정하 다. ‘기독교 유무’는 이항변수(0=기독교, 1=무교)이다.

(5) 주요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주요 척도들(사회  책임성, 옹호개입, 조직내부고발자에 한 인식)의 신뢰도  타

당도를 평가해보기 해서 실시한 평균분산추출(A.V.E: Averabe Variance Extracted), 

개념신뢰도/합성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 or Composite Reliability) 결과는 Table 

1의 내용과 동일하다. A.V.E 값은 0.5 이상(Fornell and Larcker, 1981), C.R 값은 0.7

이상(Bagozzi and Yi, 1988)이어야 양호하다고 평가에 근거해볼 때, 본 연구에서 사용

한 주요 세개 척도의 평균분산추출, 개념신뢰도 혹은 합성신뢰도는 모두 양호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Table 1 Reliability and Validity of Measurement Instrument

Lack of Social 

Commitment 

Intention for 

Advocacy

Perception of 

Whistle-blower

C. R (Construct Reliability) .962 .988 .984

A. V. E (Average Variance Extracted) .868 .942 .932

(6)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실증 으로 규명하기 해서, 연구모형에 포함된 모든 

경로의 인과 계(직ㆍ간 효과, 조 효과)를 악하기 해서,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분석이 용이한 통계 패키지인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를 사용하 다 모형의 합도 평가를 해, 합지수 RMSEA와 상 합지수 

CFI와 TLI의 값을 각각 제시하 다1). ‘기독교 유무’2)의 조 효과(moderating effect)

를 분석하기 해서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 방법을 사용하 다. 매개효과 

분석에서 정상성(normality)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Schumacker and Lomax, 2004; 홍

1)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FI: comparative fit index; TLI: Turker- 

Lewis index

2) 기독교=0, 무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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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희, 2009), 표 오차를 수정하여 편향(bias)를 수정한 신뢰구간을 구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Shrout 와 Bolger(2002)의 주장에 근거하여(이

원 , 2014: 343, 이희진․이원 , 2016: 85 재인용), 편향수정 부트스트래핑(bias-corrected 

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

Ⅳ. 연구결과

1. 변인들의 기술통계, 상관관계, 정규분포성

주요 변수들을 구성하고 있는 측변수들(indicators)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측정 변수들의 왜도값은 -1.242∼.867 범 에 있었으며, 값이 모두 2미만이다. 첨

도값은 -.255∼1.705 범 에 있었으며, 값 7을 넘지 않았다. 각 변수의 일변량 정

규 분포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단되었다(Curran et al. 1996:16-29).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Normality Test(N=832)

Variables Indicators Means
Standard 

Deviation
Skewness S.E Kurtosis S.E

Lack of Social 

Commitment

SC1 2.01 .843 .833 .085 .912 .169
SC2 1.85 .802 .867 .085 .811 .169
SC3 2.14 .843 .482 .085 -.082 .169
SC4 1.84 .806 .864 .085 .829 .169

5 point 1.96 .579 .410 .085 .115 .169

Intention for 

Advocacy

AV1-2 3.77 .800 -.461 .085 .108 .169
AV3-4 3.71 .690 -.211 .085 .325 .169
AV5-6 3.84 .619 -.132 .085 .273 .169
AV7-9 3.49 .742 -.240 .085 .385 .169
AV8-11 3.69 .639 -.201 .085 .564 .169

5 point 3.70 .562 -.154 .085 .781 .169

Perception of 

Whistle-blower

WB1 4.14 .915 -1.242 .085 1.705 .169
WB2 3.74 .911 -.603 .085 .384 .169
WB3 4.04 .885 -1.020 .085 1.255 ,169
WB4 3.75 1.000 -.629 .085 .073 .169
WB5 2.61 1.053 .398 .085 -.255 .169
WB6 3.69 .952 -.534 .085 .218 .169

5 point 척도 3.66 .703 -.664 .085 1.449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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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독교 집단과 무교집단 간의 주요변인들의 평균비교

