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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1. 연구배경 및 목적

❍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여러 실태조사를 통하여 그 ,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음 우리나라는 년 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직장 . 2019 7

내 괴롭힘을 법률로 규정함 특히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에 . ,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취업규칙도 제대로 갖추고 있

지 않음 또한 시설 위탁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종교와 가족 등에 의. , , 

한 비합리적 시설운영 법인의 불공정한 인사개입 평판 위주의 조직 분위기, , , 

희생을 강요하는 조직문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한 여건을 

가지고 있음 실제로 종교자유 침해 후원 강요 등 다양한 괴롭힘 사례가 발생. , 

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부재한 상황임 본 연구는 서울시 사, 

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직접 경험과 목격 경험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연구수행과정2. 

❍ 본 연구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실태조사는 설문조사 괴롭힘을 경험한 종사자에 대한 면접조사 관련 집단, 1:1 , 

에 대한 심층집단면접조사의 방법을 활용하여 진행되었음 실태조사에 앞서 선. 

행연구에 대한 문헌조사와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국내외 다양한 직장 내 괴롭

힘 관련 논의들을 분석하여 연구모형을 마련하였음. 

❍ 설문조사를 위한 설문지 개발은 선행연구를 활용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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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반영한 직장 내 괴롭힘 설문문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실무자 ,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 을 운영하였음 직장 내 괴롭힘을 파(Working Group) . 

악하기 위하여 일반적 직장 내 괴롭힘 개 문항 사회복지시설 관련 괴롭힘 24 , 

개 문항 등 총 개 문항이 개발되었음13 37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응답자의 노출 위험을 최대한 피하기 - 

위하여 개발된 전자설문지에 응답자가 직접 접속하여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

행하였음 보완적으로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과정에 설문지를 배포. 

하여 수거하였음 조사대상자 이메일은 서울시 사회복지 관련 부서의 협조를 . 

받아 사회복지 관련 협회를 통하여 조사에 동의한 종사자들의 것을 확보하

였음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명이었음. 1140

❍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종사자에 대한 일 면접조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1:1

직접 경험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음 최종 참여자는 복지정책실 소관 . 

시설 종사자 명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시설 종사자 명 시민건강국 소관 시9 , 2 , 

설 종사자 명 등 총 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음2 13

❍ 전문가 시설장 활동가 종사자 등 관계자에 대한 심층집단면접조사를 통해서 , , ,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 괴롭힘의 원인과 경로 대응방안과 종사자가 느끼는 , , 

대응에 대한 의견 등을 파악하였음 총 참여자는 전문가 명 시설장 명 활. 3 , 5 , 

동가 명 종사자 명 등 총 명이 참여하였음 4 , 5 18

실태조사의 주요결과3. 

설문조사1) 

❍ 직원 보호조직 현황과 직장 내 괴롭힘 인지 정도

노사협의회 등 직원조직이 있다 노동조합이 있다 노동조- ‘ ’ 51.1%, ‘ ’ 15.7%, ‘

합에 가입하고 있다 로 나타남 직원들에게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6.8% . 

을 포함하여 직원 고충과 갈등을 상담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상담창구가 

없는 곳이 로 나타남 사회복지시설에 직원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조직28.6% . 

이 대부분 부재해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직원을 보호해주기 어려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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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임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지 정도는- 조금 알고 있다 ‘ ’ 49.7%, 

매우 잘 알고 있다 로 인지수준이 높았음 사회복지시설 취업규칙에 ‘ ’ 46.2%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로 나타남’ 34.8%, ‘ ’ 45.2% .

❍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지난 년간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 은 로 나타남 사회복지시설 관련 - ‘ 1 ’ 65.1% . 

특수성이 반영된 직장 내 괴롭힘 문항을 제외하고 분석한 일반적인 직장 내 ‘

괴롭힘 경험률 은 로 나타남 일반적인 직장 내 괴롭힘 유형별 경험은 ’ 59.6% . 

업무환경 악화 정서적 괴롭힘 정신적 괴롭힘 성‘ ’ 51.7%, ‘ ’ 45.3%, ‘ ’ 31.8%, ‘

적 괴롭힘 신체적 괴롭힘 로 나타났음 사회복지시설에서는 ’ 10.9%, ‘ ’ 3.9% . 

일반적으로 업무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정서적으로 괴롭히는 행위가 많이 발

생하고 있는 것임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특수한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은 로 나타남- 49.2% . 

괴롭힘 유형별로는 근로환경 안전 미확보 후원강요 등 경제적 괴‘ ’ 32.6%, ‘

롭힘 종교의 자유침해 비윤리적 업무 강요 특수’ 25.9%, ‘ ’ 19.6%, ‘ ’ 16.7%, ‘

관계자의 업무 강요 학대신고 저지 로 나타남 이용자 폭력 ’ 15.2%, ‘ ’ 6.8% . 

등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있어서 근로환경이 확보되지 않고, 

후원과 종교 강요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됨

❍ 직장 내 괴롭힘 목격 경험

전체 직장 내 괴롭힘 목격 경험은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 - 57.7% , 

직장 내 괴롭힘 목격 경험은 였음 일반적인 직장 내 괴롭힘 유형별로52.7% . 

는 업무환경 악화 정서적 괴롭힘 정신적 괴롭힘‘ ’ 44.4%, ‘ ’ 39.5%, ‘ ’ 34.4%, 

성적 괴롭힘 신체적 괴롭힘 의 순으로 목격됨‘ ’ 11.1%, ‘ ’ 4.0% .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특수한 유형의 괴롭힘 목격 경험은 가 있었으- 43.1%

며 괴롭힘 유형별로는 근로환경 안전 미확보 후원강요 등 경제적 , ‘ ’ 29.6%, ‘

괴롭힘 종교의 자유침해 비윤리적 업무 강요 특’ 21.6%, ‘ ’ 17.2%, ‘ ’ 14.7%, ‘

수관계자 신체적 괴롭힘 의 순이었음’ 4.0%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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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의 관계와 원인 영향, 

괴롭힘 발생 관계는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가 로 가장 많았지만 기타 - ‘ ’ 43.6% , 

의견으로는 공무원 상위기관 임원 관리 감독기관 등이 제시되어 사회복지, , 

시설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위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시설 위탁주체인 법, 

인의 임원 등으로 부터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었음

괴롭힘 발생 이유는 비 민주적 리더십과 시설 기관 운영 이 경직된 - ‘ ( ) ’ 21.73%, ‘

조직문화 시설 기관 구성원들 간 의사소통 부족 과도’ 13.22%, ‘ ( ) ’ 12.78%, ‘

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나타나서 사회복지시설의 조직문’ 12.49% 

화가 주요 원인이었음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 발생하는 영향은 근무의욕이 감퇴 - ‘

되었다 이직을 고민하였다 분노나 불안을 느꼈다 로 ’ 59%, ‘ ’ 47.9%, ‘ ’ 41%

나타남 자살 충동을 느꼈다 병원에 통원하여 약을 복용하였다. ‘ ’ 5.2%, ‘ ’ 

등과 같이 심각한 상황도 경험하고 있었음5.4% 

❍ 직장 내 괴롭힘 이후의 행동과 조치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 행동으로 시설 내 동료에게 상담했- ‘

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가족 또는 지인에게 상담했다’ 36.4%, ‘ ’ 22%, ‘ ’ 

등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한 행동은 거의 하지 않았음21.4% 

괴롭힘을 목격한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는 행동을 해도 해결되기 - ‘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직무상 나에게 불이익이 생긴다고 생각’ 12.3%, ‘

했기 때문에 상사나 동료와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 5.7%, ‘

에 등으로 나타남’ 4.5%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후 기관의 대응은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 ’ 

피해자에게 사실 확인을 위한 면담을 하였다 상사나 동료35.2%, ‘ ’ 19.6%, ‘

에게 사실 확인을 하였다 피해자 요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 13.5%, ‘

해 상담을 하였다 였음 반면에 가해자를 징계 처분하였다 와 피해’ 10.6% . ‘ ’ ‘

자에게 시설의 조사결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는 각각 로 공식적인 절차’ 2.7%

와 과정을 따르는 경우는 매우 적었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시설대응에 . 

대해서도 납득되지 않는다 는 의견이 로 나타남‘ ’ 49.4%

사회복지시설에서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가 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시- 66.1% , 

설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설명하고 관련 지침을 만드는 등 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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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는지에 대하여서는 노력하고 있다 매우 노‘ ’ 49.9%, ‘

력하고 있다 로 노력하고 있었음’ 15.6%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방안

사회복지시설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으로는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취업규칙 등‘ ’ 43.2%, ‘

의 내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을 실시’ 30.4%, ‘

해야 한다 면담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 30.1%, ‘ 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상담창구를 설치해야 한다 등28.8%, ‘ ’ 25.1% 

으로 나타남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괴롭힘에 대- ‘

한 처벌 강화 가 로 가장 높아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철저’ 19.80%

한 처벌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었음 그 외에 직장 내 . ‘

괴롭힘 관련 지도감독 강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회복지시설 표’ 14.50%, ‘

준지침 마련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12.43%, ‘ ’ 

의 순으로 나타남10.12%

❍ 직장 내 괴롭힘의 개인 정신건강과 조직성과에 대한 영향

직장 내 괴롭힘이 경험이 있는 경우에 종사자의 분노와 우울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나서 괴롭힘 경험이 종사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는 경우에 서비스 질이 낮고 직무몰. , 

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괴롭힘으로 인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과 직

무몰입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남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면접조사2) 

❍ 직장 내 괴롭힘 유형으로 일반적인 직장 내 괴롭힘 유형과 사회복지시설의 특

수한 괴롭힘 유형이 모두 목격되었음 즉 신체적 괴롭힘 정신적 괴롭힘 정서. , , , 

적 괴롭힘 등 일반적 괴롭힘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음 

특히 업무환경 악화는 시설장이나 상사가 명확한 근거없이 직원 인사관리- , , 

예컨대 휴가나 승진 업무량을 자의적으로 조정하며 차별함 법인의 친족이 , .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친족 직원과 다른 직원을 차별하기도 함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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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특수한 직장 내 괴롭힘 유형으로는 종교적 자유 침해 경제- , 

적 괴롭힘 특수관계자 업무 강요 학대신고 저지 비윤리적 업무 부과 근로, , , , 

환경 안전 미확보 등이 나타남

❍ 직장 내 괴롭힘 대응방법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속적, 

인 괴롭힘 발생 시 이직을 고려하거나 실제로 퇴직을 하는 등 개인적 차원에

서 대응하고자 하였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옹호할 경우 본인이 괴롭힘을 . 

당하기 때문에 괴롭힘을 방관하거나 어쩔 수 없이 동조하기도 함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회에 역할 미흡하였고 행정당국의 지도감독은 - , 

미비하였음 이런 상황에서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음. . 

❍ 괴롭힘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운 것은 취업 이직 시 평판 점검 관행으로 인한 /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었음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이라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채. 

용단계에서 전 직장에 채용 예정 직원의 평판을 점검하고 있는 시설들이 다수 

존재함

괴롭힘이 발생하는 이유는 직원의 퇴사를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 함- .  

권한이 상급자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상급자들이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

는 직원들을 괴롭힌다고 봄 상급자들은 본인이 가장 전문가라는 생각이 있. 

어 다른 직원들을 무시함

❍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을 통한 구제 조치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되 신뢰할 수 있는 외부 기- , 

관을 통해 진행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 , 

사회복지시설 교육 강화가 필요함 직원 채용 시 이전 재직 시설에 검증하는 . 

관행 근절이 필요함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과 지원이 필요함 직원 영향력을 강화하- . 

여 민주적이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시설장 평가제 . 

도입을 고려하고 직원 채용 시 친인척 채용과 관련된 절차 및 감독 강화가 ,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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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집단심층면접조사3) 

❍ 종사자 면접조사

- 사회복지시설 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며 교육도 제대로 이루 , 

어지지 않고 있고 교육이 있더라도 직원 권리보장 차원보다는 사건 발생 시 , 

시설보호와 대응에 초점이 맞추어 있음. 

- 업무와 관련 없는 상급자의 사적인 일 요구가 많음 시설장 법인 관계자. , , 

관련 시설 특수관계자의 개인적 요구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무

자들은 들어 줄 수밖에 없음

- 시설장의 인식이 부재하고 군대문화에서 비롯된 위계적인 상하관계가 사회, 

복지 조직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봉사와 헌신을 강조하는 사회복지 조. 

직문화 특성상 자신의 권리주장을 적극적으로 하기 힘든 분위기임 아울러 . 

희생을 내면화한 사회복지사들의 권리주체로의 인식이 미흡함

- 괴롭힘 발생 시 소규모 시설이 많기 때문에 신고를 할 위원회가 시설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피해자 대응이 어려우며 신고할 경우 낙인이 찍히거, 

나 이직 시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어 대응하지 못함 고. 

충처리 창구가 부재하며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충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피해

자 가해자 분리나 인사이동 등 현실적 조치가 어려워 실효성이 없음-

-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 예방 . 

차원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교육을 의무화하되 일방적인 교육보다는 , 

구체적 사례제시 상호 수퍼비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습득이 이루어지도록 , 

해야 함 특히 시설장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법인의 책. . 

임성 강화가 필요하고 지역사회 내에 직장 내 괴롭힘을 함께 감시하거나 모, 

니터링 할 수 있는 공동 대응체계 지원체계 구축도 필요함( ) 

❍ 시설장 면접조사

-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기본적 내용에 대해 시설장으로서 

파악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에도 반영하였음

- 사회복지 분야 직장 내 괴롭힘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추측됨 업무관. 

계에서 배제하거나 언어적인 괴롭힘을 하는 경우 등이 있음 소규모 시설의 .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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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열악하여 괴롭힘의 문제가 더 발생할 소지가 있음 과거 괴롭힘으로 인. 

지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시대 세대 변화에 따른 인식 차이로 인해 괴롭힘으( ) 

로 인지될 수 있음 한편으로는 악용될 소지도 있어 시설장 입장에서는 우려. 

스러운 부분도 있음.

- 직장 내 괴롭힘은 시설장의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이나 마인드에서 발생함 소. 

규모 사회복지시설 특성상 현실적인 대응이 어려움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 

직원 고충이나 갈등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충처리 안건은 주로 복리후, 

생이나 제도개선과 관련된 것이며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원 인권과 관련된 , 

안건은 상정된 적 없음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과 관련된 매뉴얼이 필요함 시설장들이 해야 . 

할 교육이나 주의조치 사항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나 안내가 마련되어야 함.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잘 처리된 사례나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한 사례

를 발굴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음.

❍ 활동가 면접조사 

- 사회복지시설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지는 거의 없는 상태로 교

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종사자들은 괴롭힘으로 인해 업무 인간관계. , , 

평판에 모두 문제가 생기는 삼중고를 겪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은 폐쇄성이 강해서 괴롭힘이 외부에 알려지기 어렵고 노동자, 

로서의 정체성이 미흡하여 자기 권리주장이나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음 직원 채용이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시설운영을 장악하고 있. , 

어서 대응하기 어려움 민간위탁으로 인해 공무원에 의한 괴롭힘이 발생하기. 

도 하고 법인 이사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짐 전통적으로 봉사정신과 희생, . 

정신을 강요하는 사회복지 시설 특유의 문화도 문제임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는 참는다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많음 정식으. 

로 문제제기를 하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사람이 됨 시설 고충처리위. 

원회는 이용자를 위한 것이지 종사자를 위한 것이 아님 직원 고충이나 갈등. 

처리 기구는 직장 내 위계관계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교육을 의무화

하고 올바르게 처리된 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해야 함 시에서 공식적으로 취, . 

업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하고 관리 감독하겠다는 공문발송 및 조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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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면접조사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괴롭힘 행위자를 가해자라고 생각하

지 않고 독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임, 

- 시설 운영자의 경우 일반 기업처럼 시설을 운영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가능성이 있음 취약계층 대상 업무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로 인해 조직적으로 . 

괴롭힘 발생가능성이 높으며 가족이나 친족들이 법인을 운영할 경우 주요 , 

업무에 직원들을 배제하거나 직원채용 시 부정이 발생할 확률이 높음

- 이용자 민원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괴롭히거나 무조건적인 민원인 편들기 

등을 통해 괴롭힘 후원을 강요하거나 종교행위와 기부를 승진에 반영함 투. . 

명하지 않은 시설운영이 발생 원인임 시설 내 불합리한 일을 감추려고 압박. 

하는 과정에서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봄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별다른 대응이 없음 공공에 개인적으로 신고하면 .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정도로 그침 소규모 시설이 많아서 고충이나 갈등상담 . 

창구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움

-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공공이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 시설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련 조치를 마련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평가, 

에 반영해야 함 처벌규정 강화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직장 내 괴롭힘 . 

재발생을 근절해야 함 또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 , 

힘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을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시설장에 대한 교육, 

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것임 현실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 구조를 갖추. 

기 어려운 소규모 시설들을 위한 처리 대응 솔루션을 마련해야 함 서울시( ) . 

나 협회 등에 공식적인 처리 구조를 마련하고 신고절차나 처벌규정을 만들, 

고 인지시킬 필요가 있음

대응방안 및 정책제언4. 

❍ 예방정책

- 사회복지시설 괴롭힘 금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기관평가 지표에 교육참여 여

부를 포함하여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목격자 대응교육을 실시여야 함 또, . 

한 시설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을 강화하여야 함, 

-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대응체계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복지 관련 ,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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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과 협력을 통해 시설 내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

- 시설이 자발적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개선하려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예방하는 인권경영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구제정책

- 인 이상 규모 시설은 내부 고충처리 과정 및 역량을 강화하여야 하며10 , 10

인 미만 규모 시설은 시설 외부에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소규모 시설 종사자 ,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또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상담 . , 

조사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함

-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심리치료 및 의료비 소송비를 , 

지원하고 차 피해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2

- 가해자 재발 방지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가해자 처벌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직장 , 

내 괴롭힘 처벌규정을 시설 내부 규정으로 명문화하여야 함

❍ 제도개선

- 사회복지시설 민주적 운영을 위한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종사

자의 시설운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 위탁계약 및 인증 시설 평가 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항목을 포함하, 

고 사회복지시설 감사 시 인권분야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항목을 포, 

함하여야 함 또한 신규 시설장 임용 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을 의무. , 

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 존엄한 노동환경 보장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표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를 마련하고 사회복지시설 내 학대 은폐 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또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 제 조 종합계획, , 7

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추가하여 규정하여야 함

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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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배경1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등장1. 

❍ 직장 내 괴롭힘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

구미영 외 가 조사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 (2015)

자의 가 객관적인 피해 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는 주관적인 피해31.5% ‘ ’ , 7.4% ‘

자 인 것으로 나타남 괴롭힘 피해자 스스로 인식하는 것보다 노출되는 직장 ’ . 

괴롭힘의 횟수가 배 이상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즉 상당수의 근로자가 4 . , 

직장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스스로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식하, 

지 못하고 있었음. 

전체 응답자가 개월 간 경험한 괴롭힘 횟수는 평균 회로 주 회 경6 78.2 3⦁ 

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홍성수 외 가 실시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년 이상 직장생활의 - (2017) 1

경험이 있는 근로자 중 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73.3%

타남 피해 경험 행위의 개수는 평균 개로 나타남. 10.0

주관적 방법으로 측정한 유형별 괴롭힘 피해 경험은 개인적 괴롭힘 경험‘ ’ ⦁ 

이 전체 응답자의 집단적 괴롭힘 경험이 에서 나타났고 조39.0%, ‘ ’ 5.6% , 

직적 괴롭힘 유형으로 경영 전략 차원의 괴롭힘 이 노동조합 활동‘ ’ 22.4%, ‘

이나 근로자들의 모임 방해 괴롭힘 이 였음’ 4.6%

직장 내 괴롭힘 피해의 간접적 경험을 조사한 결과 최근 년 이내에 현재 1⦁ 

직장에서 다른 직원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였음 홍성수 외27.6% ( , 2017)

한국노동연구원의 김근주 외 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근로자 명- (2017) 2,500

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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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년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직접적 피해 경험 이 있는 응답자는 5 ‘ ’⦁ 

로 나타남 가장 최근 당한 직장 내 괴롭힘 유형으로 정신적인 공66.3% . ‘

격 이 로 가장 높았고 과대한 요구 인간관계에서의 분리’ 24.7% , ‘ ’ 20.8%, ‘ ’ 

등의 순으로 나타남 16.1% 

대부분의 피해자가 자신들이 겪은 피해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을 보인 것으⦁ 

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 무엇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 ‘ ’

이라 응답

과거 년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간접 경험 목격 상담 여부에 대해 가5 ( / ) ‘⦁ 

끔 경험 한번 경험 반복 경험 로 전체 응답자 ’ 40.6%, ‘ ’ 34.7%, ‘ ’ 5.5% , 10

명 중 명이 경험8

가장 최근에 간접 경험한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직접 경험과 마찬가지로 ⦁ 

정신적인 공격 이 로 가장 높음 그 뒤로 과대한 요구 인‘ ’ 23.7% . ‘ ’ 20.1%, ‘

간관계에서의 분리 등의 순’ 18.0% 

❍ 국외 여러 국가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음

미국 년 회계연도 기준 - 2015 EEOC(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은 직장 차별에 대한 민권법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연방 기관 에 Commission )

제소된 민간 및 지방정부에 대한 만 여건의 사건 중에서 괴롭힘이 약 만 9 2 8

천 건으로 분의 에 해당 됨 같은 해 연방정부에 대한 사건 중 가 괴롭3 1 . 43%

힘을 포함하고 있음

일본 토도후켄 노동국의 따돌림 및 괴롭힘의 상담건수 추이에 대한 조사결과 - 

상담 중 직장 내 괴롭힘이 차지하는 비율이 년 에서 년 2006 10% 2016 22.8%

로 증가하였음

일본 후생노동성이 년 월 근로자 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괴롭- 2016 7 1 , 

힘을 직접 경험한 경우는 였으며 괴롭힘 중에서 정신적 공격이 가장 32.5% , 

많았음

이로 인해 회 이상 분노나 불만 불안을 느끼거나 업무에 대한 의욕이 감1 , ⦁ 

퇴한 경우가 를 넘음 기업 차원에서의 직장 분위기가 악화 되고 근로60% . 

자의 건강이 침해되었으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도출

고농노동부(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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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험 단위 1-1 ( : %)＜ ＞ 

 

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정적 변화 단위 1-2 ( : %)＜ ＞ 

경험의 종류
경험 
없음

회1
때때로 
경험

반복적 
경험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 67.5 6.9 17.8 7.8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하거나 상담 69.9 6.0 18.0 6.2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을 감추거나 직장 내 괴
롭힘의 행위라고 지적당한 적이 있다

88.3 4.0 5.6 2.1

경험의 종류 회1
때때로 
경험

반복적 
경험

분노나 불만 불안 등을 느꼈다, 68.5 76.3 80.4

업무에 대한 의욕감퇴 61.5 67.1 75.9

직장에서 의사소통이 감소 27.6 32.2 48.0

불면 18.6 19.5 36.1

결근의 증가 5.8 7.9 13.8

병원 가거나 약을 복용 8.8 10.0 20.9

입원 0.3 0.7 2.2

영향없음 5.9 4.9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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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법률규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2. 

❍ 년 근로기준법 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법률을 규정하고 년 2019 2019 7

월 일 시행함 16

기존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특정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규- 

정을 개별 법률에 둔 것으로 대응해 오고 있었음

상해 형법 제 조 폭행 형법 제 조 근로기준법 제 조 협박 형법 제( 257 ), ( 260 , 8 ), (⦁ 

조 명예훼손 형법 제 조 모욕 형법 제 조 강요 형법 제 조283 ), ( 307 ), ( 311 ), ( 324 ) 

등

그러나 이러한 체계는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을 포괄하지 못하고 직장 내 괴- 

롭힘을 예방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근로기준법을 개정함 ·

❍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규정하고 신고 조사 조치 등에 대하여 규정함 특- , , . 

히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 

하도록 함 

표 주요 내용 제 장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1-3 ( 6 2 )＜ ＞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및 금지 명시 제 조의* ( 76 2)⦁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 제 조의 제 항( 76 3 1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 제( 76⦁
조의 제 항3 2 )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제 조, ( 76⦁
의 제 항 및 제 항3 3 4 )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 제 조의( 76⦁
제 항3 5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 제 조의 제 항( 76 3 6 )
위반 시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 3 3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
기재 제 조제 호( 93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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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별 상황에 맞는 취업규칙이 필요하고 중요함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 10 ‘

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을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함’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고 금지하고 있지만 행위자에 대한 직- 

접적 처벌규정은 법이 두지 않고 있고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에 괴롭

힘 예방 및 대응 조치를 정하고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발생 시 조치 등- 

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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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취약성 3. 

❍ 사회복지시설은 노동환경이 열악하며 취업규칙도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음

사회복지는 생존보장에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를 시민들에게 - 

제공하는 전달체계인 사회복지시설은 종교의 자유 침해 후원금 강요 부당행, , 

위 강요 등 종사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음 

직장갑질 에 따르면 지난해 월부터 올해 월까지 년 동안 직장갑질 - 119 4 3 1

에 들어온 신원이 확인된 제보 중 사회복지시설 관련은 총 건임 이 119 123 . 

중 임금을 제대로 안 주는 경우가 건 으로 가장 많았고 폭언 괴롭힘24 (19.5%) , ·

건 페이백 종교 후원강요 건 잡무지시 건 순이었음 연합뉴스(23 ), , · (17 ), (15 ) ( , 

2019.4.24.)

사례 연합뉴스[ 1] , 2019. 4. 24

요양원은 매주 근무시간 외 시간씩 회의를 한다 매월 종교행사 참석도 해야 한다 그러나 A 1 2 . . ∼
이런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은 주지 않는다 오히려 매월 헌금이나 종교행사 후원 등을 강요받. 
는다. 

사례 한겨레[ 2] , 2019. 4. 24

후원금을 낸 액수에 따라 에이 부터 에프 까지 등급을 매겨 직원들에게 공개하는 시설도 있(A) (F)
었다 또 시설장의 생일이나 명절에 직원 개인 돈으로 선물을 주라고 강요하거나 경조사비를 . ·
적게 냈다며 혼을 내는 시설장도 있었다 한 사회복지시설의 소장은 병원에 입원한 한달 동안 . 
시설 직원에게 내 간병인을 하라 며 병원에 출근시키기도 했다“ ” .

❍ 사회복지시설은 직장 내 괴롭힘이 드러나기 어려운 상황임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법- , 

인과 시설 구조에서 상부에 집중된 권력과 평판이 중요한 사회복지현장으로 

인해 종사자들의 생존이 어렵기 때문임 즉 현재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경험. , 

해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지금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향후 이직



제 장 연구배경 및 목적1   7 ■

할 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종사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밝히기 어려움

는 직장 내 폭력 괴롭힘 금지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ILO , 

를 폭력과 괴롭힘을 당할 위험에 더 노출된 직업으로 평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기 쉬운 특수성은 다음과 같음- 

사회복지시설이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데 위탁 시설의 불법이나 비, ⦁ 

리 등 문제 발생 시 사회복지사들이 홀로 그 책임을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 

괴롭힘의 원인

사회복지시설도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노동부의 근로 감독 대상인데 사실 , • 

상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근로감독의 사각지대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의 인사 공정성 미흡 등 불투명한 운영구조 종교 , , • 

가족 등과 연관된 시설운영

사회복지법인과 시설구조에서 상부에 집중된 권력과 평판이 중요한 사회복지 • 

현장

외형적으로 소규모 가족같은 조직문화 실제로는 군대 문화 혹은 희생을 강 , • 

요하는 문화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신고 이행 시 이용자와 보호자의  • 

압력 이것이 다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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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은 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이 많아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 사각5

지대가 많고 민 미만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마련의 의무, 10

도 없음

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주요 법 사항1-4＜ ＞ 

적용범위 적용내용 법령

인이상1

근로조건결정 및 준수 균등처우 폭행금, , 
지 근로조건명시근로계약서 작성, ( )
단시간근로자 임금채권 우선변제 금품청, , 
산 해고예고 일전 예고 및 적용제외, (30 ) , 
해고금지조항 퇴직금제도 부터 , (2010.12.1.

적용 이후 휴게 주50% , 2013.1.1 100%), , 
휴일 임산부보호조항 출산 전후휴가,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년 최저시급 원(2016 6,030 ) 최저임금법

기간제근로조건서면명시 근로계약기간( , 
근로 휴게시간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 , , 
지불방법 휴일 휴가 취업장소와 업무 , , , 
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육아휴직 및 시간제 육아근무 배우자 출, 
산휴가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
한 법률

인이상5

해고제한 조항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
경우에 한해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가능), 
경영상 정리해고 부당해고구제신청 휴업, , 
수당 근로시간일 시간 주 시간 연차/ ( 8 , 40 ), 
휴가 수당연간 일 연장근로 제한 주/ ( 15 ), (

시간 및 수당 가산 생리휴가 수12 ) (50% ), , 
유시간

근로기준법

근로계약기간 차별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임금 승진 배치 교육 퇴직 정년 해고, , , , , , 
시 남녀 차별금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
한 법률

인이상10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 근로기준법

성희롱 예방교육의무 인 미만 사업주(10 , /
근로자가 한 성으로 이루어진 경우 자료
배포로 가능)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
한 법률

인이상30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 및 신고의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자료 경기복지재단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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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

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조사나 연구가 미흡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전문가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 

것들이 많았으며 최근에서야 종사자들의 노동권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 

있음

그러나 이러한 노동권 관련 연구들도 이용자들의 폭력과 그에 대한 안전보장⦁ 

을 위한 대책들이 많으며 직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미흡한 상황임

❍ 사회복지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

며 이를 기반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책방안에 대한 정책이 마련

되어야 함

실효성 있는 예방과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 

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가 공식적으로 보고되어야 함

사회복지시설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사회복- 

지시설에 맞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과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또한 실태조사 결과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련 교육의 자료와 서울시 인권- 

관련 정책개발 및 교육 시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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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목적과 범위2

❍ 본 연구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다음과 같은 과

업을 수행할 것임 

❍ 문헌조사 및 이론적 고찰 

해외 국가의 직장 내 괴롭힘 정의와 유형 법제도적 대응 사례수집- 

국내 외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실태조사 및 선행연구 분석-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모형과 요인 확인-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의 적용가능성 및 시사점 도출 - 

❍ 설문조사를 통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문헌 및 이론적 고찰 전문가 자문을 통한 사회복지 분야 직장 내 괴롭힘 실- , 

태조사를 위한 구조화된 설문지 개발

이론적 검토를 통해 개발된 설문지에 대한 전문가 자문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설문조사를 통하여 직장 내 괴- 

롭힘의 직 간접적인 경험률 괴롭힘의 유형 괴롭힘의 원인 괴롭힘에 대한 대· , , , 

응방법의 유형 대응방안 등을 조사,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 

❍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종사자와 전문가 시설장 등 관계자에 대한 면접조, 

사를 통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사례조사

면접조사를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 괴롭힘의 원인과 경로 대응방안- , , 

과 종사자가 느끼는 대응에 대한 의견 등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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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의 특수 유형과 원인 발생 경로 등 특수성을 파- , 

악

❍ 사회복지 분야 직장 내 괴롭힘 원인 분석

사회복지종사자 개인의 특성 사회복지시설의 조직 특성과 근무환경 특성 사- , , 

회복지시설 외부적 요인 특성 등으로 구분하여 괴롭힘의 원인 요인 을 파악( )

양적 조사에 대한 통계분석과 면접조사에 의한 질적 연구를 활용하여 복합적 - 

요인을 파악함

❍ 사회복지 분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시설종사자 시설 행정기· ·

관별 인권 정책적 시사점 도출

서울시 인권보호 및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의 제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및 서울시 인권아카데미 교육 등 활용방안 제시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시설 및 종사자 - 

실천 방안 제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자가 진단 및 상담강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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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3

❍ 서울시 차원에서의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확인

국내 최초의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 확인-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집단 면접조사 사회복지시설 종사- (

자 시설장 전문가 활동가 등 를 통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파악, , ,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직간접적인 경험률 파악⦁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확인 및 분석⦁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특성 분석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 및 발생경로 분석⦁

❍ 서울시 차원의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문제 관리방안 도출

효율적인 문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서울시와 관련 단체 간의 역할모형 마련-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매뉴얼 구성 방안 제안- 

사회복지시설 내 다양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방안 제안- 

사회복지시설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실천방안 제안-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서울시정의 

인권보호 및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

실태조사 결과를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직권조사 시 참고-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복지시설 및 서울시 인권교육 등에 활용- 

서울시 인권보호 및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의 근거로 활용-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시설 및 종사자 - 

실천 방안 마련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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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의 제한점4

❍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연구가 국내에서 진행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며 

기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개념 유형 등 다양한 논의를 포괄적으로 서, 

술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이러한 논란이 유지되고 있어서 명확한 개념과 , 

정의 유형에 기반하여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음 이러한 논, . 

의는 사회복지영역을 포함하여 일반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후속연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먼저 직장 내 괴롭힘 의 개념에 대하여 이 연구에서는 지위에 의한 괴롭‘ ’ , ‘

힘 과 따돌림 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함 직장 내 괴롭힘 이란 용어에 해’ ‘ ’ . ‘ ’

서는 각 연구자별 사용하는 용어들에 차이가 있음

직장 내 따돌림 직장 괴롭힘 일터 괴롭힘 근로자 따돌림 근로자 모- ‘ ’, ‘ ’, ‘ ’, ‘ ’, ‘

빙 등 다 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각 정의 규정은 반복성이 있는지 여’ , 

부 의도성이 필요한지 여부 직장 구성원이 아닌 자에 의한 행위를 포함하는, , 

지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음

예를 들어 가해자 처벌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하고자 한다면 형사, ⦁ 

처벌 규정의 특성상 제재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지만 직장 내 환, 

경 변화를 위한 예방 감독 체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

하는 것이 가능 결국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개념 논의는 제도 규율 방안. 

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므로 개념 정의만을 우선으로 논의할 실익이 적음, 

이 연구에서는 일반으로 사용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이라는 용어를 사용- ‘ ’

하면서 국내 선행연구들과 일본 후생노동성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지위에 의‘

한 괴롭힘 과 따돌림 을 포함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들을 세분화하여 실’ ‘ ’ 

태조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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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분석에 해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이미 다양한 , 

분석들을 시도하고 있는 바 이를 최대한 고려하되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조사기 때문에 일반 기업이나 조직과는 다른 측면에서 관련 요

인을 조사함. 

예컨대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항들은 상당히 다양함- , .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의 인사평가제도나 조직문화 리더십 등과 직장 내 괴롭, 

힘의 연계를 지적하는 연구도 있으며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흐름을 원인으, 

로 지목하는 연구도 제시되고 있음 이 외에도 한국 사회의 과다한 경쟁이 직. 

장 내 괴롭힘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의 원, 

인을 인간의 무리 짓기 본성에서 찾기도 함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에 한 범주는 기업과 국가 사회와 인간의 속성- , 

에까지 넓게 제시되고 있으므로 어느 한 관점에서 파악하기보다는 관련되는 , 

부분마다 견해들을 소개하는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을 파악함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사회문제들 가운데 직장 내 괴롭- , 

힘으로부터 야기된 결과들을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처할 것인지에 한 논의도 

중요한 논의의 하나 임 예컨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발생한 신체 정신 후. , ‧

유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할 것인지에 한 문제 직장 내 괴롭힘의 산재인정 기(

준 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서 중요한 쟁점 사항이긴 하지만 현행 규율이라) , 

는 측면과 직접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 깊이 있게 논

의하지 못함

❍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특수한 조사내용으로 인하여 조사대

상 기관과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확률적인 표본추출이 어려운 한계를 가지

고 있음. 

이는 사회복지시설 영역이 매우 다양하고 개별 시설들이 서울시의 보조금을 - 

받더라도 본 조사에 응답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자발적인 종사자

와 기관의 설문 응답을 기대하는 것이 유일한 조사방법 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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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중에는 노인장기요양시설과 같이 보조금 보다는 서비스 제공 - 

후 청구로 받게 되는 수가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이 있으며 어린이집과 같이 ,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가 근무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이 존재함 따라서 이런 . 

시설들을 제외하고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음

다만 설문조사를 위하여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협회 등을 통하여 협조를 - , , 

요청하여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최대한 객관적인 설문조사가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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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유형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1.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선행연구에서는 각 연구의 분야와 목적 및 연구에

서 주목하고 있는 국가의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개념에 따라 명시하는 용

어를 달리 사용하고 있는데 직장 내 따돌림 직장 괴롭힘 근로자 따돌, ‘ ’, ‘ ’, ‘

림 근로자 모빙 등 다양한 용어가 소개’, ‘ ’ 

최근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 “

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

행위 근로기준법 제 조의 라고 규정하여 단일한 개념 사용의 가능성을 열”( 76 2)

었음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 

고 있었는데 이는 관련 법령에서 직장 내 괴롭힘 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 ‘ ’

음은 물론 이 개념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찾기 힘들었기 때문임, 

선행연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정의에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인 근- 

로자가 자신의 권리나 존엄을 침해받아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손해를 입은 , , 

경우를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적 징표로 활용

또한 관련 입법안에서도 이러한 개념적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법적 정의 규- [

정 을 마련하고자 하는 논의들을 진행 년부터 년까지 근로기준법] . 2013 2017 , ｢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에 직장 · , ｢ ｣ ｢ ｣

내 괴롭힘의 정의 금지 예방에 대해 규정하는 기존 법률에 직장 내 괴롭힘 , ,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총 건의 입법안이 발의8

대부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유형을 열거하는 방식을 보이고 있는데 가, ⦁ 

해자가 조직 내부의 구성원 상사 동료 등 이거나 고객인 경우 성별 인종( , ) , · ·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적인 괴롭힘인 경우 등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괴롭

힘의 유형을 나타내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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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에서 고객응대업무를 정의하고 괴롭힘 행위 유형별로 금⦁ ｢ ｣

지내용을 제시하면서 고객 등에 의한 폭언 폭력 괴롭힘 등 발생 시 사업, , , 

주의 조치 규정도 발의된 바 있음

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2-1＜ ＞ 

개념 정의 출처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및 직장과 인접한 장소에서 동료나 상사 등이 특정 근로자를 - 
일시적 또는 계속적으로 심리적 언어적 물리적인 고통을 주는 행, , 
위의 통칭

노상헌(2012)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 , 
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불, 6 , 
필요하거나 모순적인 업무지시를 반복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모욕, 
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

이인영 의원 
근로기｢

준법 개정 ｣
발의안(2015)

한 명 이상의 근로자나 관리자가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반복적이- 
고 의도적으로 괴롭힘 위협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경우,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
에 관한 

유럽기본협약
박지순 외( , 

2014)
는 직장 내 괴롭힘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개별 또는 집단의 - ILO

근로자를 모욕하거나 침해하려는 보복성이 있거나 가혹하거나 적, 
대적인 공격적인 행동을 의미

고용노동부
(2019)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 
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
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근로기준법 
제 조의 76 2

직장 
괴롭힘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인격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침해하거나 - , , 
직업적 전망을 방해하는 반복적인 행위를 하여 근로자의 근로환경
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구미영 외
(2015)

피해자에게 괴로움을 주는 모든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서유정 외

(2016)

일터 
괴롭힘

직장 내외의 자는 직장에서의 지위에 기반하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 
하여 근로자채용과정에 있는 자도 포함 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거( )
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훼손하는 행위, , 

이종희 외
(2016)

근로자 
따돌림

아이들의 따돌림처럼 직장 내의 동료나 부하직원 에게 지속적으로 - 
공격적이거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

이달휴
(2011)

자료 김근주 외 에 근로기준법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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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개념은 통일적으로 형성되어있지 않음

과 은 다른 사람을 애먹임 무례함 사회적 배제- Einarsen Mikkelsen(2003) , , , 

또는 다른 사람의 업무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았으

며 및 은 정보를 고의로 주지 않거, Djurkovic, McCormack, Casimir(2008)

나 사회적으로 소외시키는 등 비교적 파악하기 곤란한 것에서부터 대놓고 공

공연히 무시하는 것과 같이 명확히 드러나는 행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행

동을 포함한다고 보았음 강대석 김하연 문강분 외 에서 재인용( · , 2013; , 2017 ). 