기독교 집단과 무교 집단 간의 주요 척도의 평균값을 비교해본 결과, ‘조직의 내부

고발자에 한 인식’ 척도의 평균에서는 기독교 집단(M=3.6712)과 무교 집단

(M=3.6416)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사회  책임성의 결여  

옹호개입의지에서는 두 집단 간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기독교 집단 

(M=1.8577)이 무교 집단(M=2.1199)에 비해 사회  책임성이 덜 결여되었고, 사회  약

자에 한 옹호개입수  한 기독교집단(M=3.788)이 무교 집단(M=3.5771)보다 유의

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즉, 기독교 집단은 무교 집단에 비해서 상

으로 사회  책임성이 높고, 옹호개입수 이 더 높게 측되었지만, 사회복지조직의 

내부자에 한 평가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Table 3 Comparing Means of Major Variables by Group(Christian/Atheistic)

Variables

Lack of Social 

Commitment

Intention for 

Advocacy

Perception of 

Whistle-blower

Christian Group(N=513)

Means(SD)
1.8577(.5625) 3.7788(.5599) 3.6712(.7165)

Atheistic Group(N=319) 

Means(SD)
2.1199(.5680) 3.5771(.5434) 3.6416(.6825)

t(P) -6.513(.000) 5.111(.000) .590(.555)
 

3.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세 개의 잠재변인(‘사회  책임성의 결여’, ‘옹호개입의지’ ‘사

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에 한 측정지표들(indicators)들의 반 정도를 

알아보기 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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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search Model Analysis

Table 4 The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N=832)

Variables Indicators
Standardized 

Estimate

Unstandardized 

Estimate
S.E C.R. P SMC

Lack of Social 

Commitment

SC1 .422 .641 .064 10.086 *** .178

SC2 .644 .920 .069 13.253 *** .415

SC3 .489 .734 .065 11.333 *** .239

SC4 .686 1.000 .471

Intention for 

Advocacy

AD1-2 .688 1.000 .473

AD3-4 .833 1.054 .047 22.480 *** .694

AD5-6 .709 .801 .041 19.611 *** .502

AD7-8 .792 1.078 .050 21.607 *** .628

AD9-11 .764 .886 .042 20.964 *** .584

Perception of 

Whistle-blower

WB1 .746 1.000 .557

WB2 .841 1.126 .043 25.917 *** .707

WB3 .862 1.121 .042 26.550 *** .743

WB4 .809 1.180 .047 24.898 *** .655

WB5 .251 .376 .051 7.388 *** .063

WB6 .640 .892 .046 19.367 *** .409

***p < .001, **p < .01, *p < .05

그 결과, 모든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반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의 

확인  요인분석 합도(χ²=406.242, df=87, p=.000, TLI=.933, CFI=.945, RMSEA=.062)

도 비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의 합성이 인정되었다.

4. 모형분석

체 표본(832명)을 상으로 분석한 

모형의 합도는 확인  요인분석의 

합도(χ²=406.242, df=87, p=.000, TLI=.933, 

CFI=.945, RMSEA=.062)와 동일하 고, 

측정모형의 합성은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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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actor Loading of Measurement Model

Parameter of Direct and Iindirect Effect (P-value)

Direct Path
Standardized 

Estimate

Unstandardized 

Estimate
S.E

Lack of Social Commitment 

➝ Intention for Advocacy -.530*** -.525 .049

Lack of Social Commitment 

➝ Perception of Whistle-blower
-.102* -.129 .065

Intention for Advocacy

 ➝ Perception of Whistle-blower
.151** .192 .059

Indirect Path
Standardized 

Estimate

Unstandardized 

Estimate
p

Lack of Social Commitment 

➝(Intention for Advocacy) 

➝Perception of Whistle-blower

.095 -.080 .003

Confidence Interval Lower Upper

Lack of Social Commitment 

➝(Intention for Advocacy) 