❍ 미국의 외 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일회적 부적절Namie  (2011)

이나 무례 및 무시나 폄하 를 넘(inappropriateness) (incivility) (disrespect)

어 지속적으로 정체성을 위협하는 경미한 수준의 학대적 행위부터 자포자기

에서 자살에 이르게 할 만큼 심한 괴롭힘까지 포괄하는 연속적 범주로 개념

화 이 정의에 의하면 부정적 행위 중 가장 심한 형태는 정신적 괴롭힘을 넘. 

어 육체적 폭력이나 상해 나아가 살인까지를 포괄 문강분( , 2016).

문헌적으로 괴롭힘은 부정적인 반갑지 않은 권력이 근원인 피해자 자신이 - ‘ , , , 

지키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있는 행동 이라는 키워드를 포함’

한편 반갑지 않은 부정적인 행동 또는 물리적(Martucci & Sinatra, 2009). , 

언어적 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동이 반복되어 피해자에게 굴욕을 포함하여 , 

두려움 고통으로 확대되거나 권력이 원천이 되어 한명 또는 다수의 피해자, , 

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로써 피해자 스스로가 이를 방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괴롭히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함 문강분 외(Bartlett & Bartlett, 2011; , 2017

에서 재인용).

❍ 는  직장 내 폭력 괴롭힘 금지 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노동기구 협ILO " · " ( (ILO) 

약 및 권고 에서 단발적 혹은 반복적으로 발생했든 용납할 (No.190) (No.206)) , 

수 없는 행동 관행 혹은 위협의 범주에서 육체적 정신적 성적 혹은 경제, , , 

적 피해를 끼칠 의도나 그러한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이며 이는 젠더 기반 

폭력과 괴롭힘 역시 포함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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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약은 사적이든 공적이든 공식적 비공식적 경제 체제이든 도시 혹은 - , , , 

지방이든 불문하고 모든 부문과 영역에 적용되며 일터에서 노동자와 그 외의 , 

사람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다음의 대상을 포함, 

국내법 및 관행에서 정의하는 피고용인들⦁

계약 상태와 관계없이 근무하는 사람들• 

인턴과 수습생들과 같이 실습 중인 사람들• 

고용이 중단된 노동자들• 

봉사자들• 

구직자와 취업 준비생들• 

고용인으로서의 권한 책임 의무를 행사하는 개인들, , • 

발생장소- 

직장• 

공공장소나 업무 장소에 해당하는 사적 공간• 

노동자가 봉급을 받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는 장소, • 

위생시설 세탁 시설 탈의실 기저귀를 가는 시설, , , • 

업무관련 여행 출장 연수 행사 혹은 사회 활동, , , • 

업무관련 연락을 하는 중• 

고용자가 제공한 숙소• 

통근• 

❍ 한편 유럽과 일본에서는 협약이나 행정지침의 수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함

직장 괴롭힘과 폭력에 관한 유럽 기본협약 은 한명 이상의 근로자나 관리자- “ ”

가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괴롭힘 위협 또는 모욕을 , 

당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본 후생노동성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 ‘

관한 원탁회의 워킹그룹 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자에게 직무상 지위나 인’ “

간관계와 같은 직장 내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로 규정 노상헌” (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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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이 규정되기 전까지 입법

안이 다수 제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용어나 개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일천한 상황이었음 

서울시는 비정규직 직장 괴롭힘 예방지침 에서 직무상 지위나 인간관계- (2015) ‘

와 같은 직장 내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 노동자에게 정

신적 정서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거나 노동자의 인격· · , , 

과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등으로 정의한 바 있으며 유사 개념인 무’ , 

례함 관련하여 공격적 이거나 반사회적 행동 및 폭행(aggressive) , (antisocial) 

등과 직장 내 괴롭힘의 차이를 언급 김명환(violent) (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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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2. 

❍ 직장 괴롭힘의 유형은 유럽에서 따돌림 연구로 시작됨(mobbing) 

초기 연구자인 는 유형을 직접적 괴롭힘 언어적 공격 신체적 - Olweus(1979) ( , 

공격 과 간접적 괴롭힘 모호한 행동 으로 분류) ( )

은 피해자에 대한 평판 피해자의 직무수행 가능성 피해자의 - Leymann(1990) , , 

동료들과의 의사소통 가능성 피해자들의 사회적 상황 육체적 공격 위협 등, , , 

을 포함한다고 보았음

는 피해자의 적절한 의사소통 방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계의 - Zapf(1999) , 

단절 피해자의 개인적 명성에 대한 위해 피해자에 대한 업무로부터 배제 무, , ·

의미한 업무 할당 피해자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영향 위험한 업무 부여 신체, ( , 

적 위협 을 미치는 행위까지 포함)

와 은 직무 따돌림 개인에 대한 위협 인간관계의 고립- Rayner Hoel(1997) , , , 

과도한 업무 약화로 구분, 

과 는 다양한 괴롭힘 행동을 업무 업무 관련 꼬투리 잡기 - Hoel Cooper(2000) (

등 개인 험담 등 조직 중요한 책임이나 권리 박탈 등 및 신체적 위협으로 ), ( ), ( ), 

구분 문강분 에서 재인용( , 2017 )

외 는 부적절한 행동에서부터 살인까지 괴롭힘과 관련된 부정적- Namie (2001)

인 행동의 연속적인 수준을 제시함

              

그림 개인 간의 부정적인 행동의 연속선            [ 2-1] 

출처 : Namie & Namie(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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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주 외 는 선행연구들의 가장 큰 성과로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2017)

중요성을 환기시킴과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화에 관한 사회적 공감

대를 형성하여 왔다고 평가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의 출발점인 개념 정의에 .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유형화를 도출해 오고 있다고 평가

다만 이러한 개념 유형들 가운에 규범으로 어떠한 유형을 중시할 것인지에 - 

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단계를 생략하고 법적 제재 방안만을 제시하, 

는 것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함, 

❍ 서유정 외 의 분류(2016) 1)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 예 물건던지기 주먹질 등( : , )⦁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거나 시비를 거는 행위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행위⦁ 

부적절하게 의심하거나 누명을 씌우는 행위 ⦁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 ( ) ⦁ 

1)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서유정 연구의 괴롭힘 설문 문항을 가져왔음 이 설문 문항은  (2016) . 
서유정 김수진 이지은 의 업데이트 버KICQ(Korea Interpersonal Conflict Questionnaire : · · , 2014)

전 개 문항 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기존 국내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주로 활용되었던 설문지(25 ) , 
이기에 사업장에서도 활용하기 용이할 것으로 본다 개의 설문문항 중 성희롱에 관한 개의 문항을 . 25 1
제외하고 이 보고서에서 정리하였다.

분류기준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조직적 성격에 따라
구조적 괴롭힘
개인적 괴롭힘

가해자의 성격에 따라
고객에 의한 괴롭힘
조직 내부적인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원인에 따라
대가 조건형 괴롭힘
환경 영향형 괴롭힘
보복형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의 형태에 따라
집단적 행위 따돌림( )
개인적 행위 괴롭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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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 

상사의 관혼상제나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시키는 행위 예 개( : ⦁ 

인 심부름 등)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 

음주 흡연을 강요하는 행위/⦁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업무 외의 대화나 친목 모임에서 제외하는 행위⦁ 

부당한 징계 부여 반성문 처벌 등( , ) ⦁ 

피해자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의 차별 행위, , , ⦁ 

힘들고 모두가 꺼리는 업무의 부여⦁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배제 ⦁ 

성과를 가로채거나 성과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 ⦁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주는 행위 , ⦁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의 감시 예 롤 통한 감시( : CCTV )⦁ 

사고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 주의사항이나 안전장비를 전달하지 않는 행⦁ 

위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 ⦁ 

정당한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 

불필요한 추가근무 야근 주말출근 등 의 강요 문강분 외 에서 재인( , ) ( , 2018⦁ 

용)

❍ 김근주 외 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서 가지 유형으로 구분 한국(2017) 9 (

노동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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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인 공격 폭행 상해- : ·

예시 직접적 폭행 물건을 던짐 붙잡음 감감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 , , , , ⦁ 

위 위압적 태도 물건으로 공격, , 

정신적인 공격 협박 명예훼손 모욕 심한 폭언- : · , , 

예시 부적절한 질책 문구 주의 퇴직을 권고하는 발언 누명 트집 지나: / / , , / , ⦁ 

친 간섭 관리 정신적 공격이 되는 불평등한 취급 재촉 폭언 협박적 발/ , , , , 

언 불쾌 예의가 없는 발언 일방적 비난 노성 등 부적절한 호칭, , , , , 

인간관계에서의 분리 격리 동료분리 무시- : · ·

예시 낮은 업무평가 내용 유포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저지 불리한 불평: , , (⦁ 

등한 목적으로 부서이동 배치전환 조롱 무시 부서이동 배치전환의 사유) / , , , /

를 알려주지 않음 예의없는 행동 상사 등이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의견, , ( ) /

제안을 듣지 않음 약속을 일방으로 취소 함 부하 등이 지시 명령 제안 , , / /

등을 듣지 않음

과대한 요구 업무상 분명히 불필요한 것 수행 불가능한 것의 강제 일의 - : , , 

방해

예시 무리한 지시 이동 배치전환 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음 업무지시를 : , / , , ⦁ 

명확하게 하지 않음 질병 부상 등에 배려하지 않음 협조하지 않음 사적, / , , 

인 일의 강제 과도한 요구 과도한 간섭 관리 부적절한 시말서 등을 작, , / , 

성 불평등 취급 불법내용의 지시 계약 외의 지시, , , 

과소한 요구 업무상의 합리성 없이 능력이나 경험과 동떨어진 정도의 낮은 - : , 

일을 명하는 것이나 일을 주지 않는 것

예시 업무를 주지 않음 업무관련 도구 자원 정보를 주지 않고 업무에 : , / /⦁ 

대해 언급함 기회에 대한 언급이나 기회를 주지 않음 근로일이나 근로시, , 

간을 단축함 능력과 경력에 비해 낮은 직무에 의한 이동 배치전환 계약 , / , 

외의 수준 낮은 일의 제공

개인의 침해 사적인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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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개인의 특징 질병 장애 연령에 관한 부적절한 발언 차별 발언을 : , , , (⦁ 

포함 사생활 간섭 개인정보 등의 유포 휴식시간 등의 간섭 시간 외의 ), , , , 

강요 소지품 체크 사생활의 감시 도청, , , 

경제적인 공격 부당한 평가나 근로기간 권리 박탈 등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 : , 

주는 것

예시 경제 불이익 제재 부당한 평가 강등 등 성과에 대한 언급 사실상: / , ( ), , ⦁ 

의 해고와 같은 고용 종료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금지 정당, , 

한 권리 박탈 정당한 권리에 한 요구를 무시, 

성적 공격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성범죄를 가한 것- : 

기타- 

❍ 일본의 직장 내 괴롭힘 유형 개 유형(6 )

신체적 공격 폭행 상해- ( · )

신체적 공격은 구체적으로 폭행이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한다 그 구. ⦁ 

체적인 예로는 토도후켄의 상담의 내용 중 발로 차거나 머리카락을 잡아, , 

당기는 행위 멱살을 잡는 행위 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던지는 행위 머리, , , 

를 찌는 행위 등이 있다.

정신적인 공격 협박 폭언 등- ( · )

협박이나 명예훼손 모욕 언어폭행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구체적인 예, , . ⦁ 

로서는 사람들 앞에서 질책하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행위 실수를 모든 사, , 

람들 앞에서 큰소리로 이야기 하는 행위 등으로 괴롭히는 경우가 있었다. 

그 외에 모욕적인 언사로서 뭐 하러 오는 놈이야 집에 가버려 등을 듣“ ? ” 

거나 동료들 앞에서 무능하다는 말을 들었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다.

인간관계의 단절 격리 동료 분리 무시- ( · · )

격리 왕따 무시 등의 행위의 유형이다 상담사례로부터 구체적인 예를 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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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인사를 하여도 무시하고 말을 걸어도 응답이 없는 행위 보고한 업무에 , , 

답이 없고 부서의 회식 등에 부르지 않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 “

도움 받지 마 등의 말들을 하는 등의 행위가 있다” .

업무를 과하게 부여 과대한 요구 업무상 명백히 불필요한 것이나 수행 불가- ( : 

능한 업무의 지시 업무방해, )

업무상 분명하게 불필요한 일을 시키거나 수행시키는 것 불가능한 일을 , ⦁ 

강제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퇴근 시간이 . 

얼마남지 않았을 때 퇴근 시간까지는 끝낼 수 없는 큰일을 주거나 혼자서, 

는 할 수 없는 과제를 던지거나 휴일 근무를 하더라도 끝낼 수 없는 일을 , 

강제하는 등의 상담례가 있다.

업무를 축소하거나 불필요한 업무를 부여 과소한 요구 업무상 합리성 없이 - ( : 

능력과 경험과 동떨어진 낮은 업무를 명하거나 일을 주지 않는 것)

과대한 요구와는 달리 근로자에게 업무상의 합리성 없이 근력이나 경험, , ⦁ 

과 무관하다고 할 정도로 능력이 필요 없는 일을 시키는 경우나 아예 업, 

무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상담례로는 한번 . 

실수한 것을 빌미로 앞으로는 그 업무를 하지 않아도 좋다고 말한 것 영, , 

업직에게 창고정리 등의 업무를 필요 이상으로 강요당한 적이 있다는 사례

도 있었다 그 밖에 회사의 정원의 풀 뽑기 등의 업무를 명령한 예도 있다. . 

사생활 침해 개인에 대한 침해 사적인 일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 : )

사적인 일을 다른 사람 앞에서 지나치게 떠벌리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말, ⦁ 

한다 구체적인 상담례로는 사람들 앞에서 애인의 유무를 묻거나 과도하게 . , 

결혼을 추천하는 사례 개인의 종교를 사람들 앞에서 말하거나 부정적 악, , 

의적인 말들을 하는 것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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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입법2

입법배경1. 

❍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

간호계 태움 문화 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사- ‘ ’ , IT , 

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들 뿐만 아니라 직장인의 내외가 괴롭힘 피해, 70% 

를 경험했다고 답변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직장 내 괴롭힘이 광범위하게 발생

하고 있는 상황

이에 정부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을 정책과제로 선정 관계부처 합- ‘ ’ , 

동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18.7.18.)｢ ｣ 

❍ 후속 입법조치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19.1.15. ‘ ’ 

개념을 법률에 규정하였고 부터 시행 , ‘19.7.16.

종전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일부 특정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 

제재규정을 개별법에 둔 것으로 대응해 오고 있었는데 이러한 체계는 다양한 , 

양상의 괴롭힘을 포섭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 감독하는 ‧

데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규율을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정‘ ’ 

한 것임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에 정의하고 금지하면서도- ,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두지 않고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취, ⦁ 

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조치를 정하고 그에 따르도록 함‧

아울러 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 ⦁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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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2. 

직장 내 괴롭힘 에 관한 포괄적인 규율 시행1) ‘ ’ (‘19.7.16. )

❍ 직장 내 괴롭힘 을 법률에 정의하고 금지하되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예방‘ ’ , ·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여 취업규칙에 정하도록 함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 주장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한 - ·

경우에는 형사 처벌

가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1) 

제 장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6 2 
제 조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76 2( ) 
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
악화시키는 행위 이하 직장 내 괴롭힘 이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2) 

제 조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76 3( ) ①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 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1② 
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 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2③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 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 ” )
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제 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2④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사용자는 제 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2⑤ 
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 . 
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⑥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2  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2019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에 관한 취업규칙 필수 기재의무(3) 

제 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93 ( · ) 10
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 
같다.

생  략1. ~ 10. (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1.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에 대한 신고 주장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조(4) ·

치 시 형사 처벌

제 조 벌칙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의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또는 제109 ( ) 36 , 43 , 44 , 44 2, 46 , 56 , 65 , 72① 
의 제 항을 위반한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76 3 6 3 3 .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

병을 업무상 질병에 포함

제 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37 ( ) ① 
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 . , 
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  략1. ( )
업무상 질병2. 

가 나 생  략. · . ( )
다 근로기준법 제 조의 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 76 2 , ｢ ｣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산업안전보건법. 

❍ 정부의 책무 규정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 

원에 관한 사항 포함

제 조 정부의 책무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4 ( ) ① 
행할 책무를 진다.

생  략1. 2. ( )‧
근로기준법 제 조의 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3. 76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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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객의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의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26 2( )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① 「 」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
는 근로자 이하 고객응대근로자 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 " " ) , , 
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이하 폭언등 이라 한다 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 " " )
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② 
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 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2③ 
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68 ( ) 1 1
벌금에 처한다.

생  략1. 2. ( )‧
의 제 조의 제 항을 위반하여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한 자2 2. 26 2 3 , 

생  략3. 4.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조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법 25 7( ) 
제 조의 제 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 란 다26 2 2 " "
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1. 
근로기준법 제 조제 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2. 54 1「 」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3. 26 2 1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고객4. 26 2 1

응대근로자 등이 같은 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 
데 필요한 지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조의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법 제26 2( ) 
조의 제 항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26 2 1 .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1. 26 2 1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2. 
제 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3. 2
그 밖에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4. 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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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 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율2)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일부 행위에 대하여는 이미 개별법으로도 규율

되어 왔음

아래에는 주요 규정을 소개한 것으로 이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 
행위에 관한 규정이 존재

가 근로기준법. 

사     안 관련 규정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
행

제 조 폭행의 금지8 (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제-5 5 ( 107
조)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 
전보 등 인사조치

제 조 해고 등의 제한23 ( )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가능 제 조- ( 28 )

임신 중이거나 산후 1
년이 지나지 않은 여
성에 대한 괴롭힘

제 조 사용 금지65 (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제 조-3 3 ( 109 )
제 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70 ( ) -2 2
이하 벌금 제 조( 110 ) 
제 조 임산부의 보호74 (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제-2 2 (

조110 )
제 조의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74 2( )

임금 근로시간과 관련, 
한 괴롭힘

제 조 금품 청산 제 조 임금 지급 제 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36 ( ), 43 ( ), 56 ( ·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제 조-3 3 ( 109 )

제 조 근로시간 제 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 조 휴게50 ( ), 53 ( ), 54 ( ) 년 이하의 징-2
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제 조2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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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법. 

다 남녀고용평등법. 

사     안 관련 규정

직장 내 성희롱
제 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12 ( ) 사업주 천만원 이하 과태료- : 1
제 조제 항( 39 1 )
제 조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14 2( )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 , 
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등 모성보호에 관한 괴롭힘

제 조의 배우자 출산휴가18 2( )
제 조의 난임치료휴가18 3( )
제 조 육아휴직19 ( )
제 조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9 2( )
제 조의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22 2( )

라 민법. 

사     안 관련 규정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전반
제 조불법행위의 내용750 ( )
제 조재상 이외의 손해의 배상751 ( )
제 조사용자의 배상책임756 ( )

괴롭힘 행위를 방조하거나 이
를 방조한 사용자에 대한 사용
자 책임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책
임

제 조사용자의 배상책임756 ( )
제 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760 ( )

사     안 관련 규정

폭행 상해, 

제 조상해 존속상해257 ( , ) 년 이하 징역 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 , 10
천만원 이하 벌금1

제 조중상해 존속중상해258 ( , ) 년 이상 년 이하 징역-1 10
제 조의 특수상해258 2( ) 년 이상 년 이하 징역-1 10
제 조특수폭행 등 261 ( ) 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5 1

모욕 명예 훼손, 

제 조모욕311 ( ) 년 이하 징역 또는 만원 이하 벌금-1 200
제 조명예훼손307 ( ) 년 이하 징역 또는 만원 이하 벌금-2 500
제 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309 ( ) 년 이하 징역 또는 만원 -3 700
이하 벌금

협박 강요, 
제 조협박 존속협박283 ( , ) 년 이하 징역 또는 만원 이하 벌금-3 500
제 조특수협박284 ( ) 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7 1
제 조강요324 ( ) 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5 3

성폭행 성추행, 

제 조강간297 ( ) 년 이상 유기징역-3
제 조의 유사강간297 2( ) 년 이상 유기징역-2
제 조강제추행298 ( ) 년 이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 벌금-10 1 500
제 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303 ( ) 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7 3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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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분석3.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1) 

❍ 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

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 ‧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 ,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 ,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또한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 , 

입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

있어야 함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 ‧

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 판단기준2) 

가 행위자 측면. 

사용자 뿐 아니라 근로자도 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 있음- 

원칙적으로 한 직장에서의 사용자 근로자 사이 근로자 근로자 사이에 발생- - , -

한 경우에 적용될 것임

그러나 파견법 제 조제 항 본문에서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파견사업- 34 1

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로 보고 있음에 따라 사용사, 

업주 또는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하여 사용사업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의무 등을 부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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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위측면. 

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행위가 아래 세 가지 -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함

행위가 발생한 장소가 반드시 사업장 내가 아닐 수 있으며 사내 메신저- ,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음SNS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1) 

지위의 우위 란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 ‘ ’

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 직급 체계상 , ‧

상위에 있음을 이용하였다면 지위의 우위성을 인정할 수 있음. 

관계의 우위 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파악하여야 함- ‘ ’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나이 학벌 성별 출신 지역 인종 등 인적 속성⦁ ‧ ‧ ‧ ‧

근속연수 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

노조 직장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의 구성원 여부⦁ ‧

감사 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

정규직 여부 등에 있어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 

은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

아울러 관계의 우위는 사업장 내 통상적인 사회적 평가를 토대로 판단하되- , 

행위자 피해자 간에 이를 달리 평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

인해야 함. 

한편 행위자가 문제되는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의 위와 같은 - , 

우위성을 이용 해야 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의미함-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 



■ 38  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2019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예시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 

넘어 행해지는 사적 용무 지시  
▪행위의 양태가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는 경우 예시

지속반복적인 폭언욕설을 수반한 업무지시 - ‧ ‧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 , ‧

다만 사용자가 모든 직장 내 인간관계상 갈등상황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 ,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함

여기서의 업무관련성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 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 ‘ ’

므로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 

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 가능함

예시 회사 내 휴게시설 운동시설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별 근로자 : , ⦁

간 발생하는 사적인 분쟁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3) ‧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의- ‧

도를 가지고 문제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

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음

근무환경 악화 란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 ‘ ’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함

업무공간을 통상적이지 않은 곳으로 지정 예 면벽근무 지시 하는 등 인사권- ( , )

의 행사범위에는 해당할 수 있더라도 사실적으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한 환경 조성이 아닌 경우 근무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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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3)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 ,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개인사에 대한 뒷 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함/ /
∙ 집단 따돌림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 컴퓨터 전화 등 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 , ) , ‧

차단함  

사례별 판단예시4) 

인정사례 (1)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전에 담당하던 업무 창구 수신업무가 아닌 창구 안내 및 총무 - ( )
보조업무를 주고 직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따돌림을 지시함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만 , . 
참석한 회의에서 피해자를 내쫓기 위하여 따돌림을 할 것을 지시하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하
였음 이후 책상을 치우고 창구에 앉지 못하게 할 것을 지시 그를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 
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행위를 하여 피해자는 우울증을 앓았고 결국 퇴사함, 
가해자인 선배가 후배인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 
복하여 말한 사건 술자리를 만들어라 아직도 날짜를 못 잡았느냐 사유서를 써와라 성. “ ”, “ ”, “ ”, “
과급의 는 선배를 접대하는 것이다 등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갖자는 발언을 하고 시말서30% ” , 
사유서를 쓰게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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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사례(2) 

의류회사 디자인팀장은 조만간 있을 하계 신상품 발표회를 앞두고 소속 팀원에게 새로운 제품 , 
디자인 보고를 지시함 디자인 담당자가 수차례 시안을 보고하였으나 팀장은 회사의 이번 시즌 . , 
신제품 콘셉트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완을 계속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디자인 담당자는 업, 
무량이 늘어났으며 스트레스를 받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와 관련하여 행위자인 팀장은 회사의 디- ‘ ’

자인을 총괄하는 담당자로서 새로운 제품 발표회를 앞두고 성과 향상을 위하

여 부서원의 업무에 대해 독려 및 지시를 할 수 있는 업무상 권한이 존재하

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부적절한 행위를 한 바도 없으므로 일부 업무상 - 

부서원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입사 년차의 영업소 매니저 김씨는 입사 동기 중 유일하게 아직 영업소장으로 승진하지 못함10 . 
다음 인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는 이번 근무평정에서 등급이 꼭 필요하나 평정자인 본부장은 A , 
김씨의 근무성적을 지난번에 이어 등급으로 통보함 김씨의 영업소장도 본부장 평가에서 등급B . B
으로 통보받은 것으로 보아 영업소 실적이 다른 지점에 비해 떨어지는 건 사실로 보이지만 승, 
진을 앞둔 자신에 대한 상사의 배려를 기대하였던 김씨는 등급이 나오자 본부장이 본인의 승B
진을 고의적으로 막는 게 아닐까하는 생각으로 괴로움

영업소 실적 부진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이유로 영업소의 관리책임자에 대하- 

여 근무평정에서 상위등급 이하의 평정을 부과한 것은 평정자의 정당한 업무

범위 권한 에 속하는 사항임( )

성과우수자에 대한 평가 저하 등 불합리한 평가 또는 의도적 괴롭힘으로 볼 - 

수 있는 다른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 입장에서 승진누락에 , 

대한 괴로운 심정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으

로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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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직규범 마련4. 

조직규범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 규율의 의의1) 

❍ 외국의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에 관한 매뉴얼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

는 것이 바로 최고경영자에 의한 정책선언문과 이를 실현하는 자체규범의 

제정임 

이를 고려하여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도 사내 규범인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 

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함

취업규칙의 작성2) 

취업규칙 작성 변경절차 개관(1) ‧

❍ 상시 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10

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음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

작성된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 

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해서는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

어 변경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개정법이 시행되면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추가되는 만큼 취업규칙- , 

이 없는 사업장은 이를 포함하여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이미 취업규칙이 있, 

는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

하여 신고할 필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사내 징계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은 -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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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절차 관련 내용은 근로자 과반- 

수의 의견을 들어 정하면 됨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작성 시 고려사항(2) 

❍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범 마련 시에는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사

업장에서 금지되는 비위행위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

이를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된다는 것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 , 

게는 강력한 제재를 한다는 것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가 이루어진다, 

는 것 을 직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

취업규칙 등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규정할 경우 아래의 사항을 고려할 - 

필요

취업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 내용에는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 , ⦁ 

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고충상담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 , , , 

제재 재발방지대책 등이 있음, ’ 

❍ 좋은 규정은 소속 기업의 구성원들에게 행위 규범을 분명히 제시하여 바람, 

직한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감안하여 해당 기업에서 금지하는 괴롭- 

힘 행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필요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유형을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사건이 - 

발생한 경우 괴롭힘 판단에 대한 구체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없다는 단점을 

감안해야 함

예시를 통해 조직 구성원들에게 금지행위가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 

로 규율하는 것이 좋음 이 경우 기업이 처한 내 외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 ‧

여 발생 가능한 괴롭힘 유형을 가능한 한 충분히 명시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

람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조치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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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등 기존의 고충처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음

한편 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괴롭힘 행위의 수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정- , 

해야 할 것이고 징계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합리적 절차를 ,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함

근로자 참여를 통한 규범화 과정의 중요성(3) 

❍ 직장 내 괴롭힘 규율 과정에서의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내에서 , 

금지되고 위반 시 제재를 받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정하는 등 관련 제도

를 마련하는 과정에 구성원들이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

전 직원 대상 설문 부서별 토론 노조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조- , , ‧ ‧

직 단위의 의견 반영 인사 노무 교육 홍보 재무 법무 감사 등 유관 업무담당자, ‧ ‧ ‧ ‧ ‧ ‧

의 의견 수렴 등 다양한 통로를 활용하여 사업장에서 금지되어야 할 직장 , 

내 괴롭힘 행위 유형을 도출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예, ‧

방 분위기 형성 제도에 대한 신뢰 구축 등 기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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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3 해외사례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 : ILO 

금지 협약과 프랑스의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 」 

(Harc lement et la violence au travail) è

1. ILO

❍ 국제노동기구 는 총회에서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에 관한 (ILO) 2019.6.20. 

국제협약 및 권고( A Global Mandate to End Violence and Harassment 

in the World of Work: ILO Convention (No.190) and 

를 채택함Recommendation (No.206))

협약에서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이란 젠더에 기반한 폭력 및 괴롭힘을 - ILO 

포함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또는 경제적 위협으로 귀결되거나 그럴 가, , , , 

능성이 있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하나 또는 반복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허, 

용될 수 없는 행동과 관행 또는 그로 인한 위협 전반 젠더 기반 폭력과 괴롭(

힘 포함 이라고 규정)

협약의 가장 큰 특징은 보호의 대상자를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로 한- ILO 

정하지 않고 법 및 관행에 정의된 피고용인 및 계약상 지위에 관계없이 근무

하는 사람 인턴 및 견습생 고용이 종결된 자 자원 봉사자 구직자 및 취업 , , , , 

지원자 고용주의 권한과 의무 또는 책임을 수행하는 직장 내 모든 일하는 , 

사람을 보호대상으로 함

❍ 정부의 역할로 첫째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에 관한 국내 법규의 제정 및 , 

감시체계 운영 둘째 적절한 개선책 마련과 쉽게 접근 가능한 분쟁 해결 절, , 

차2) 마련 셋째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남용방지 넷째 젠더 기반 폭력 및  , , , 

2) 권고에서는 특히 젠더 기반 괴롭힘의 해결을 위해 전문 법원 설치 적절한 처리 법적 자문과 지원 , , , 
입증책임 분배 노동시장에 다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시간 핫라인 가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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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의 피해자에게 안전하며 효과적인 고발과 구제책 제공 다섯째 가정 , , 

폭력의 영향을 인지하고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직장 내에서 그 

영향을 경감 여섯째 폭력 및 괴롭힘으로 인한 생명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 , ·

긴급한 위험이 있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시 노동자가 스스로 대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및 감독관으로 하여금 업무를 중단시킬 수 있는 행정적 사

법적 권한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협약은 더 위험에 노출된 분야- ILO 3)를 명시하고 사업장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규정을 제정할 때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특히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작

업환경 영향평가에서 괴롭힘에 대한 위험성 평가4)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협약은 가정폭력이 직장 내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장 폭력 - ILO 

및 괴롭힘 대책 수립에서 가장 폭력에 대한 대처5) 문제를 함께 다루도록 하 

고 있음

3) 야간 노동 혼자 하는 업무 의료 접객 사회 복지 응급 서비스 가사  노동 운송 교육이나 오락과 같이 폭력 및 괴, , , , , , , , 
롭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나 직업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함.

4) 권고는 위험평가에서 특히 다음의 사항들을 근무 조건 환경 작업배정 조직 제 자를 포함한 차별 , , , , 3 , 
권력관계 젠더 문화나 사회적 규범 남용 등을 포함하도록 함, , .

5) 권고에서는 피해자들을 위한 휴가 유연한 업무 환경 일시적인 해고구제제도 작업환경평가에 가정  , , , 
폭력도 포함 인식 제고 등을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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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2. 

❍ 프랑스의 직장 내 괴롭힘 도덕적 성적 과 폭력 관련 제재 장치는 년 ( , ) 2000 1

월 일 은행의 국가단체협약10 (Convention collective nationale de la 

을 시작으로 년 월 일 프랑스 국가 공식 저널 banque) 2004 11 17 (Journal 

에 소개되었고 이후 직장 내 officiel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JORF) <

괴롭힘과 폭력 관련 년 월 일 협약 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음2011 6 17 >

노동법 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폭력 관련 정의를 통해 법적 근거- L.1152-1

를 제시하며 형법 를 통해 관련 형사처벌을 알 수 있도록 함222-33-2

도덕적 괴롭힘 (1) (harcèlement moral)

노동법 에 따라 도덕적 괴롭힘은 개인의 권리와 (Code du travail) L.1152-1 ‘❍ 

존엄성에 영향을 주거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고 직업적 미래를 위태롭·

게 할 수 있는 근로자의 근무 조건의 악화를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행위( ) ’

로 규정

이러한 정의는 도덕적 괴롭힘이 법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민사 및 형- 

사 기소의 근거가 됨

도덕적 괴롭힘이 판명되면 괴롭힘의 가해자는 최대 년의 징역형과 만 유- , 2 3

로의벌금형 형법 조( 222-33-2 6) 과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 비금전적 손해배상) ( , 

의료비 등 을 선고받을 수 있음)

도덕적 괴롭힘 이후 행해진 차별 행위는 년의 징역과 유로의 벌금에 - 1 3750 

처해질 수 있음7). 

도덕적 괴롭힘의 가지 구체적 사례12❍ 

비방과 가혹 행위 - (Dénigrement et brimade) 

6) 형법 조 년 월 일 개정 222-33-2 (Article 222-33-2 du Code pénal) (2014 8 4 )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CodeArticle.do?idArticle=LEGIARTI000029336939&cidText
e=LEGITEXT000006070719&dateTexte=20140806

7) 프랑스 노동부 사이트 
https://travail-emploi.gouv.fr/droit-du-travail/egalite-professionnelle-discrimination-et-harcel
ement/article/le-harcelement-m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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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비판- (Critique injustifiée)

공개적 모욕 - (Humiliation publique)

억압적인 조치 - (Mesure vexatoire)

하찮은 임무 부여 - (Tâche dévalorisante)

공격성 - (Agressivité)

능력 밖의 임무 부여 - (Tâche dépassant ses capacités)

격리 - (Mise au placard)

작업 도구의 박탈 - (Privation d’outils de travail)

근거 없는 경고 - (Avertissements infondés)

강등 - (Déclassement)

징계 압력 - (Pression disciplinaire) 

❍ 년 월 일 노동 사회적 대화의 현대화와 직업 행로의 안정화 와 관2016 8 8 < , >

련된 노동법 에 따르면 근로자는 노동재판소와 형사법원 앞에n°2016-1088 , 

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괴롭힘의 존재를 보여주는 사실적 증거를 제시하기

만 하면 됨 노동법 조( L.1154-1 )

하지만 고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도덕적 괴롭힘 사실에 - , , 

대해 고용주를 고발하면 심각한 위법 행위에 대한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음 

 

❍ 고용주는 도덕적 괴롭힘과 관련하여 회사 직원의 건강 및 안전 보호와 관련

된 결과를 보호할 의무를 지며 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과 기관은 도덕적 20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정들을 내규에 포함시켜야만 하며 양호 안전 노동환, , 

경 위원회 또는 사회경제 위원회 는 ( Comité social et économique, CSE)

고용주들에게 예방수단을 제안할 수 있음

 

❍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도덕적 괴롭힘의 피해자 또는 관련자는 중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음

중재자는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선택되며 회사에 속한 사람일 수 - 

있음 중재자는 당사자 간의 관계 상태를 알아보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 

조정이 실패하면 피해자에게 유리한 제재 및 절차상의 안전 조치를 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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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적 괴롭힘의 피해자인 고용인은 노동재판소에 법적 조치를 취하여 가해

자의 그러한 조치를 중단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고용인은 괴롭힘의 존재를 보여주는 사실적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이러한 요- 

소에 비추어 피고는 자신의 행위가 도덕적 괴롭힘과 관련이 없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이러한 행동들이 정당했다는 것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해

야만 함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그가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교육조치를 명령한 후 - 

유죄 판결을 내림 이러한 조치는 도덕적 괴롭힘의 대상이 되거나 도덕적 괴. 

롭힘을 반복적으로 겪거나 거부함으로써 차별적 조치의 대상이 된 입사지원

자 인턴 교육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 , 

기업의 모든 대표노동조합 은 직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노동재판소에서 자- ‘ ’

신의 위치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형사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

음

   

성적 괴롭힘 (2) (harcèlement sexuel)

❍ 성적 괴롭힘은 형법 조에 의거 성적으로 또는 성 차별적인 말이나 222-33 ‘

행동이 반복됨으로써 한 개인의 존엄성을 저하시키고 모욕하는 것 또는 위, 

협적 적대적 불쾌한 상황을 유발하는 행위 로 정의, , ’

또한 성적 괴롭힘은 반복되지 않더라도 가해자나 제 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 ‘ 3

성적인 행위를 얻기 위한 실제적이거나 명백한 목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형태

의 심각한 압력 을 지칭하기도 함’

이 정의는 노동법 조에도 동일하게 사용되는데 어떤 고용인도 다- L. 1153-1 , 

음과 같은 사실을 겪어서는 안 됨 

성적 괴롭힘 즉 성적으로 또는 성 차별적인 말이나 행동이 반복됨으로써 1. , 

한 개인의 존엄성을 저하시키고 모욕하는 것 또는 위협적 적대적 불쾌한 , , , 

상황을 유발하는 행위

반복되지 않더라도 가해자나 제 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성적인 행위를 얻기 2. 3

위한 실제적이거나 명백한 목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심각한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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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년 월 일의 공문2012 8 7 8)은 성적 괴롭힘 범죄의 정의에 대한 세부사

항과 이러나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사례를 제공

예를 들어 성차별 동성애 또는 외설적인 단어나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 , , 

사람 중단요청에도 불구하고 성적 의미가 담긴 메시지나 물건을 보내 동료, 

를 괴롭히는 사람 고용의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고용주는 성적 괴롭힘, 

의 범주에 해당함

 

❍ 노동법 조항은 성적 괴롭힘 피해자 그러한 행위의 결과로 차별을 받은 사람, 

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증언하거나 관련된 사람들을 보호함, 

따라서 노동법에서 정의된 성적 괴롭힘으로 고통을 받거나 거부한 어떤 고- , 

용인 직원 교육원 교육 중인 사람 인턴 입사지원자도 처벌 해고 특히 ( ), ( ), , , , 

직 간접적으로 보수 교육 재배치 양도 자격 승진 계약 갱신과 관련된 차· , , , , , , 

별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는 성적 괴롭힘이 반복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함 또한 성적 괴롭힘 사실을 증언하거나 관련된 고용인 교육원 인턴도 . , , 

처벌 해고 또는 차별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가 성적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 

❍ 형법 조에 따라 성적 괴롭힘 가해자는 년의 징역형과 유로의 222-33 2 30,000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하지만 괴롭힘의 상황이 심각한 경우 년의 징역. , 3

형과 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음 그러한 상황은 다음과 같음 45,000 . 

그의 지위에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 성적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1. 