➝Perception of Whistle-blower

-.150 -.030

χ²=406.242, df=87, p=.000, TLI= .933, CFI= .945, RMSEA=.062

***p < .001, **p < .01, *p < .05

조사 상자(832명) 체를 상으로 본 연구모형에서 설정하 던 세 개의 직 경로, 

즉, ‘사회  책임성결여➝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102*), ‘사회  책임성 결여

➝옹호개입의지’(-.530***), ‘옹호개입의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151**)은 

모두 유의미한 직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옹호개입의지는 사회  책임성의 결여

가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에 미치는 향을 유의미하게 매개하는 것

으로 밝 져 옹호개입의지의 부분 매개효과(.095; 하한값: -.150, 상한값: -.030)가 입증

되었다(Table 5). 

이러한 직․간 효과에 살펴보는 분석결과는 조사 상자의 종교배경, 즉 기독교인과 

무교인의 특성이 반 되지 않은 분석결과이다. 본 연구의 주요 심사인 모형에서 설

정한 주요 변수들 간의 직․간 효과가 기독교인과 무교인에 따라 어떻게 다른 양상

을 보일 수 있는지 악하기 해서, 기독교 유무의 조 효과 분석(Table 6)을 실행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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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독교 유무의 조절효과 분석

 

‘기독교 유무’의 조 효과(moderating effect)의 검증을 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집

단 분석방법(multi-group analysis)을 사용하 다. 다집단 분석을 통해서, 기독교집단과 

무교집단간 각 연구모형에 설정한 직 경로  간 경로의 계수값을 비교해 볼 수 있

다.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기 해서, 측정동일성(measurement invariance test)검증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선행과제이다. 측정동일성(measurement invariance test)검증이 필

요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이 포함하고 있는 주요 잠재변인(3개)을 각기 

구성하고 있는 측정지표(indicators)의 내용에 해서, 두 집단(기독교인, 무교인) 간에 

각각 동일하게 지각하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측정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두 집단(기독교집단, 무교집단)간의 비교는 그 타당성을 잃게 되어, 다

집단 분석을 할 수 없다. 

Figure 3. Research Model of Multi Group Analysis

‘기독교 유무’에 따른 모형에서 기 모형(χ²=473.583, df=174, p=.000, TLI=.926, 

CFI=.939, RMSEA=.046)과 측정모형(χ²= 506.860, df=186, p=.000, TLI=.926, CFI=.935, 

RMSEA=.046)을 비교하 을 때, 자유도 차이(△df)가 12일 때 카이자승차이 값(△χ²)

이 33.277로, 임계치인 21.03을 과하 으나, 모형의 합도가 거의 동일한 수 으로 

유지되어, 측정동일성  교차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어, 다집단 분석을 할 수 있게 되

었다. 기독교 집단과 무교 집단의 각 연구모형에 한 분석 결과는 Figure 3과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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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에서 각각 제시하 다. 

Table 6 The Result of Moderate Effect

Christian Group (N=513) Atheistic Group (N=319)

Direct Path
Standardized 

Estimate

Unstandar-

dized 

Estimate

S.E Direct Path
Standardized 

Estimate

Unstandar-

dized 

Estimate

S.E

Lack of Social 

Commitment 

➝ Intention for 
Advocacy

-.494*** -.502 .061

Lack of Social 

Commitment 

➝ Intention for 
Advocacy

-.521*** -.525 .084

Lack of Social 

Commitment 

➝ Perception of 
Whistle-blower

-.159* -.195 .081

Lack of Social 

Commitment 

➝ Perception of 
Whistle-blower

-.074 -.095 .122

Intention for 

Advocacy 

➝ Perception of 
Whistle-blower

.119* .144 .072

Intention for 

Advocacy 

➝ Perception of 
Whistle-blower

.186* .238 .106

Indirect Path Indirect Path

Lack of Social 

Commitment 

➝ (Intention for 
Advocacy) 

➝ Perception of 
Whistle-blower

-.059 -.072

Lack of Social 

Commitment 

➝ (Intention for 
Advocacy) 

➝ Perception of 
Whistle-blower

-.097 -.125

Confidence 

Interval
Lower Upper P

Confidence 

Interval
Lower Upper P

Lack of Social 

Commitment 

➝ (Intention for 
Advocacy) 

➝ Perception of 
Whistle-blower

-.138 .001 .054

Lack of Social 

Commitment 

➝ (Intention for 
Advocacy) 

➝ Perception of 
Whistle-blower

-.226 -.014 .023

 chi-square goodness of fit test

χ²=506.860  df=186  p=.000,

CFI= .93,  TLI= .926, RMSEA= .046

***p < .001, **p < .01,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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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기독교인 집단의 모형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사회  책임성 결여→조직의 내부

고발자에 한 인식’(-.159*) 경로, ‘사회  책임성 결여→옹호개입의지’ 경로(-.494***), 

‘옹호개입의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 경로(.119*) 경로, 이 세 직  경로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밝 졌다. 즉, 사회복지 공 학생들의 사회  책임성이 결여될

수록, 내부고발자에 해서 정 인 평가를 하지 않고, 옹호개입의지 한 감소되는 

상이 발견되었다. 옹호개입의지가 강한 응답자일수록 비리를 알리는 내부고발자에 

해서 보다 정 인 인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  책임성 결

여→옹호개입의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의 간 효과경로(-.059; 하한값: 

-.138, 상한값: .001)에서 신뢰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기 때문에 간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즉, 사회복지 공 학생들이 사회  책임성이 결여될수록 

내부고발자에 해 부정 인 평가가 높아지는 상이 옹호개입을 하려는 의지에 의해

서 유의미하게 매개되지 않는 것으로 밝 졌다. 따라서 옹호개입의지의 매개효과는 인

정되지 못했다. 

무교집단의 모형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형에서 설정된 세개의 직 경로 에서, 

‘사회  책임성 결여→옹호개입의지’(-.521***), 그리고 ‘옹호개입의지→조직의 내부고발

자에 한 인식’(.186*), 이 두 경로는 유의성이 입증되었지만, ‘사회  책임성 결여→조

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074)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 졌다. 그리고 

사회  책임성 결여가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에 직 으로는 향

을 미치지 못했지만, 옹호개입의지를 완 매개(-.097; 하한값: -.226, 상한값: -.014)로 

하여 유의한 향을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직 경로

(3개)  간 경로(1개)에 근거한 직․간 효과는, 조사 상자(사회복지 공 학생)의 

종교배경, 즉, 기독교인이지 는 무교인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밝

져 기독교 유무의 조 효과(moderating effect)가 입증되었다. 사회복지조직의 내부

고발자에 한 인식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  책임성결여  옹호개입의지의 

직․간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조사 상자의 종교배경(기독교 Vs. 무교)에 따른 조

효과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사회복지조직내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  평가에 사

회복지 공 학생들의 특성들( : 사회  책임성, 옹호개입의지)이 미칠 수 있는 향

력을 보다 정확한 이해하기 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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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사회 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조직(기

, 시설)이 지닌 고유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조직에서와 같이 부정부패  

비리사건이 발생되고 있는 실에 주목하 다. “내부고발이 사  부패억제도구로서 

그 효과와 상징  의미가 크다”라는 주장에 매우 공감하면서(박 국 외, 2001: 

109), 사회복지조직에서 내부고발의 순기능이 제 로 작동 할 수 있을 때, 사회복지조

직의 비리문제는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인식에서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사회복지 장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상(832명)으로, 이들은 과연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에 

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

자에 한 이들의 생각과 평가에, 사회복지실천가가 지녀야 할 요한 자질이라고 강

조하는 사회구성원에 한 ‘사회  책임성’ 과 사회  약자를 한 ‘옹호개입의지’가 

미칠 수 있는 직ㆍ간 효과를 실증 으로 규명해보고자 하 다. 부가하여, 사회  약

자들에 한 ‘사회  책임성’과 ‘옹호’의 가치는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이기도 한 ‘이웃