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가해진 경우2. 15

연령 질병 장애 신체적 정신적 장애 또는 임신으로 인해 특정 취약성이 3. , , , ·

명백하거나 알려진 사람에게 가해진 경우

경제적 또는 사회적 상황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특정 취약성이 명백하거나 4. 

알려진 사람에게 가해진 경우

가해자 또는 공범자로써 여러 사람들에 의해 성적 괴롭힘이 가해진 경우 5. 

온라인 또는 디지털 또는 전자 매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통해 피6. 

8) 년 월 일의 법무부 공문 는 성적 괴롭힘과 관련된 년 월 일 법령  2012 8 7 n°2012-15 2012 8 6
를 통해 관련 형법과 형사절차를 소개한다n°2012-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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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가한 경우 이 조항은 년 월 일 부터 유효( 2018 8 6 ) 

❍ 고소장은 검찰 경찰 헌병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선임 조사 판사에게 , , , 

접수할 수 있음 노동재판소의 감독관은 특히 노동법 조항 및 기타 노동 관. 

련 법적 조항을 시행할 책임을 지님

이들은 사법 경찰관 및 경찰들과 함께 이러한 조항의 침해와 관련된 일을 - 

담당하며 노동법 및 에 의거 고용 관계와 관련하여 제공되222-33 222-33-2

는 성 또는 도덕적 괴롭힘의 범죄와 동일법 에서 언급하는 차별관련 225-2

조항을 포함하여 노동법 조에 언급된 범죄들에 주목함L.8112-2

성적 괴롭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형법 조에 의거 무기 소지 - 222-44 <

금지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차량 또는 무기 또는 동물 몰수 형법 , , >, 

조에 의거 가족권 및 시민권 금지 미성년자와 관련된 활동 및 공직 222-45 < , 

생활 금지 시민권 또는 부모의 책임 관련 연수 의무 참가 같은 추가처벌을 , > 

받을 수 있음 

나 성적 괴롭힘 이후 가해진 차별에 대한 처벌. 

❍ 성적 괴롭힘의 결과로 발생한 차별은 예 고용주의 접근을 거절한 직원에게 ( :

가해진 인사이동 노동법 에 의거 년의 징역형과 유로의 벌) L. 1155-2 1 3,750

금에 처해질 수 있음 이러한 처벌은 도덕적 괴롭힘으로 인한 차별의 경우에. 

도 동일하게 적용됨 그러나 성적 괴롭힘과 관련된 차별이 노동법과 형법 . 

에 의해 동시에 다뤄질 경우 형법에 규정된 더 높은 형벌이 적용될 수 225-2

있는데 이러한 경우 년의 징역형과 유로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 3 45,000

음 사례는 다음과 같음. 

고용 거부 처벌 또는 해고- , 

형법 제 조 일반차별 에 언급되거나 조 성적 괴롭힘 관련 차- 225-1 ( ) 225-1-1 (

별 에서 규정된 요소 중 하나에 근거한 조건 아래 고용 인턴십 교육 기간을 ) , , 

결정한 경우 

다 성적 괴롭힘 예방조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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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는 직장 내 성적 괴롭힘 과 성차별적 행위 들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 ’ ‘ ’

한 모든 조치들을 해야 할 책임을 지님

실태평가 및 위험 예방 과정의 일부로 고용주는 괴롭힘과 관련된 법률에 근- , 

거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고용인들에게 정보전달 소개 인식 제고 등의 조, , 

치를 취할 수 있음 또한 괴롭힘 현상에 대한 지식 예방 및 식별을 향상시. , 

키기 위한 교육을 마련할 수 있음 

❍ 고용주는 성적 괴롭힘 사례를 직원 대표단 또는 이 위원회가 이미 회사에 설(

립된 경우 사회경제위원회에 의해 을 통해 알게 될 수도 있음)

이러한 경우 지체 없이 대표단과 함께 진상조사에 착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함.

성차별적 행위 는 노동법 조에 의거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 ‘ ’ L. 1142-2-1 ‘

거나 협박적 적대적 굴욕적 또는 모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개인의 성별과 , , 

관련된 모든 행위 로 정의됨 ’

❍ 직원 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과 기관은 성적 괴롭힘과 성차별적 행위를 금20

지하는 규정들을 내규에 포함시켜야만 함

사람을 고용하는 모든 회사는 노동법 에 언급된 모든 사람 직원 교- L.1153-2 ( , 

육원 및 인턴 그리고 기업 내 입사와 인턴 교육 지원자 들에게 성적 괴롭힘, , )

과 관련된 형법 조는 물론 노동법 에 명시된 관할 당국 및 222-33 D. 1151-1

책임부서의 연락처와 성적 괴롭힘 관련한 민사 및 형사소송방법을 고지해야 

함

직원이 명 이상인 기업은 성적 괴롭힘과 성차별적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 250

직원을 안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책임자 를 임명해야 함 이 조(référent) . 

항은 년 월 일부터 적용되는 년 월 일 법률2019 1 1 2018 9 5 9)에 근거함 또한. , 

9) 년 월 일 신설된 법 자신의 직업적 미래를 결정할 자유  2018 9 5 n° 2018-771 < Liberté de 
법은 직장 내 성적 괴롭힘과 성차별행위를 금지하는 choisir son avenir professionnel > 

법적인 장치를 강화했다 본 법령에 따라 기업내 모든 관련자들은 성적 괴롭힘과 성차별행. 
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만 하며 특히 법령에 의거한 책임자 임명은 직장 내 성‘ ’(référent) 
적 괴롭힘 방지를 위한 프랑스 정부의 의지를 잘 보여준다 년 월 프랑스 노동부 총. 2019 3
국장 이브 스트루일루 는 직장 내 성폭(Directeur général du travail) (Yves Struillou) <
력과 성차별폭력 대책은 이러한 불법 행동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이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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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짜부터 성적 괴롭힘과 성차별적 행위 방지 대책 책임자는 노동법 , L. 

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채택된 결의 형태로 사회경제위원회2315-32 (comité 

에 의해 임명됨social et économique, CSE)

라 성적 괴롭힘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취할 수 있는 소송. 

❍ 피해자

성적 괴롭힘과 괴롭힘의 결과 야기된 차별행위를 금지 및 방지하는 노동법 - 

조에서 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기업 L.1153-4 L. 1153-1 , 

내 입사와 인턴 교육 지원자와 직원은 괴롭힘의 존재를 암시하는 사실적인 , 

증거들을 제시해야 함

이러한 요소에 비추어 피고는 그러한 행위가 성적 괴롭힘을 구성하지 않으- , 

며 괴롭힘과 관련이 없는 객관적인 요인에 의해 그의 결정이 정당했다는 것

을 입증해야만 함 판사는 그가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조사 조치를 취한 . 

후 판결을 내림 노동법 조( L. 1154-1 )

❍ 다른 이해관계자

피해자와 목격자가 직원인 경우 이들은 노동감시 통제요원 촉탁의- , (médecin 

기업 내 직원 대표자 노조 또는 성적 괴롭힘 성별과 성적취향du travail), , , 

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는 협회 에 조언을 구할 수 있음 회사의 (association) . 

대표노조는 직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노동재판소에 고소하거나 형사 법원에 

민사를 요청할 수 있음

것 고용주의 역할과 고용인들에게 주어지는 보장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환기를 통해 이, 
루어진다 가장 최근의 법적 근거와 판례법에 기반하여 본 가이드라인은 직장 내 성적 괴롭. 
힘을 구성하는 행위와 발언들을 잘 설명하고 보여준다 고 서문에서 밝히며 직장 내 성적 > <
괴롭힘과 성차별적 행위 예방하기 행동하기 제재하기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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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련 조치(3) 

❍ 노동법 와 에 의거 고용주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L.1152-4 L. 1153-5

해 필요한 모든 조치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 정보제공 직장 내 괴롭힘( , 

의 식별 인식 예방을 개선할 수 있는 고유한 교육프로그램 설치하기 직장 , , , 

내 괴롭힘의 사전 탐지를 용이하게 하는 적절한 조치 취하기 을 구축해야만 )

하며 의심 상황이 발견 되었을 때 빠른 조치를 취해야만 함

❍ 프랑스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고용주의 적극적인 예방조치의 부재에서 , 

오는 결과로 봄으로써 이들의 역할의 강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임 같은 맥. 

락에서 프랑스 국방부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 가이드라인은 크게 가지의 3

예방법을 제시하는데 

첫째 직장 내 괴롭힘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들과 심리사회적 위험요인들에 - , 

대한 일반화된 조사

둘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의사소통 대화 을 통한 예방 조치의 이행- , ( )

셋째 직장 내 괴롭힘 경계 및 감시 원칙의 이행- , 10)

❍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후의 개선을 위한 개입 뿐만 아니라 발생하

기 전 예방을 위한 고용주의 역할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음을 볼 수 있

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고용주가 취해야 하는 태도는 다음과 같. 

음11)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관용적 태도가 존재하지 않음을 - 

알리기

직장 내 위계적 서열 관계에 잠재된 행위들을 식별하고 당사자와의 대화를 - 

통해 피해야 할 괴롭힘의 형태에 대해 경고하기

직원의 고립을 중단시키고 괴롭힘의 불만이나 증언을 들어주고 특히 직원의 - , 

10) Direction de la fonction militaire et du personnel civil, (2005). Défense guide 
harcèlement moral au travail : information, prévention et traitement des 
situations, Ministère de la défense, janvier, p. 16

11) 제공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자료  CHSCT 
http://www.officiel-prevention.com/protections-collectives-organisation-ergonomie/psychol
ogie-du-travail/detail_dossier_CHSCT.php?rub=38&ssrub=163&dossid=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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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보고의 권한을 행사하는 직원 대표단 경청 위, 

촉의사 의 능력과 권한 활용하기(médecin du travail)

정신건강 분야에서 보건안전노동환경위원회- (comité d’hygiène, de sécurité 

의 능력을 활용하여 이들에게 괴롭et des conditions de travail, CHSCT)

힘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노동법 또한 인증된 전문가에게 의( L.4612-13) 

뢰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이러한 고용주의 역할은 효과적이며 이러

한 예방조치에는 규제 정보 조직 및 신고 관리 측면이 포함되며 이와 더불, , 

어 위촉의와 의 역할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중요함CHSCT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 >

가 규제 조치. 

❍ 고용주는 사건발생시 괴롭힘을 예방하고 중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음 단체노동협정 에는 도덕. (conventions collectives de travail)

적 괴롭힘 및 징계 제재에 관한 원칙 선언이 포함되어야만 함 고용주는 괴. 

롭힘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자신이 알게 된 모든 괴롭힘이 즉시 

중지되도록 해야 함 직원이 명 이상인 기업 및 시설은 노사관계 내의 도. 20

덕적 괴롭힘과 관련된 조항이 내규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조항은 사업장 내, 

에 게시되어야만 함

나 정보전달 조치. 

❍ 정보전달과 관련한 조치는 매우 중요한데 직장 내 괴롭힘의 내용과 구체적, 

인 괴롭힘의 상황들을 포함하여 관련 처벌 및 제재 소송절차 등을 직장 내 , 

모든 이들이 알도록 해야 함

따라서 명확한 메시지를 통해 대인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모호함 오해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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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애고 도덕적 괴롭힘 영역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 및 교육이 캠페인의 형태

로 마련되어야 함 관련 교육은 외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전문가와 . 

인사관리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시행할 수도 있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치는 사전조사와 실행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가들 부서장 의사 심리학자 직원 대표단 멤버 둥 의 협력을 통해 ( , , , , CHSCT )

이루어져야 효과적임 괴롭힘의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보호받고 있으며 직장 . 

내 괴롭힘에 대한 항의를 주저할 필요가 없고 그들의 신고가 원만한 직업적 

관계를 상하게 하는 어떠한 원인도 제공하지 않음을 숙지하게 하는 것은 중

요하며 이러한 정보전달 조치는 잠재적인 괴롭힘 가해자들을 사전에 방지하

는데 충분한 역할을 함

다 조직적 기관 조치. ( ) 

❍ 직장 내 괴롭힘의 많은 원인은 인사 관리 스타일 직무의 개념 조직 구성 , , 

편성 에 있음 따라서 괴롭힘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제거하기 위해 조직( ) . 

적 조치를 통한 관리 개선을 수행해야 함 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 

음

첫째 관리자 인사관리자 포함한 대상 교육 은 이들이 직원들의 - , ‘ ( managers ) ’

심리사회적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임 이러한 교. 

육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스트레스 문제를 관리자들이 인식하도록 하는

데 유용하며 이를 통해 경영진이 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관리하고 괴

롭힘의 초기 징후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도움

둘째 리더십 스타일 및 상급자와의 관계 지지 갈등 는 괴롭힘 행동에 직접- , ( , )

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직 차원에서 변화를 주어

야 함

셋째 직원 외부에 존재하는 제약 조건의 완화를 고려하여 이용가능한 수단- , 

을 포함해서 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야심 차지만 현실적인 , (ambitieux)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함 왜냐하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 

직원의 사기를 꺾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강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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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괴롭힘 접수 및 처리 관련 조치. 

❍ 불만을 접수 및 조사하기 위한 명확한 절차를 확립하고 이 절차를 통해 불

만 신고 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성공적인 예방을 보장함 괴롭힘에 대한 ( ) . 

해결책은 외상적이고 불확실한 법적 소송절차를 피하기 위해 (traumatisant) 

우선적으로 직장 내에서 찾아야 함 괴롭힘의 피해자가 불만을 종식시킬 수 . 

없는 경우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비공식 절차를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피해 사실이 심각하고 입증된 경우 판결이나 배상을 얻는 공식적인 절차

를 선택할 수 있어야만 함 

비공식 절차에 있어서 피해자는 동료나 직원 대표 노조의 도움을 받아 직- , , 

접적으로 가해자에게 그의 행동이 폭력적이며 중지해야 함을 알릴 수 있음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중재 절차 수립 간접적으로는 가해자의 상사( ). , 

인사부서 또는 위촉의에게 괴롭힘 관련 내용을 알리고 이들이 조사를 수행하

도록 의뢰함으로써 가해자가 그의 괴롭힘 행위를 수정하도록 할 수 있음   

❍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직원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경고할 권리가 

있음 이들은 고용주가 즉시 괴롭힘 상황을 조사하고 해결하도록 영향력을 .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개입이 실패한 경우 직원들과 대표단의 협의에 따, 

라 노동재판소에 긴급개입 을 요청할 수 있음 노동(le référé prud’homale) . 

감독관은 분쟁 발생 시 그리고 괴롭힘 피해자의 서면 중재 요청 시 개입할 , 

수 있음

마 위촉의사의 역할. 

❍ 위촉의의 존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 및 관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함

모든 근로자는 위촉의를 방문할 수 있다- 

위촉의는 괴롭힘의 상황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갈등으로 전환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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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의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괴롭힘 상황을 고용주에게 알리고 고통을 초- 

래하는 근로 조건에 대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위촉의는 에서 직원대표 및 고용주와 논의하여 직장 내 괴롭힘 문제- CHSCT

를 개선할 수 있다. 

위촉의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관련된 사항을 분석 개발 심의 및 결정을 내- , , 

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위촉의는 근로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 조사 - 

중에 관련자의 동의를 받아 현재 업무가 근로자에게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 ) 

통해 근로자의 인사 이동 또는 재배치를 제안할 수 있다. 

바 보건안전노동환경위원회. (CHSCT)

❍ 는 직업적 위험 분석 및 감시 규제 적용이라는 역할을 통해 직장  CHSCT , 

내에 존재하는 갈등적 관계 징후와 잠재적인 괴롭힘 사례를 감지하고 예방 

조치를 제안하거나 심리건강 지표를 설정하고 괴롭힘 사항이 발생했을 시 

경고 조치와 함께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근로자 명 이50

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본 위원회를 설치해야 함12) 일반적으로 직장 내 . 

긴장 상황에서는 외부 전문가만이 대화 공간을 만들어 서로 간의 이해를 높

일 수 있으며 특히 공정성을 요구하는 심층적인 진단을 위해 관련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음

예를 들어 는 갈등 사건 폭력 정신착란 자살시도 등 부정적인 건- , CHSCT ( , , ), 

강지표 심혈관 문제 위 장애 신경 쇠약 등 의 악화 결근과 이직률의 증가가 ( , , ) , 

직장 내 문제와 관련되었다는 증상들이 감지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규명, 

하고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고통의 결정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

상으로 정신역학 조사 를 수행하도록 제안할 수 있음 ‘ (psycho-dynamique) ’

사 위험성 평가 통합서류. (document unique d’évaluation des risques, 

작성 의무화DUER) 13)

12) 년 월 일부로 가 를 대체한다 2020 1 1 CSE CHSCT . 
13) https://www.ameli.fr/hauts-de-seine/entreprise/votre-entreprise/outils-gestion-prevention- 

risques-professionnels/du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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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는 노동법령 에 의거 년 부터 위험성 평가 통합서n°2001-1016 2001 <

류 작성의 의무를 document unique d’évaluation des risques, DUER> 

지며 매년 업데이트를 해야 함 고용주는 본 평가를 통해 직장 내 고용인들. 

의 건강과 안전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의 위험요소를 통합적으로 조사함으로, 

써 이러한 위험요소를 예방해야만 함

규정된 모델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서면 또는 전자서류 방식으로 직원 직원- , 

대표단 보건안전노동환경위원회 촉탁의 산업재해조사관 사회보장 예방서, , , , 

비스 담당자 등에 배포되어야 함 즉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하여 직장 내 . , 

위험요소 신체적 및 정신건강과 안전 들을 예방 및 방지하기 위한 책임은 고( )

용주를 비롯한 위에 언급한 다양한 행위자들에게도 부여됨 이와 관련하여 . 

프랑스 노동부 산하 연구기관 DARES (Direction de l’animation de la 

의 년 조사에 따르면recherche des études et des statistiques) 2016 14), 

년 공기업과 사기업 고용주의 가 직장 내 위험요소 예방조치를 취2013 60%

하고 있었으나 단지 만이 을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남46% DUER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위험성 예방 프로그램과 장치들 건강과 - (

안전 관련 인증서 취득 및 건강안전 관련 외부전문가 의뢰 을 마련한 반면) , 

공기업과 중소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예방조치 마련에 덜 능동적인 것으로 나

타남 실제 공공의료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기관의 . 75%, 33%, 51%

이 을 통한 예방조치를 하는 반면 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사기업DUER , 250

의 가 작성 및 매년 관련 서류를 업데이트하고 있었음 고용인의 93% DUER . 

건강 신체적 정신적 을 위한 직장 내 서비스의 존재는 사내관계에 있어서 긍( , )

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 있는 심리사회. 

적 위험성 예방 관련 조사 항목이 에 포함되는 경우는 기업의 성격에 DUER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고용인 인 이하 사업장의 가 심리사회적 위험. 10 22%

예방 항목을 에 포함시킨 반면 이 비율은 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DUER , 500

공공의료시설의 경우 로 늘어났음 82%, 71%

❍ 은 노동법 규정에 따라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 DUER

14) Amira S. (2016), « La prévention des risques professionnels. Les mesures mises 
en œuvre par les employeurs publics et privés », Dares analyses, n°013, m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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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더위와 추위 노출 정도를 포함하여 직장 각각의 부서에서 식별된 직업, 

상 위험 목록을 포함해야 하며 부록에 조사에 참가한 직원의 비율과 직원 

개인의 평가에 유용한 집합자료를 첨부해야 함 또한 특정 카테고리에 따른 . 

위험성 분류 직장 내 행해진 모든 종류의 예방조치 등과 같이 고용주가 판, 

단하기에 유용하고 합당한 모든 정보들을 포함시킬 수 있음15). 