에 한 사랑’의 가치와 부합하고, 조직의 비리를 묵인하지 않고 실 으로 험부담

(risk-taking)을 안고 큰 조직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부자의 행 는 정의(justice)의 가

치와 부합한다는 에 주목하 다. 이러한 에서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무교인)

과 기독교인 간의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이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련요인들(사회

 책임성, 옹호개입의지)이 미칠 수 있는 직ㆍ간 효과의 향력에서는 각각 어떤 차

이가 있는지를 실증 으로 규명하는 데 본 연구의 목 을 두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분석 결과 밝 진 주요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

조직에서 발생되는 비리를 고발한 내부자에 해 사회복지 공 학생들의 인식은 기

독교인이나 무교인이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기독교 집단(M=3.6712)과 무교 집단

(M=3.6416) 모두 척도 수 간값(3 )을 상회하 지만, 내부고발자에 한 호감도 정

도가 정 인 수 에는 다소 미치는 못하 다.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평

가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향을 주는 련요인의 직ㆍ간 효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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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  책임성이 결여되는 사람일수록 옹호개입의지가 

감소하고, 옹호개입의지가 높을수록,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해 보다 더 정

인 인식을 갖는 상은, 두 집단 모두에서 공통 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기독교를 

믿는 사회복지 공 학생들의 경우, 사회구성원에 한 이들의 책임성이 결여될수록,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해 이들이 덜 정 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

다. 그러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않은 사회복지 공 학생들의 경우,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이들의 인식에 사회  책임성의 결여여부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아 조 이었다. 무교집단에서는 사회  책임성의 결여정도가 사회복지조직의 내부

고발자에 한 인식에 직 으로 향(직 효과)를 주지는 않았지만, 옹호개입의지를 

완  매개(full mediation)로 하여 유의한 향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무교

인의 경우, 사회  약자를 한 옹호개입 의지를 얼마나 가졌는지가 내부고발에 한 

올바른 인식정립에 매우 요한 측면임을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기독교인 집단에서는 옹호개입의지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명되어, 상

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연구결과를 분석해보면, 사회복지 공 학생들이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해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정 으로 평가하는지에 한 인식수 에서 두 집단(기

독교인, 무교인)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은. 이들이 모두, 미래의 사회복지사로서 

활동할 가능성이 많은 사회복지 공자들로서, 사회복지조직의 비리에 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에, 사회복지조직의 비리를 알린 내부고발자에 한 평가도 유사한 수 에

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에 유의한 향을  수 있는 사회  책임성과 옹호개입의지수 을 비교해 보았

을 때, 기독교인들이 사회  책임성이 더 양호하고, 사회  약자를 옹호하고자하는 의

지 한 더 분명한 것으로 밝 져, 기독교인들이 무교인과 비교되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경우, 사회  책임성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사회복지조직의 

내부자에 해 보다 정 인 인식을 가질 수 있지만, 무교인의 경우, 이들의 사회  

책임성이 사회복지조직의 내부자에 한 정 인 평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회  약

자를 해서 옹호개입하려는 의지가 분명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본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었다. 따라서 무교인의 경우, 사회  약자를 한 옹호개입의지가 약할 

경우,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해 정 인 인식을 가지기 어렵다는 사실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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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교인 사회복지 공 학생과 무교인 사회복지 공 학생의 행동양상의 차이 으로 

간주할 수 있다. 종합요약해보면, 사회복지 공 학생의 종교배경(기독교 유무)에 따

라 사회구성원에 한 사회  책임성이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에 미

치는 직 효과와 함께, 옹호개입의 매개효과가 상당히 상이한 양상을 가진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상 본 연구를 통해 밝 진 주요 사실을 토 로, 사회복지  함의를 모색하고 논의

해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조직에서 내부고발의 순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공 학

생들을 상으로 내부고발 발생을 방하고, 잘 처할 수 있는 교육 로그램에 심

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내부고발교육의 실효성은 이미 선행연구에서도 밝 진 바가 있

다(Caillier, 2017). 련 교육 로그램을 개발할 때, 본 연구를 통해 밝 진 실증자료

는 물론, 본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사회복지 공 학생들에게 일반 으로 용할 수 있는 ‘보편성’에 기 한 내용

(내부고발에 한 올바른 인식정립, 내부고발 동기강화, 효과 인 내부고발을 한 효

능감 강화, 사회  책임성 향상, 사회  약자를 한 옹호개입 의지 강화 등)이 충실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가하여, 사회복지 공 학생들의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

자에 한 인식에 향을 주는 련요인들의 양상이 기독교인과 무교인 간에 유의하

게 상이하다는 본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에 근거하여, 두 집단(기독교인 집단 Vs. 

무교인 집단)간의 차이(difference)와 각 집단의 성(salience)을 충분히 고려한 교육

로그램을 계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료분석 결과, 기독교인 사회복지 공 학생의 경우, ‘사회  책임성’을 가지

는 것만으로도, 사회복지조직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부자(insider)에 한 정  평가

가 가능하지만, 종교가 없는 경우에는, 사회  책임성이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호감으로 직 으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무교 집단에

서는 ‘옹호개입의지’를 매개(완  매개)로 하여,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해 

정 인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발견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회복지 공 학생에게는, 이들의 옹호개입의지를 강화시

키는 것이, 내부고발자에 해 정 인 인식을 갖게 하는데 매우 효과 이라는 실천

 함의(practical implications)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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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성’을 지닌 교육 로그램 내용은 련 교과과목( : 사회복지실천윤리 둥)과 

목하여 정규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

학에서 공식 인 교과과목에서 특정종교를 가진 학생(기독교 학생)을 상으로 교육

로그램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기독교인의 특성을 고려한 기독교인을 상으로 한 교육

로그램은 사회복지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기독교 학  신학 학에서 혹은 일반

학의 기독교인 교수들과 연계하여 계발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 학에서의 기

독교인 사회복지학 공 학생들 상으로 교육 로그램은 특강이나 비교과 로그

램으로 운 해 볼 수 있을 것이고, 학내 기독교 신우회 등과 연계하여 진행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학에서 계발한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 순기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로그램을 장에도 보 하여 사회복지조직에서도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계에서 설립한 사회복지조직 기 , 시설, 단체 등

이 지 않다. 기독교인 사회복지 공 학생을 상으로 계발된 교육 로그램은 사회복

지조직의 기독교인 직원들, 특히 처음 입사한 직원들을 상으로 진행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본 연구의 조사 상자인 사회복지 공 학생들이 사회복지조직의 비리를 묵

인하는 것에 한 비 인 인식은 높지 못하 다. 이들이 졸업 후 활약할 사회복지조

직에서도 내부고발의 순기능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해서, 미래의 사회복지사

인 사회복지 공 학생들을 상으로 내부고발 교육 로그램을 비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한다. Caillier는 내부고발교육을 통해 내부고발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역기능

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 인 효과로 두 가지를 지 한 바 있다. 그 하나는 내부고발

교육을 통해서, 고용주가 피고용인이 조직의 비리를 밝히는 노력을 인정하고, 내부고

발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신호(signal)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피고용인들은 

지지받고 있음을 느끼고, 자신의 직장조직에 피해를 입히는 비리행 를 보고할 수 있

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신호이론(signal theory)에 근

거하고 있다(Caillier, 2017: 10). 부가하여, 내부고발교육에서 익명의 채 을 통한 내부

고발 방법을 안내해 주는 것이다. 내부고발을 상사나 직장내부에 알릴 수도 있지만

(internal whistle-blowing), 공공기 , 혹은 내부고발을 할하는 정부기  등 조직 외

부에 알릴 수도 있다(external whistle-blowing)(Cailier, 2018: 10). 어떤 상황에서 어떤 

채 을 통해 알리는 것이 효과 일 수 있는지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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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이 익명의 채 을 통해 이루어질 경우, 가 비리를 보고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부고발로 인한 보복행 를 일 수 있다. Caillier가 제시한 이러한 교육내용

은 사회복지 공 학생들을 상으로 한 교육 내용에서도 용해 보고, 교육의 효과

성을 평가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후속연구과제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Cailier, 2018).