아 사회경제위원회 설치 의무화. (Comité social et économiques, CSE) 16)

❍ 는 노동법 에 의거 직장의 모든 형태의 대표단을 대체하는 기구CSE L.2315

로 기존의 직원대표소 직(instances représentatives du personnel, IRP), 

원대표단 기업위원회(délégués du personnel, DP), (comité d’entreprise, 

보건안전노동환경위원회 CE), (comité d’hygiène, de sécurité et des 

를 통합하며 년 월 일까지 인 이conditions de travail, CHSCT) 2020 1 1 11

상 근로자를 가지는 모든 직장 내에 설치되어야만 함

모든 직장이라 함은 법률적 형태와 기업의 활동 내용과 상관없이 모든 사기- 

업 시민사회단체 협회 공기업 준공기업 모두를 지칭함 의 임기는 , , , , . CSE 4

년이며 의 역할은 사업장의 크기에 따라 달라짐CSE .17) 는 고용주와 직 CSE

원대표단으로 구성됨

❍ 의 역할CSE

15) https://www.ameli.fr/hauts-de-seine/entreprise/votre-entreprise/outils-gestion-prevention-risques-  
    professionnels/duer 프랑스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16) https://travail-emploi.gouv.fr/dialogue-social/le-comite-social-et-economique/article/cse-definition  
    -cadre-et-calendrier-de-mise-en-place 프랑스 노동부 사이트 
17) 노동법 와  L. 1111-2 L. 1251-54 

인 이하 사업장11-50 인 이상 사업장50

- 는 직원대표 의 권한을 행사하며 고CSE (DP)

용주에게 개인 또는 직원 단체의 불만 사항

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 임금 노동법 적용 ( , 

등)

- 직장 내 건강 안전 및 근무 조건 개선에 , 

기여하고 직장에서의 사고 또는 직업병과 관

- 는 직원의 집단적 표현을 보장할 책임CSE

이 있으며 경영 경제 및 재정 개발 직장 , , 

내 조직 전문 교육 생산 기술 등과 관련된 , ,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기존 의 역할을 대체하여 직장 내 CHSCT

건강 안전 및 근로조건과 관련한 특권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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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조사를 수행한다. 

- 법률 조항의 적용과 관련된 모든 불만 및 

관찰 사항 차별 괴롭힘 보건과 안전수칙 준( , , 

수 등 을 노동감독관에게 제소할 수 있다) .  

진다 예를 들어 임산부 직원에게 노출될 . , 

수 있는 직업상의 위험 분석 여성과 장애인, 

의 모든 직업적 접근 및 유지의 촉진 출산 , 

관련 문제 해결 근무지 재배치 등에 기여할 , 

수 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적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할 수 있

다. 직장 내 도덕적 성적 괴롭힘과 성차별, 

적 행위 와의 투쟁을 위해 멤버 중 한 CSE 

명이 관련위원 으로 선출되며 선출(r f rent)é é

방법은 노동법 에 근거하여 L. 2315-32 2019

년 월 일부터 적용한다1 1 . 



제 장 직장내 괴롭힘 논의2   61 ■

제 절 직장내 괴롭힘 모형과 요인4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모형1. 

❍ 괴롭힘의 개념은 단일하지 아니하나 직장 내 괴롭힘을 연구하고 대처하기 , 

위한 개념 요소들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전개

❍ 한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모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

첫째 기업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가학적 인사관리 모형 둘째는 개별적 차- “ ” . 

원에서 이루어지는 따돌림형 괴롭힘 모형“ ” 

기업 차원의 가학적 인사관리는 비용절감을 통한 이윤극대화 동기에 의해 ⦁ 

이루어지고 기업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해고 금지 등 노동법 규제를 회피하

는 방법으로 퇴직을 강요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이루어짐 개별적 차원에. 

서 발생하는 따돌림형 괴롭힘 은 조직의 결속력 강화 혹은 리더의 지배방“ ”

식 공고화를 목적으로 비교적 소규모 조직 내에서 특정 직원을 고립 배제 , 

혹은 퇴사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가학적 인사관리 모형⓵ 

직장 내 괴롭힘 모형 중 가학적 인사관리- 18) 모형은 최근 기업의 경쟁력 강 

화를 배경으로 하는 생산방식과 노동방식의 변화를 추구하고 이것이 노동자

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발생 사용자의 경영방식이 노동자를 정신적. 

으로 괴롭히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고 그의 신체적 또는 정, 

18) 가학적 인사관리란 용어가 정확하게 학계에서 통일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세계적 신자 
유주의 확산과 함께 나타난 인사관리 방식 중 하나로 본다 자세한 것은 근로자에 대한 . “
가학적 인사관리 박지순 참조,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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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그의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거나 그러한 결과를 가지는 반복된 행위들로 나타날 경우에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하는 것19). 

경영진 비용절감 및 이윤추가 창출 결정 경영진 지시에 의한 부서별 구체, ⦁ 

적 목표 제시 및 할당 목표 혹은 할당 미충족 시 대상 선정 대상자에 대, , 

한 괴롭힘 퇴사 라는 과정을 거치게 됨 , 

따돌림 모형⓶ 

기업 수준이 아닌 개별 조직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모형에 대- 

한 연구는 스트랜드와 할버그 의 연구가 대표적 직장 내 괴롭힘이 비(2007) . 

난 거짓 모욕 불공정 배제 및 거부라는 단계를 거친다는 것 경영진이 특, , , , . 

정 직원에게 낙인을 찍고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심어주

고 경영진의 영향력으로 편견을 다른 직원들이 받아들이게 하여 피해자에 대

한 괴롭힘을 정당한 행위로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것. 

권력의 불균형 관계에서 이러한 현상이 확대 강화되게 되는 데 스트랜드와 ⦁ 

할버그는 정신과 의사의 경험을 토대로 상담 경험의 특징을 다음 같이 정

리했음 경영진은 처음에 피해자를 비방 함 다음으로 거짓된 소문. (slander) . 

을 내고  모욕적 행동과 발언을 이어감 피해자를 불합리(deceit) (insults) . 

하게 차별하거나 불공정 하게 대우하고 나아가 별종 취급(injustice) (special 

으로 배제시킨다는 것 최종적인 목적은 괴롭힘을 당한 개인을 treatment) . 

직장에서 해고 하는 것

19) 모든 노무지휘권 행사가 괴롭힘인가 어느 수준이 적정수준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모든  ? ? . 
직업적 활동은 정신적 괴롭힘의 상황과 관계없이 그 자체에 의하여 압박 인간관계의 문제 또는 스트, 
레스의 근원일 수 있으며 사용자의 일반적인 권한 행사는 비록 강압적일지라도 정신적 괴롭힘과는 , 
구별되어야 한다 가학적 인사관리는 사용자의 지시권의 범위를 넘어 목적 방법 결과 등에서 권한의 . , , 
남용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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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스트랜드와 할버그의 직장 내 괴롭힘 모형[ 2-2] 

차별에 기반 한 괴롭힘 모형⓷ 

종교 젠더 성 사회적 신분 학력 입사 방법 나이 노조 가입 등 피부색- , ( ), ( , , , ), , 

등에 기반한 괴롭힘이 발생하는 모형 다문화 국가의 경우 피부색에 기반한 . 

차별적 괴롭힘이 많이 발생하고 특정한 성이 많은 기업에서 소수인 여성에 

가해지는 차별적 처우와 괴롭힘이 많이 발생함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종교에 기반한 괴롭힘⦁ 20)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

로 보임 젠더 성 나이 노조 가입 여부 등에 기반한 괴롭힘은 사회복지시. ( ), , 

설에서도 관찰되고 있음

❍ 최근 및 는 그간의 괴롭힘 연구를 총Einarsen, Hoel, Zapf Cooper(2010)

괄하여 연구 및 관리를 위한 이론적 틀을 그림과 같이 제시, 

가해자의 괴롭힘 행위가 일어나고 피해자가 이를 지각하여 반응하여 조직과 - ,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피해자 개인의 성격이나 개인

사와 같은 개인적 특성이 작용하지만 개인적 사회적 맥락적 요인이 촉발 요, · ·

20)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을 채용 및 승진 시 우선하는 행위 업무 시작 시 특정 종교행사를 진행하다 , 
거나 반복적으로 전도하는 행위 시설 종사자에게 특정 종교의식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지, 
시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종교 조직에서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종교 조직이 사회복지 시. 
설을 운영하는 목적이 선교이므로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포교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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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되며 조직의 정책이 이를 제어하는 경우 억제요인으로 작용, 

해당 요인들은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러한 전 과정은 해당 사- , 

회의 문화 경제적 등 요인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 

요컨대 직장 내 괴롭힘을 일정 개인이나 조직에서 나타나는 지엽적이고 일시- 

적인 문제가 아니라 매우 유기적이고 시스템적인 문제로 파악하고 있음

그림 직장 내 괴롭힘의 연구 및 관리를 위한 이론적 틀[ 2-3] 

출처 및 : Einarsen, Hoel, Zapf Cooper(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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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원인2. 

선행연구 논의1) 

❍ 직무 관련 스트레스에 의해 좌절하거나 공격성을 나타내는 문제로서 괴롭힘

의 원인을 설명하기도 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듯 괴롭힘의 .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명확하지 않으나 따돌림

연구에서 추론 가능(mobbing) 

따돌림의 선행요인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따돌림은 직무상황 속의 결함에 - 

의해 작용하는 역할에 의해 유발된다고 주장(Neuman & Baron, 2003)

첫 번째는 수정된 좌절 공격 가설로 직무상황이 높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 

경우 조직구성원들은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 공격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사건들이 피해자(Berkowitz, 1989) , 

의 행동에 영향을 줌으로써 공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과 Felson

의 사회적 상호작용주의에 의한 두 번째 가설로 설명 박경Tedeschi(1993) (

규 최항석 에서 재인용· , 2007 ).

는 역할갈등과 시간 압박 불확실성이 높고 통제가 낮은 조직 환- Zapf(1999) , 

경에서는 갈등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았고, 

와 은 역할갈등 역할 모호성이 증가하고 피드백이 결Cooper Payne(1978)⦁ 

여될수록 직무스트레스는 증가하게 되며 과 는 구, Einarsen Raknes(1997)

성원의 역할갈등을 크게 지각할수록 업무에 대한 도전감이나 통제가 부족, 

할수록 따돌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음 박경규 최항석( · , 2007

에서 재인용)

조직 관련 상황 요인과 관련하여서는 과 - Bjorkqvist, Osterman

는 엄격한 위계구조 권위적 분위기 의사소통의 부족이 따Lagersptz(1994) , , 

돌림의 주요 원인이라 주장하였고 는 경쟁 지향적인 분위기가 , Vartia(1996)

강할수록 따돌림의 정도가 높아진다고 주장 박경규 최항석 에서 재인용( · ,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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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의 연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가해자와 피해Bowling Beehr(2006)⦁ 

자 사이에 존재하므로 한 조직 내 다수의 괴롭힘 가해자와 다수의 피해자

가 양산될 경우 조직문화와 근로환경을 포괄하는 조직 내 구조적 차원의 

문제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봄

박지순 외 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장에서 성과주의 인사관리의 일환으(2014)⦁ 

로 문제되고 있는 가학적 인사관리 의 방식과 유형 분석 관련 판결을 검‘ ’ , 

토하였음 분석결과 가학적 인사관리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기업의 경영상 .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행되는 인사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저성과자 (

퇴출 프로그램 전략적 성과관리 프로그램 역량향상 프로그램 특정 원인 , , ), 

행위 성희롱 징계 내부고발 에 의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업무수행의  ( , , ) , 

일반적 기준이 가학적 관리로 인식되는 경우 입주민과의 불화 표준화된 고( , 

객응대지침 가 있었음 )

한편 직장 내 괴롭힘 현상이 해당 사업장이 처한 구조적 상황 특성에 기인- 

하는 것으로 진단하기도 함

는 미국경제의 서비스 부문의 지속적 증가 글로벌 경영환Yamada(1999) , ⦁ 

경으로 인한 이윤의 축소와 업무의 과중화 비노조 사업자의 확산으로 인, 

한 근로자 측의 교섭력 악화 여성 근로자와 이민자 유입 등에 따른 근로, 

자구성 다양화와 저 숙련층에 대한 단순 관리감독의 증가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비정형근로자에 대한 증가 등의 요인이 원인이라고 지적 문강(

분 에서 재인용, 2017 )

사회복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원인2) 

사용 종속관계(1) -

❍ 독일법 체계에서 고용관계는 일정한 사용 종속 관계를 전제로 함 한국 판례- . 

에서도 종속관계는 근로자 판단 여부의 핵심적 기준임 문제는 여기서 말하. 

는 종속성의 범위와 한계의 모호성임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제공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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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방식의 고용계약에서 실상은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자에게 전인격적 지배를 요구하기 때문임21) 종속성에 기반한 노무지휘. 

권의 행사는 고용계약의 본질적 특성으로 이해되곤 함 노무지휘권의 남용이 . 

노동자의 존엄성을 침해할 경우 문제가 됨

사회복지시설에서도 고용계약에 의한 사용 종속관계에서 단순히 노동력을 제- 

공하는 것 이상의 종속이 발생할 수 있음 직장 내 괴롭힘 중 업무 이외의 . 

것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은 것은 근본적으로 고용계약의 사용 종속적 특성에-

서 발생한 것임

문화적 요인 봉사자론적 순종(2) ( )

❍ 문화적 요인에서 다른 분야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군사독재 정권이 사회적 

권력층을 형성하면서 군사주의적 직장 문화라는 수직적 조직문화 관습이 직

장 괴롭힘에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음

사회복지 시설도 이러한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았다고 볼 수 있으나 다른 - 

특징도 있을 수 있는 데 사회복지 업무 특성이 반영된 봉사자론임 제공되는 . 

노동력의 특징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봉사에 해당하며 업무의 특성상 순종, 

인내를 요구받기 때문 노동자들도 봉사자론을 내면화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을 업무적 특성으로 수용하게 되고 사용자의 권한 남용이 쉽게 용인되도록 

한 것임

사회복지시설의 불안정성과 영세성(3) 

❍ 복지시설은 대부분 국가의 복지 역할을 민간이 위탁받아 행해지고 조직 내 

갈등이 발생할 경우 재위탁 재계약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라는 불안정성이 , 

직장 내 괴롭힘이 용인되는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영세한 명망가 . 

개인 혹은 작은 규모의 종교 재단에 의해 이루어지다보니 구제 장치 보호 , 

21) 마치 프로리그 선수들과 구단이 계약할 때 단순히 성적만으로 계약하지 않고 일상생황 , 
훈련방법 등 포괄적으로 요구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회사에 종속된 시간 뿐만아니라 종
속되지 않는 시간도 회사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은 전인격적 지배를 추구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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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마련을 위한 재정적 인력적 여력이 거의 없는 실정 , 

 

견제 장치 및 감시 행정 체계의 부재(4) 

❍ 노동조합 조직률이 매우 낮고 관리하는 공무원이 너무 적다보니 사회복지시

설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에 대해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게 된 것

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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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결과3. 

❍ 와 는 피해자에게는 과도한 불안과 우울 불면증 신경Carbo Hughes(2010) , , 

증 대인기피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 , Mikkelsen

과 은 두통 위장병 만성피로증후군과 같은 생리적인 문제Einarsen(2002) , , 

가 발생할 수 있고 강대석 김하연 에서 재인용 자살이나 가해자를 살( · , 2013 ), 

인하는 등 극단적인 상황도 발생시킨다고 함

직장 내 괴롭힘의 부정적인 효과로 과 는 피해자의 조직- Hoel Cooper(2000)

만족과 몰입감소 은 몰입과 근무시간 감축, Person(1998) , Djurkovic, 

및 는 이직의도 증가가 있으며 McCormack Csimir(2004) Hansen, Houg, 

및 및 Persson, Karlson Ørbæk,(2006), Lutgen-Sandvik, Tracy 

는 괴롭힘을 당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목격자까지 확대된다는 Alvert(2007)

연구가 있음 강대석 김하연 에서 재인용( · , 2013 )

한편 사회적 권력에 의해 인지적 평가 및 감정이 상이하게 적용된다는 점에 - 

착안하여 권력이 적은 구성원은 이에 대한 통제 가능성이 낮아 비 시민적 행

동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게 된다는 국내 연구가 있음 김명환( , 2016)

❍ 한편 직장 괴롭힘은 직접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의료비 직장 내 스트레스로 , , 

인한 보상요구나 관련 소송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간접적으로도 근로자의 참여 위임 신뢰의 훼손에 따른 조직에 헌신의 상실- , , , 

개선기회의 상실 두려움과 불신 적대감 굴욕감 실수의 은폐 사보타지 및 , , , , , 

상호간 보복 등의 악영향이 증대하고 나아가 적대적 근로환경으로 말미암은 , 

기회비용의 손실도 심각 문강분 외 에서 재인용(Yamada, 1999;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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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연구5

❍ 우리나라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관심이 최근 증가하면서 구미영 천재, 

영 서유정 정슬기 서유정 서유정 이지은 및 , , (2015), (2013), , (2016a; 2016b) 

송민수 홍성수 외 김근수 외 문강분 외 등의 양(2015), (2017), (2017), (2017) 

적 조사와 일부 직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에 근, 

거하여 개선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 

❍ 서유정 외 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실태조사(2016)

괴롭힘의 초기 실태조사로 일컬을 수 있는 년과 년의 실태조사를 - 2008 2010

바탕으로 년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직장에서의 따돌림 실태를 보고2013

하였음 조사대상 근로자 중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직전 개월간 . 6

직장 내 괴롭힘에서 안전했던 근로자는 에 불과13.4%

그러나 자신을 괴롭히는 행위가 따돌림이라고 인지하는 비율 년 (2008⦁ 

년 은 응답자 스스로가 막연하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5.7%, 2010 4.1%)

여기는 비율 년 년 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어(2008 12.4%, 2010 12.9%) ,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면서도 무엇이 따돌리는 행동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 이 연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해 조직이 감당해야 할 잠재적 비용⦁ 

은 괴롭힘 건당 조직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최소 만원으로 추산된다1 1,548

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음 서유정( , 2013).

한편 년 실시한 개 분야 업종의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2015 8 4,589

에 의하면 전체 업종에 걸쳐 의 근로자가 괴롭힘 경험이 있는데 특히 , 16.5% , 

교육 과 일반 서비스 에서 괴롭힘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남(25.3%) (19.0%) . 

한편 가해자의 유형에 대해 일반서비스업과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10.3%) ⦁ 

에는 고객으로부터의 괴롭힘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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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가해자는 직속 상사 였으나 일반 서비스업은 피해자(52.0%~74.1%) , 

의 보건의료는 피해자의 가 고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고 43.2%, 40.5%

응답하였음 서유정( , 2015).

이후 년 국내 개 산업분야의 직장 괴롭힘 실태조사에서는 직장인 - 2016 15

가 지난 개월간 주 회 이상 반복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였다21.4% 6 1

고 응답했으며 는 개월간 월 회 이상 직장 괴롭힘을 경험하였다고 , 4.3% 6 1

응답하였음 서유정 이지은( · , 2016a).

본 조사의 결론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대응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 ·

서는 법령의 정비 및 세부화 명확화 부처 내 전담기구 및 협의체 운영 예방· , , 

교육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인력 양성과 콘텐츠 개발과 같은 형태가 있을 수 

있음

조직적 차원에서는 최고 경영자 및 사업주의 강력한 메시지 전달 규정 지, ·⦁ 

침 등의 내부 정책 수립 전담 인력 부서의 운영 노동조합과의 적극적 협, · , 

력 관리자와 근로자의 교육 및 인식개선을 들 수 있음 개인적 차원에서는 , . 

역량교육 강화 및 직장 괴롭힘 관련 교육에의 적극 참여 자아 성찰과 같, 

은 방법을 제시 서유정 이지은( , , 2016b).

❍ 구미영 외 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실태조사(2016)

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실태조사 구미영 등 에서는 괴롭힘 유형- 2015 ( , 2015)

은 행위 주체인 가해자를 조직 내부 또는 외부로 나누고 조직적 경영방침에 , ·

의한 괴롭힘 구조적 괴롭힘 개인적 괴롭힘 가해자가 조직 내부 구성원인지( , ), 

고객에 의한 괴롭힘 조직 내부적인 괴롭힘 차별적인 성격인지 차별적인 괴( , ), (

롭힘 차별과 무관한 괴롭힘 에 따라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 ) 6

여성의 젠더 괴롭힘 행위 경험 빈도는 회로 주 회 이상 경험하는 것33.2 1⦁ 

으로 나타나서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가 괴롭힘에 더욱 취약하다고 보고 구(

미영 등,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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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차원에서는 괴롭힘에 대한 노동 관계법의 법제화를 통한 대안 마련이 - 

필요하다고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예방조치 마련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 

진에 관한 법률 등에 노동조합의 의견 반영 괴롭힘을 인권 차별로 간주하고 , 

이를 통한 금지 및 예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구미영 등( , 2016)

❍ 송민수 외 한국노동연구원 조사(2016)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주관한 근로 환경조사 제 차 년도 자료 년 를 토- 4 (2014 )

대로 직무 관련 요인과 괴롭힘의 인과관계 분석결과 물리적 근골격계 정신적 · ·

위험 노출강도가 높아질수록 저녁 근무를 많이 할수록 마감 시간이 엄격한 , , 

근무환경일수록 공식적 성과평가가 존재하는 직장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 확, 

률은 높아진다는 결과 도출

아울러 고용형태 차별이 존재하고 스트레스가 만연한 환경 사업 직제, , , , ⦁ 

조직 개편 등 중대한 변화를 경험한 근로환경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 확률

이 증가한다고 보았음 반면에 상사가 부하 직원을 인격적으로 존중할수록. , 

그리고 직장 내 든든한 동료가 있다고 확신할수록 직장 내 괴롭힘 확률은 

감소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 송민수( , 2016)

조직분위기도 괴롭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근무환경에 있어 질투와 - , 

시기의 존재 여부 조직 구성원간 경쟁 정도 파벌 과소평가 여부를 조직분, , , 

위기로 보아 이것이 우호적일수록 직장 내 따돌림의 정도는 작아진다고 하였

음 조직구성원들은 부정적인 조직분위기 하에서 일을 할 경우 스트레스를 . 

받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흥분하고 분노를 느끼게 되며 주변 상황을 부정적, 

으로 인식하게 되어 경우에 따라 좌절감을 느끼거나 공격성향을 띄게 되고, , 

이것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타인에 대한 따돌림을 하게 된다는 것임 송(

민수, 2016)

❍ 홍성수 외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2017), ( )

첫째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을 분석한 결과 객관적 방법으로 측정한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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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년간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피해 경험 1 73.3%, 

행위의 개수는 평균 개로 나타남10.0

주관적 방법으로 측정한 유형별 괴롭힘 피해경험은 개인적 괴롭힘 경험이 ⦁ 

전체 응답자의 집단적 괴롭힘 경험이 에서 나타났고 조직적 39.0%, 5.6% , 

괴롭힘 유형으로 경영 전략 차원의 괴롭힘이 노동조합 활동이나 근22.4%, 

로자들의 모임 방해 괴롭힘이 4.6%

괴롭힘 피해 경험자들은 괴롭힘에 대해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는 경우가 ⦁ 

많았고 대처하였더라도 괴롭힘 행위자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거나 , 

기껏해야 개인적 사과를 하는 정도로 마무리되고 피해자가 불이익을 입는 , 

경우가 많았음 

괴롭힘 피해의 영향을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진지하게 이, ⦁ 

직을 고민 상급자나 회사에 대한 신뢰 하락 업무 능력이나 (66.9%), (64.9%), 

집중도 하락 동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짐 등의 부정적 영(64.9%), (33.3%) 

향이 나타났고 괴롭힘으로 인하여 실제로 이직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았음, . 

특히 스스로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주관적 피해자의 경우 괴

롭힘 피해로 인한 업무 관계상의 부정적 영향의 정도가 더욱 높게 나타남, . 

또한 피해 경험자의 상당수가 괴롭힘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 , 

부정적 영향을 경험함

둘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의 간접적 경험을 조사한 결과 최근 년 이내에 - , 1

현재 직장에서 다른 직원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전해들은 경험

은 전체 응답자의 에서 나타남27.6%

괴롭힘 피해의 간접적 경험자들도 직접적 경험과 유사한 수준의 피해를 경⦁ 

험하는 것을 볼 때 직장 내 괴롭힘은 괴롭힘의 직접적 대상만이 아니라 , 

직장 구성원들에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라는 측면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겠음

셋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응답자들의 직장 내 괴롭- , , 

힘에 대한 민감도는 피해 경험에 비하여 낮은 편이었고 세대별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남



■ 74  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2019

업무 관련 괴롭힘 피해 경험이 많았던 반면 업무 관련 괴롭힘보다는 개인⦁ 

적 대인간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고 응, ‘ ’

답한 비율이 더 높아서 업무 관련 괴롭힘이 직장에서 널리 허용되고 있다, 

고 평가할 수 있음 

넷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장의 태도를 분석한 결과 자신의 직장에서 - , 

직장 내 괴롭힘을 실적이나 성과 향상을 위한 일반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

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명 중 명 정도가 매우 또는 어느 정도 그렇다고 답4 1

하였고 명 중 명 정도는 자신의 직장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하지 , 3 1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가 자신의 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중, 40.1%

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 

다섯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체계는 미비하였음 응답자들은 직장 동- , . 

료 상급자 회사의 적절한 대응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았고 상담이나 고충 , , ,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담당자 또는 창구가 있는 경우도 수준에 불21.2% 

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책이나 대응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사례는 적. 

었으며 현재 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교육 훈련을 받은 경험은 , ‧

에 그침 홍성수 외22.5% ( , 2017)

❍ 김근수 외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한국노동연구원(2017), ( )

직장 내 근무환경에 대한 조사결과 현 직장 내 직원의 고민 불만 고충 갈- , , , 

등 등을 접수하는 상담창구 설치 여부에 대한 응답을 보면 상담창구가 설치‘

되어 있지 않음 의 비율이 사내에는 있고 사외에는 없다 가 ’ 40.1%, ‘ , ’ 19.9%, 

있는지 없는지 모름 은 를 보임 ‘ ’ 14.5%

첫째 과거 년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직접적 피해 경험 이 있는 응답자- , 5 ‘ ’

는 로 나타남 성별로는 여성 보다는 남성 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66.3% . ‘ ’ ‘ ’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업종별로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 ‘ , , 

업 업종에서의 피해 경험이 타 업종 대비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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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 당한 직장 내 괴롭힘 유형으로 정신적인 공격 이 로 가장 ‘ ’ 24.7%⦁ 

높았고 과대한 요구 인간관계에서의 분리 등의 순으로 , ‘ ’ 20.8%, ‘ ’ 16.1% 

나타남.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의 대부분의 가해자는 상사 선배 등 상위 직급인 것‘ · ’ ⦁ 

으로 나타남

대부분의 피해자가 자신들이 겪은 피해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을 보인 것으⦁ 

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 무엇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 ‘ ’

이라 응답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회사의 인정이 있은 후 가해자들은 회사 측의 징, ⦁ 

계 배치전환 등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신적인 공격 유형의 경우 아· , ‘

무것도 하지 않았다 또한 높게 응답 됨’ 

 

둘째 과거 년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간접 경험 목격 상담 여부에 대해 - , 5 ( / ) 

가끔 경험 한번 경험 반복 경험 로 전체 응답자 ‘ ’ 40.6%, ‘ ’ 34.7%, ‘ ’ 5.5% , 

명 중 명이 경험10 8

가장 최근에 간접 경험한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직접 경험과 마찬가지로 ⦁ 

정신적인 공격 이 로 가장 높음 그 뒤로 과대한 요구 인‘ ’ 23.7% . ‘ ’ 20.1%, ‘

간관계에서의 분리 등의 순 성별로는 남성 과 여성 모두 정신적’ 18.0% . ‘ ’ ‘ ’ ‘

인 공격 을 간접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남성은 과대한 요’ , ‘

구 여성은 인간관계에서의 분리 가 상대적으로 높음’, ‘ ’

직접 경험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피해 유형의 가해자는 상사 선배 등 상‘ · ’ ⦁ 

위 직급

셋째 과거 년간 직장 내 괴롭힘 가해 경험이 있다 는 응답은 이며- , 5 ‘ ’ 27.4% , 

가해 경험 응답자 중 회 경험 은 회 이상 반복 경험 은 ‘1 ’ 13.6%, ‘1 ’ 13.8%. 

성별로는 상대적으로 여성 보다 남성 에서 가해 경험률이 로 높음 ‘ ’ ‘ ’ 33.6%

직장 내 괴롭힘 직접 가해를 인지했다는 응답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 

이며 그중 는 가해자와 직장 모두 당시 상황을 인지 및 지적57.3% , 18.0% ‘ ’

했다고 응답

가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지 못했다 는 응답 또한 로 높은 ‘ ’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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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가해 경험자 중 는 직장 내에서 괴롭힘 행위에 대해 직장 내 . 65.5%

대응 조치가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자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 ‘

지도했다 가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무대응 또한 로 높은 ’ 26.5% ‘ ’ 34.5%

응답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직장의 대응에 대해 는 납득 하였다고 43.3%⦁ 

응답한 반면 는 납득하지 못했다고 응답, 56.7%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관련 활동의 경험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를 위한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직장 내 의사소통 활성화 

등에 관한 강습이나 연수회 경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강습이나 (37.2%), 

연수회 경험률 상사가 부하를 대하는 방법에 대한 강습이나 연수(32.4%), 

회 경험 으로 나타남(25.2%)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이나 해결을 위해 회사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이나 해결을 지원 이 로 가장 높게 나타‘ ’ 37.2%

남 이어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해결에 대한 경영진의 선언 및 방침 이 . ‘ / ’

재발방지 조치 가 등의 순으로 응답35.2%, ‘ ’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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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과업은 선행연구 검토 국내외 사례분석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 , 

괴롭힘 실태조사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에 대한 사례조사 관련 , , 

집단에 대한 심층집단면접조사 등임

그림 연구과업과 절차[ 3-1] 

❍ 실태조사를 위한 구조화된 설문지 개발 및 연구설계를 위한 문헌조사

검토대상 선행연구 -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 및 처우 근무환경 등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일반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위한 선행연구와 문헌 검토⦁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련 현황분석 및 실태조사 분석⦁ 

타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련 실태조사 검토⦁ 

문헌조사의 활용-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원인 경로 등 파악, , ⦁ 

사회복지시설 특수성을 고려한 연구설계 및 조사방법 등 마련⦁ 

사회복지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한 설문지 개발 및 면접조사 질문 등 방향 ⦁ 

설정 

제 절 연구과업과 내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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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관련 법규 제도 및 사례분석, 

검토대상 국내외 제도 및 사례 - 

일본 미국 프랑스 등 해외 각종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제도 및 대, , ILO, ⦁ 

응방안 분석

근로기준법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 및 제도 판례 등 분석, ⦁ 

취업규칙 등 국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대응현황 분석⦁ 

서울시 관련 제도 및 규정 분석⦁ 

국내외 법 제도 등 조사의 활용 - ,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지 개발 ⦁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확인을 위한 설문조사

설문조사의 진행과정- 

사회복지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한 직장 내 괴롭힘 설문지 개발⦁ 

설문조사 설계 및 분석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조사대상 서울특별시립 또는 시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온 오프라인 설문조사 명 이상· (1,000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 현황을 고려한 표본추출⦁ 

조사내용과 기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의 방법을 고려한 합리적 ⦁ 

조사방법 선택

설문조사 결과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접 또는 간접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의 특수한 유형 발생 확인⦁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요인⦁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현황 및 문제점 파악⦁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 마련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시설장 전문가 등 면접조사,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면접조사- 

조사방식 종사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면접조사 방식으로 운영: 1:1⦁ 

조사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유형 등을 고려한 선정: ⦁ 

조사내용 면접조사를 통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의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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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경로 시설의 대응 방향 등 구체적 내용을 파악, 

결과 활용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 사례조사로 활용하고 사회복: ⦁ 

지시설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설문지 개발의 근거로 활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설장 관련 분야 활동가 전문가 등에 대한 집단심층- , , , 

면접조사(FGI)

조사방법 집단심층면접조사: ⦁ 

조사대상 학계 및 정책전문가 개 집단 기관 시설장 개 집단 단체 활: 1 , 1 , ⦁ 

동가 등 개 집단 종사자 개 집단 개 집단 내외1 , 1 (4 )

조사내용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청취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 , ⦁ 

힘 관련 현행 정책 제도의 문제점과 원인분석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 , 

힘 대응 시스템 구축 방안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해결 방, 

안 제도 개선점 등, 

결과 활용 실태확인에 기반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장 내 괴롭힘의 : ⦁ 

실태를 재확인하고 관리방안 등을 도출,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대응방안의 검토와 마련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방안 제안 -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매뉴얼 개발 방안 마련 등 - 

❍ 활용도 높은 연구 진행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Working Group) 

운영방향 및 목적- 

실태조사 연구의 진행에 있어서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실무자로 구성된 ⦁ 

워킹그룹 을 구성하여 연구의 실효성을 향상(Working Group)

주요 연구진행 단계별 워킹그룹 회의를 통하여 의사결정⦁ 

구성- 

사회복지종사자 실태조사 전문가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실태조사 연구책임(⦁ 

자 사회복지노조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 노인복지관협회 여성복지), , , , 

시설 시설장 인권전문가 민주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 소속 노무사 서울시 , , , 

담당 부서 팀장 및 실무자 연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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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사업추진체계[ 3-2] 

단계 주요 내용

연구 
및

조사설계
단계 

문헌 
및 
정책 
분석

▶ 연구계획  및  연구방향 
수립

- 연구원 및 협력자 회의를 통한 연구계획 
및 연구방향 수립

선행연구, 
실태 정책 및 , 
법제도 등에 
대한 

검토분석을 
통한 

연구방향수립 

▶ 선행연구  및  법제도  등 
검토 및 분석 

- 선행연구 검토분석을 통한 문제점 파악·
- 관련 법제도 및 정책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 실태분석을  위한  심층·
설문 내용의 확정

-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위한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내용 확정 

   

조사 
및 

분석단계

조사
연구
및 
분석

▶ 국제기준  및  외국제도 
검토 및 분석

▶ 국내 법규 검토 및 분석
▶ 시사점 도출

- 국제기준 프랑스 영국  등의  관련 ILO  ,  , 
법제 및 사례 검토 및 분석

- 국내 법규 및 고용노동부 매뉴얼과 사례 
검토 및 분석

- 시사점 도출 국제기준 및 
국내외제도와 
사례분석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집단심층면접
조사 분석과 
시사점 도출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괴롭힘 실태조사

▶ 검토 및 분석

- 시설유형 등을 고려하여 표본 할당 종사. 
자 대상 설문조사 

- 사회복지시설  괴롭힘  실태 원인 특성 ,  , 
및 시사점 도출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면
접조사

▶ 검토 및 분석

- 사회복지시설의 구조와 맥락 속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살펴보기  위하여  면접조사 
실시

- 사회복지시설 괴롭힘 특성 및 시사점 

▶ 시설장 종사자 중간관,  , 
리자 활동가 전문가 ,  , 
등 심층면접조사

▶ 검토 및 분석

- 설문조사에서 밝혀진 실태에 대한 확인과 
이를 고려한 현안 쟁점과 원인 분석 향, 
후 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

-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중간자문회의
▶ 중간보고회

- 중간보고회

법제도 및 
정책 방안 
도출단계

법
제도 
및 
정책
방안 
제시

▶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책마
련을 위한 법제도 및 정
책방안 도출

-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의  특징을 
반영한 법제도 및 정책방안 마련 

-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종사자 시설 행정,  , 
기관별 인권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
한 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 최종 자문회의
▶ 최종보고회

- 현황과 실태에 대한 홍보 및 개선방안 자
문회의 자문의견 반영한 개선안 제시, 

▶ 최종보고서 제출 -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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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설문지 개발과 설문조사2

조사대상과 표집방법1. 

❍ 조사대상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 서울특별시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후 수가 보상에 의해 기관을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 

시설과 사회복지사를 고용하지 않고 보육서비스 제공이 주요 활동인 어린

이집은 제외

- 시설 근무경력 년 이상 사회복지사와 종사자1

지난 년 동안 년 이상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시5 1⦁ 

설 종사자 및 퇴직자 퇴직 년 이내 포함 년 이상 불포함( 1 , 1 ) 

이직 휴직 등으로 현 기관 재직기간 년 이하일지라도 최근 년 이내 서, 1 5⦁ 

울시 사회복지시설 경력이 년 이상이면 응답 대상에 해당1

시설장 시설장은 제외, ⦁ 

❍ 표집방법

비확률표집의 할당표집-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형태의 차이가 많은 서비스 형태 이용시설과 생활시- (

설 와 서비스 대상 지역 노인 장애인 등 별 종사자 비율을 고려한 비례 할당) ( , , )

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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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시설 수 및 종사자 수 정원 현황 년 월 기준3-1 ( ) (2019 08 )＜ ＞ 

비고 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기준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집 제외: 2019 , 

소관부서 시설종류 형태 시설유형 시설종류 시설수 
종사자수 
기준정원( : ) 

복지
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시설
생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14 316 
양로시설 시립( ) 2  49 
양로시설 법인( ) 5 52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 4 

이용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지원센터 28 117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3 29 

인생이모작
지원과

노인복지시설 이용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35 1,157 
소규모 노인복지관 53 301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시니어클럽( ) 15 90 

자활지원과
노숙인시설

생활 노숙인자활시설 등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 35 362 

이용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 , 
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 12 143 

지역자활센터 이용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30 195 

장애인
복지정책과

장애인
복지시설

생활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지체 시각 청각언어 지적 중증( , , , , , 

영유아) 45 1,819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40 232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77 173 

이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 , 
훈련시설 127 712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 30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
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2 378 

장애인
자립지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
설

장애인복지관 49 1,708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 , 
센터 7 181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26 154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1 210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6 652 
지역돌봄
복지과

사회복지관 이용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98 1,824 

시민
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정신보건시설
생활 정신요양시설 등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67 83 

이용 정신재활시설중 이용시
설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44 237 

질병관리과 결핵한센시설, 생활 결핵 한센시설, 결핵 한센시설, 1 9 

여성
가족

정책실

가족담당관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34 1,188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4 3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3 70 
자립지원시설 자립지원시설 3 13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된 곳에 한함 3 15 

이용
아동상담소 등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 2 16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7 119 

아이돌봄
담당관

아동복지시설 이용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441 1,078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25 100 

가족담당관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생활 모자가족복지시설 등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 , 

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25 107 

이용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1 2 

여성권익
담당관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생활 일반지원시설 등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 , , 
지원공동생활시설 13 59 

이용 자활지원센터 등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7 52 

성폭력피해
보호시설

생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 
10 

이용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 16  68 

가정폭력
보호시설

생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
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1 57 

이용 가정폭력상담소 등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14 76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용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
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5 585 

평생
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청소년

복지시설
생활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8 101 

전체 1,698   1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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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대상과 형태에 따른 비례 할당표집 명 표집 및 조사결과           3-2 (1200 ) ＜ ＞ 

단위 명( : , %)

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참조 * 2019

소관 시설/

생활시설 이용시설

시설
기관
수

종사
자수

종사
자비
율

표본
수

조사
결과

시설
기관
수

종사자
수

종사자
비율

표본
수

조사
결과

복지

노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 
인의료복지시설 학대, 
피해노인전용심터

22 421 2.81 34 34

재가노인복지시
설 노인여가복지, 
시설 노인보호전, 
문기관 노인일자, 
리지원기관

134 1694 11.32 136 137

아동

아동양육시설 아동일, 
시보호시설 아동보호, 
치료시설 자립지원시, 
설 공동생활가정, 

47 1319 8.81 106 107

아동상담소 아동, 
전용시설 지역아, 
동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가정위, 
탁지원센터 다함, 
께돌봄센터 년 (19
월 일부터 적4 16

용)

475 1313 8.77 105 106

장애인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중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62 2224 14.8
6 178 179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 
애인의료재활시
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339 4025 26.89 322 246

노숙인
노숙인자활시설 노숙, 
인재활시설 노숙인요, 
양시설

35 362 2.42 29 41

노숙인종합지원
센터 노숙인일시, 
보호시설 노숙인, 
급식시설 노숙인, 
진료시설 쪽방상, 
담소

12 143 0.96 11 14

지역 사회복지관 98 1824 12.19 146 154

기타 결핵 한센시설, 1 9 0.06 1 1 지역자활센터 30 195 1.30 16 12

정신 정신질
환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 
활시설중 생활시설 67 83 0.55 7 7 정신재활시설중 

이용시설 44 237 1.58 19 20

여성, 
가족

성매매
피해 

지원시
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지원, 
시설 자립지원공동생, 
활가정

13 59 0.39 5 5 자활지원센터 성, 
매매피해상담소 7 52 0.35 4 4

성폭력
피해보
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 10 0.07 1 1 성폭력피해상담
소 16 68 0.45 5 5

가정폭
력보호
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
설 11 57 0.38 5 5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14 76 0.51 6 6

한부모
가족복
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기(
본공동 자립 부자가, , ), 
족복지시설기본 공( , 
동 자립 미혼모자가, ), 
족복지시설기본 공( , 
동 자립 일시지원복, ), 
지시설

25 107 0.71 9 5 한부모가족복지
상담소 1 2 0.01 0 0

청소년

청소년쉼터 청소년 , 
자립지원관 청소년 , 
치료재활센터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18 101 0.67 8 5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25 585 3.91 47 46

합계 503 4752 31.75 381 390 　 1195 10214 68.25 819 750

총 표본 수 명 표본 수 명 조사결과 명1000 , 120% 1200 ,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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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의 분류

표 사회복지시설의 분류3-3＜ ＞ 

자료 사회복지시설안내: (2019)

소관부처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보건
복지부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법

복합노인시설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 제 조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31
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농어촌주민의보건복
지증진을위한특별법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복지법

어린이집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

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노숙인 등의 복지 ｢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결핵 한센시설･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여성
가족부

성매매피해지원
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
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보호
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
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보호시
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방지 및 ｢
피해자 보호 등에 관
한 법률｣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 공동 자립( , , ) 
부자가족복지시설기본 공동 자립( ,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 공동( , )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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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2. 