넷째, 사회복지조직에서 내부고발이 순기능을 발휘하기 해서는, 조직의 구성원들

이 내부고발의 순기능에 한 공감과 지지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하다고 

생각한다. 비리 연루자에 한 문책과 징벌이 따를 수 있는 내부고발을 한다는 것은, 

조직에 속한 내부자로서 심리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일반 으로 사

회복지실천가들은 타인이 겪는 어려움에 잘 공감하고, 배려하며 지지해주는 역할에는 

익숙하다. 반면에 모순, 갈등 는 문제를 지 하면서 직면(confrontation)하는 역할에

는 심리 으로 불편함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공 학생들을 상으로 

하는 교육 로그램 개발 시, 내부고발에 한 부정 인 정서  감정(죄책감, 혼란스

러움, 두려움 등)을 잘 다룰 수 있는 로그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내

부고발과 련하여 개인이 느끼는 부정 인 정서를 다루기 해서는, 선행과제로 “내

부고발자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다. 사

회복지 공 학생들의 다양한 상황에서의 내부고발자가 착할 수 있는 윤리 인 딜

마를 어떻게 처할 것인지에 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컨 , 회계사(Sherron 

Watkins)의 내부고발로 Eron과 같은 거  에 지 기업도 붕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기도 하 다(the Guardian, 2003.6.21). 실직한 많은 사람은 내부고발자를 비난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부고발자의 어떠한 웅주의(heroism)도 입증되기 어렵다. 

이 상황에서 내부고발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종종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자신이 다

닌 직장(회사, 조직)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윤(falsified profit)을 얻어냈다는 사실(fact)

일 것이다(Bosupeng, 2017: 24).

사회복지 공 학생들을 상으로 내부고발 교육을 진행할 때, 이들에게 자신이 내

부고발을 고려하거나, 내부고발자가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상황에서 자신이 느낄 

수 있는 부정 인 정서(죄책감, 분노 등)를 표출하도록 격려하고, 상호 피드백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해서는 수평  자기개방(self- disclosure)이 용이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자조집단 성격의 소집단 토론을 장려하는 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부부고발자를 보는 개인의 평가는 ‘조직의 배신자’부터 정의(justice)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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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해 ‘순교자’가 된 사람까지 매우 다양하다. 내부고발에 한 개인의 평가는, 

다양한 요인들( : 내부고발사안, 개인  특성, 조직에서의 치, 조직문화 등)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가변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내부고발이 지닌 ‘다양성’과 ‘가변

성’(Miceli and Near, 1992: 51, 박 국 외, 2001: 110 재인용)을 반 하여 토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로그램 개발자 는 진행자는 로그램 참여자들에게 풍부한 토론주제

를 비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 공 학생들이 학에서 제

공하는 교육을 통해서, 는 술한 특정 목 을 해 마련된 교육 로그램에 참여하

면서 학습되고, 내면화된 가치체계는, 졸업 후에 활동할 새로운 공간인 사회복지조직

(기 , 시설, 단체) 안에서도 반 되어, 실천지혜로서, 행동규범의 거 틀(reference)로

서 구조화되어 작동될 수 있기를 기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사회복지 공 학생들의 

인식을 연구함에 있어서 주요 련요인들 간의 상 계, 는 단선 인 인과 계 규

명이 지닌 방법론  한계 을 극복하여, 주요 변인들 간의 인과 계에 한 보다 명확

한 이해를 해서, 직 효과, 매개효과와 함께 조 효과를 함께 실증 으로 규명해 볼 

수 있는 역동 인 분석을 시도하 다. 본 연구를 통해서, 기독교인들과 무교인들 간에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 수 에서는 비록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

았지만,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사회복지 공 학생들의 인식에, 사회  

책임성  옹호개입의지가 미칠 수 있는 직 효과 는 매개효과는, 두 집단(기독교인 

Vs. 무교인) 간에 상이한 양상이 있음이 밝 져, 종교배경(기독교 유무)을 고려한 효과

분석의 요성과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어 본 연구설계의 타당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본 연구가 가진 작은 기여 과 의의도 있지만, 본 연구의 목   설문내용의 

제한 으로 인한 한계  한 지 않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

을 평가하는 도구(척도)는단순히 척도문항에 근거한 응답자의 평가형식이 아니었고, 

내부고발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상황에 한 설명과 정보를 응답자들에게 제공한 후, 

제시된 구체 인 상황에 한 평가를 하도록 하 다. 이것은 내부고발자에 한 평가

에 한 구체 인 상황과 배경에 한 정보 없는 상황에서의 평가에 비해 평가 내용

에 한 객 성을 높일 수 있는 정 인 면을 가지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복

지조직의 내부고발 상황은 특정 상황에 한 평가라는 지 을 받을 수밖에 없다. 비록 

실에서 비교  빈번히 발생하는 형 인 사례를 토 로 시나리오 내용을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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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내부고발이 일어날 수 있는 다양성과 가변성을 생각할 때, 특정상황 심의 내

부고발에 한 평가를 일반화하는데는 명백한 한계 을 가진다. 본 연구의 상을 기

독교인과 무교인에 한정한 것도 제한 으로 지 할 수 있다. 기독교와 타종교( : 불

교)는 분명히 구별되지만, 동시에 주요 종교가 공통 으로 강조하는 보편 인 가치와 

가르침이 있다는 측면에서, 내부고발에 한 인식에 한 후속연구는 기독교인과 타종

교를 가진 사람의 특성에 응양상의 차이를 체계 으로 규명해나가는 연구의 확장성

을 기 한다. 그리고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간과한 내부고발에 한 인식(평가)

에 유의미한 향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다양한 심리특성, 조직문화, 제도  요

인 등등)을 충분히 고려한 연구로 발 해나갈 수 있기를 기 하는 바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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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초록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사회적 책임성이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옹호개입의지의 매개효과와 기독교 유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원  (창신 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희진 (한동 학교 언론정보문화학부 교수/교신 자)

본 연구는 구  경북지역에 치한 6개 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하는 학생

(832명)을 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실증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 은 사회

복지를 공하는 학생들의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에 한 인식

에 사회  책임성이 미치는 직 효과 직 효과, 옹호개입의지의 매개효과, 그리고 기

독교 유무(기독교인 Vs. 무교인)의 조 효과를 실증 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자료분석

결과 밝 진 주요 발견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집단은 무교 집단보

다 ‘사회  책임성’ 수 과 ‘옹호개입의지’ 수 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복

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부분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기독교인 집단은 ‘사회  책임성 결여→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

경로, ‘사회  책임성 결여→옹호개입의지’, ‘옹호개입의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 경로가 모두 유의하 다. 즉, 사회  책임성이 결여될수록 내부고발자에 해 

인 평가를 하지 않았다. 사회  책임성이 결여될 수록, 옹호개입의지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옹호개입의지가 강할 수록,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해 보다 

정 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밝 졌다. 그러나 사회  책임성 결여가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에 미치는 향에 옹호개입의지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셋째, 무교집단의 경우, ‘사회  책임성 결여→옹호개입의지’ 경로와 ‘옹호개입의

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 경로는 유의하 지만, ‘사회  책임성 결여→조직

의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무교집단의 경우, 사회  책

임성 결여가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에 직 으로는 향을 미치지는 못했지만, 옹호

개입의지를 완 매개(full meidation)로 유의한 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기

독교 유무에 의해서, 사회  책임성 결여가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한 인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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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향과 옹호개입의지의 매개효과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어, ‘기독교 유

무’의 조 효과가 입증되었다. 주요 발견 을 토 로 실천  함의를 논의하고 제시하

다.

주제어 : 내부고발, 사회복지조직, 사회복지전공, 사회적 책임성, 옹호개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