❍ 조사방법

본 실태조사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 원인 대응 - , , 

등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닐슨컴퍼니코리아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조사가 진행됨2019 10 14 11 15

온라인 조사를 위하여 서울시 관련 부서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조사대상자 이- 

메일 제공을 사회복지 관련 협회에 요청하였고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조사, 

대상자 이메일을 확보한 후 닐슨컴퍼니코리아가 개발한 전자설문지를 발송㈜

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음 

표 이메일 확보에 협조한 서울시 관련 부서 사회복지 관련 기관 협회   3-4 , , ＜ ＞ 

구분 서울시 관련 부서 및 협회

서울시 사회복지 
관련 부서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인생이모작지원과 자활지원과 장애인복지- , , , ⦁
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지역돌봄복지과,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질병관리과- ,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아이돌봄담당관 여성권익담당관 외국인- , , , ⦁
다문화담당관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서울시 사회복지 
관련 기관 협회, 

서울시노인복지협회⦁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서울시아동복지협회⦁
서울시여성복지연합회⦁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서울시장애인소규모복지시설협회⦁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서울노숙인시설협회⦁
서울정신재활시설협회⦁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서울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시여성폭력피해지원시설연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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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관련 협회 요청사항- 

제출대상 재직 중인 종사자 년 이상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재직자 시: (1 / ⦁ 

설장 제외)

제출서류 각 시설별 종사자 이메일 : ⦁ 

주의사항 반드시 설문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시설 보관 을 받: ( )⦁ 

은 후 제출

조사방법- 

전자설문과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등을 활용한 설문지 배포조사 병행⦁ 

서울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시니어클럽 서울지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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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의 개발과정과 구성3. 

설문도구의 개발1) 

❍ 기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실태조사 연구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한 설문지 확인

❍ 사회복지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한 설문지 개발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분석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종사자

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조사를 수행

문헌조사와 사례조사를 통하여 연구진은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설문- 

지 초안을 작성하였음

❍ 사회복지현장 실무자로 구성된 워킹그룹과 직장 내 괴롭힘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설문지를 정교화

설문지 개발을 위하여 연구진 회의 회 워킹그룹회의 회 월 일 월 - 2 , 2 (8 22 , 9 5

일 전문가 회의 회 월 일 이 메일을 통한 자문 회 중간보고를 실시), 1 (9 19 ), 1 , 

하여 수정

워킹그룹은 호서대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진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원 서울시 - , , 

사회복지사협회 직원 사회복지노조 활동가 서울시노인복지관 협회 직원 여, , , 

성복지시설 시설장 인권정책연구소 연구원 서울시 인권정책팀 관계 공무원, , 

으로 구성하였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사회복지 전공 석박사과정에 재학중인 대학원생 16

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응답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용어와 문장 

수정을 거친 후 설문문항을 확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음 설문지 개발과정은 .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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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설문지 개발과정[ 3-3] 

직장 내 괴롭힘 진단을 위한 설문문항 개발2) 

가 일반적 직장 내 괴롭힘 문항 개발의 주요 근거. 

❍ 주요 참고자료

국내 직장 괴롭힘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 2016),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실태와 제( . 2017), 

도적 규율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방지를 위( , 2017), 

한 사업장 매뉴얼 연구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 , 2018), 

매뉴얼 고용노동부( , 2019)

직업능력개발원 문항 한국노동연구원 문항 고용노동부 문항(25 ), (32 ), (24 )※ 

본 연구에서는 서유정과 이지은 이 수행한 직업능력개발원의 국내 직장 - (2016)

괴롭힘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의 설문문항을 토대로 하여 다른 선행연

구들이 사용한 문항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였음

❍ 설문 범주구성의 사례

일본의 직장 괴롭힘 유형 범주분류- 

신체적 공격 폭행 및 상해1) ( ) 

 예시 직접적 폭행 물건을 던짐 붙잡음 감금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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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위압적 태도 물건으로 공격, , 

정신적 공격 협박 명예훼손 모욕 심한 폭언2) ( , , , ) 

 예시 부적절한 질책 문구 주의 퇴직을 권고하는 발언 누명 트집 지나: / / , , / , 

친 간섭 관리 정신적 공격이 되는 불평등한 취급 재촉 폭언 협박적 / , , , , 

발언 불쾌 예의가 없는 발언 일방적 비난 노성 등 부적절한 호칭, , , , , 

인간관계 분리 격리 동료 분리 무시3) ( , , ) 

 예시 낮은 업무평가 내용 유포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 저지 불리한 불: , , (

평등한 목적으로 부서이동 배치전환 조롱 무시 부서이동 배치전환의 ) / , , , /

사유를 알려주지 않음 예의 없는 행동 상사 등이 업무 개선 등에 관, , (

한 의견 제안을 듣지 않음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함 부하 등이 지시) / , , /

명령 제안 등을 듣지 않음/

과대한 업무요구 업무상 불필요한 것 수행 불가능한 것을 강제함 일을 방4) ( , , 

해함) 

 예시 무리한 지시 이동 배치전환 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음 업무지시: , / , , 

를 명확하게 하지 않음 질병 부상 등에 배려하지 않음 협조하지 않음, / , , 

사적인 일의 강제 과도한 요구 과도한 간섭 관리 부적절한 시말서 등, , / , 

을 작성 불평등 취급 불법 내용의 지시 계약 외의 지시, , , 

과소한 업무요구 업무상 합리성 없이 능력이나 경험과 동떨어진 정도의 낮5) ( , 

은 일을 하게 하거나 일을 주지 않음)

 예시 업무를 주지 않음 업무 관련 도구 자원 정보를 주지 않고 업무에 : , / /

대해 언급함 기회에 대한 언급이나 기회를 주지 않음 근로일이나 근로, , 

시간을 단축함 능력과 경력에 비해 낮은 직무에 의한 이동 배치전환, / , 

계약 외의 수준이 낮은 일의 제공

프라이버시의 침해 사적인 일에 지나친 간섭6) ( ) 

 예시 개인의 특징 질병 장애 연령에 관한 부적절한 발언 차별적 발언: , , , (

을 포함 사생활 간섭 개인정보 등의 유포 휴식시간 등의 간섭 시간 ), , , , 

외의 강요 소지품 체크 사생활의 감시 도청, , , 

경제적 공격 부당한 평가나 근로기간 권리 박탈 등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줌7) ( , ) 

 예시 경제적 불이익 제재 부당한 평가 강등 등 성과에 대한 언급 사: / , ( ), , 

실상의 해고와 같은 고용을 종료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금, 

지 정당한 권리 박탈 정당한 권리에 대한 요구를 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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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공격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함8) ( )

고용노동부 의 직장 내 괴롭힘 유형 범주 분류- (2018)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1)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 예 물건던지기 주먹질 등( : , )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2)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거나 시비를 거는 행위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행위

 부적절하게 의심하거나 누명을 씌우는 행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 ( )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3)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상사의 관혼상제나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시키는 행위 예 ( : 

개인 심부름 등)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음주 흡연을 강요하는 행위/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업무 외의 대화나 친목 모임에서 제외하는 행위

 부당한 징계 부여 반성문 처벌 등( , ) 

피해자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4)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의 차별 행위, , , 

 힘들고 모두가 꺼리는 업무의 부여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배제 

 성과를 가로채거나 성과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주는 행위 ,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의 감시 예 롤 통한 감시( : CC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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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 주의사항이나 안전장비를 전달하지 않는 

행위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 

 정당한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

 불필요한 추가 근무 야근 주말 출근 등 의 강요( , )

나 사회복지시설 관련 특수한 직장 내 괴롭힘 문항도출. 

❍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면접조사와 직장1:1

갑질 의 사회복지 관련 상담사례 서울시 상담사례 등을 활용하여 설문119 , 

문항을 도출

사회복지시설 관련 특수한 직장 내 괴롭힘 문항 - 

종교의 자유 침해 종교행위 강요 종교기관 출석 등1) ( , )

원하지 않는 후원 및 기부 요구 등 경제적 괴롭힘 돈 물품 재능 등2) ( , , )

업무와 상관없는 외부인 시설 및 법인관계자 친인척 지도감독 기관 관계자 3) ( , 

등 의 부당하고 개인적인 요구수행 강요)

학대 신고의 저지4) 

비윤리적 업무 강요 문서조작 지원금 횡령 차명계좌로 급여일부 일체 등4) ( , , )

위험하거나 부적절한 업무환경에 방치 클라이언트 폭력 방치 함 민원 발생 5) ( , 

시 책임 전가 무조건적 사과 강요 등, ) 

다 직장 내 괴롭힘 진단 설문구성과 내용. 

❍ 일반적인 직장 내 괴롭힘 문항 개 문항 과 사회복지시설의 특수성을 고려(25 )

한 설문 문항 개 문항 을 통합하여 총 개 문항으로 구성(12 ) 37

일반적인 직장 내 괴롭힘은 고용노동부 의 자료를 참고하여 구성(2018)⦁ 

사회복지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한 설문문항은 종사자 면접조사 자료와 각종 ⦁ 

사례집을 자료를 활용하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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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직장 내 괴롭힘 유형과 진단 설문 개 문항(25 )

신체적 괴롭힘① 
나에게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했다 예 물건던지기 주먹질 등- ( : , )

정신적 괴롭힘② 
누군가 업무수행 과정에 정당한 이유없이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거나 시비를 걸었다- 
나에게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했다- 
나를 부당하게 의심하거나 누명을 씌웠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또는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 ( ) 

정서적 괴롭힘③ 
나의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했다- 

- 나에게 상사의 관혼상제나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했다예 개인심부름 등( : )
누군가 내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렸다- 
누군가 내 물건을 허락없이 가져가거나 망가뜨렸다- 
내 의사와 관계없이 회식참여를 강요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을 강요했다- /
나를 업무 외의 대화나 친목모임에서 제외했다- 
정당한 이유없이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징계를 하였다- 

업무환경 악화④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했다- , , , 
나에게 내 본연의 업무와 상관없이 힘들고 모두가 꺼리는 업무를 주었다- 
정당한 이유없이 내 본연의 업무와 관계없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았다-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를 제외했다- 
내 성과를 가로채거나 성과 달성을 방해했다- 
나에게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주었다- ,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했다 예 를 통한 감시- ( : CCTV )
사고위험이 있는 업무를 할 때 나에게 주의사항이나 안정장비를 전달해주지 않았다- , 
나에게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했다- 
나의 정당한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무시했다-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필요한 추가근무 야근 주말출근 등 를 강요했다- ( , )
성적 괴롭힘⑤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 또는 행동을 나에게 했다 이메일 전화- ( , , 
성적농담 성추행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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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의 특수한 직장 내 괴롭힘 유형과 진단설문 개 문항(12 )

❍ 개발된 직장 내 괴롭힘 진단을 위한 설문문항의 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성

표 설문지 영역별 분류표3-5＜ ＞ 

영역 문항 문항수

일반적
괴롭힘
유형

신체적 괴롭힘① 14 1

정신적 괴롭힘② 12, 16, 17, 19 4

정서적 괴롭힘③ 1, 10, 13, 18, 20, 21, 22, 25 8

업무환경악화④ 2, 3, 4, 5, 6, 7, 8, 9, 11, 23, 24 11

성적 괴롭힘 ⑤ 15 1

사회
복지
시설

괴롭힘
유형

종교 자유침해⑥ 26 1

경제적 괴롭힘⑦ 27, 28 2

특수 관계자 업무강요⑧ 29, 30 2

학대신고 저지⑨ 31 1

비윤리적 업무강요⑩ 32, 33, 34 3

근로환경 안전 미확보⑪ 35,3 6, 37 3

총계 37

종교자유침해① 
원하지 않는 종교행위 예 종교기관 출석 예배참배 등 를 나에게 하도록 하였다- ( : , · )
후원강요 등 경제적 괴롭힘② 

나에게 원하지 않는 후원 및 기부 예 돈 물품 개인재능 바자회 티켓강매 등 를 하도록 - ( : , , , )
하였다  .
나에게 급여나 수당의 일부를 떼어서 내도록 하였다 상납- ( )
특수관계자 업무강요③ 

나에게 법인 및 시설장의 특수관계자예 친인척 지인 등 의 부당한 요구를 수행하도록 - ( : , )
하였다  . 

- 나에게 업무와 무관한 상급기관법인 지도감독기관 등 관계자의 개인적 요구를 수행하도록 ( , ) 
하였다  
학대신고 저지④ 

시설 내 학대나 폭력피해를 인지하였으나 나에게 신고 등 법적 절차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비윤리적 업무강요⑤ 

나에게 불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나에게 부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도록 하였다- 
나에게 기관의 실적이나 문서를 조작하도록 하였다- 
근로환경 안전 미확보⑥ 

이용자의 폭언이나 폭행시도에 적절한 보호와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았다- 
나에게 이용자의 과도한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사과하도록 하였다- 
이용자 민원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나에게 전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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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4. 

❍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의 연구모형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의 원인으로는 개인 및 직무특성 시설특성 조직지원특- , , 

성으로 구분

직장 내 괴롭힘은 경험 유무와 괴롭힘의 정도로 확인-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해 발생하는 결과는 불안과 우울과 같은 심리적 영향- , 

직무몰입 서비스 질로 구분하여 분석, 

그림 연구모형 [ 3-4] 

❍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원인 변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일반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 고용형태 등- ( , )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상황 특성 시설규모 직원조직 존재 여부 등- ( , )

사회복지시설의 조직지원 인식- ‘ ’

조직지원 척도- 

윤일현 의 연구에서 활용한 척도를 사용함 해당 연구에서는 조직지(2011) . ⦁ 

원인식은 조직이 종사원들 스스로가 직무 행동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다양

한 지원을 통하여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정도로 정의하

고 이의 측정을 위하여 등 이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문항을 , Wayne (1997) 9

사용하였음 점 리커트 척도로서 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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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조직으로부터 받는 지원 정도를 강하게 지각하는 것임 해당 연. 

구의 값은 이었음Cronbach’ 0.87α 

본 연구에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값이 로 이상 이었으며 KMO 0.942 0.6⦁ 

의 구형성 검정도 유의확률이 으로 보다 작아서 요인분석Bartlett 0.000 0.5

이 가능하였음 누적분산은 로 이상 이었으며 요인은 개가 추. 67.57% 50% 1

출되었음 아울러 회전된 요인행렬을 확인한 결과 번 문항 모두 요인 . 1-9

부하 값이 이상 이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 모두를 사용하여 분0.5 . 9

석함 아울러 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 값이 . 8 Cronbach’ 0.938α 

로 나타남

❍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및 목격

직장 내 괴롭힘은 년 내 직접 경험 과 목격 경험 으로 구분- 1 ‘ ’ ‘ ’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정도를 전혀 없음 개월에 회 정도 월 회- ‘ ’, ‘6 1-2 ’, ‘ 1 ’, 

주 회 매일 로 평가‘ 1 ’, ‘ ’

직장 내 괴롭힘 목격 경험은 있음 과 없음 으로 구분함- ‘ ’ ‘ ’

❍ 직장 내 괴롭힘의 영향 

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우울 과 불안 등 사회복지종사자. ‘ ’ ‘ ’ 

의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을 평가

불안과 우울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신선인 이 사용한 척도는 비정신의료전문가를 (2001)⦁ 

위한 정신건강척도로 널리 쓰이는 GHQ(General Health Questionnaire)

를 한국판으로 표준화하여 개발한 것임 신선인 의 연구에서는 . (2001)

개 문항 의 하위요인은 불안요인 문항 우울요인 문항 사KGHQ-20(20 ) (5 ), (5 ), 

회적 부적응 문항 외출빈도 문항 의 개 요인으로 구분됨(9 ), (1 ) 4 . Cronbach’α 

값은 이었음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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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가지 요인 중에 불안과 우울 요인의 하위척도만을 선택하4⦁ 

여 사용하였음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수준이 낮음을 의미함 신선인.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2001; , 2017) 

본 연구에서의 분석을 위하여 불안 개 문항 우울 개 문항에 대해 설문5 , 5⦁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하, 

였음 탐색적 요인분석 값이 로 이상 이었으며 의 구. KMO 0.882 0.6 Bartlett

형성 검정도 유의확률이 으로 보다 작아서 요인분석이 가능하였0.000 0.5

음 누적분산은 로 이상 이었으며 요인은 개가 추출되었음. 59.36% 50% 2 . 

아울러 회전된 요인행렬을 확인한 결과 불안은 번 문항 중에서 번 1-5 1-3

문항이 요인 부하 값이 이상 이었고 우울은 번 문항 중에서 0.5 , 6-10 6-8

번 문항이 요인 부하 값이 이상으로 나타나서 분석에 사용하였음 아울0.5 . 

러 신뢰로 분석결과 값이 불안 개 문항 우울 개 문Cronbach’ 3 0.798, 3α 

항 의 신뢰수준을 나타냄0.844

나 직장 내 괴롭힘이 이용자 클라이언트 의 서비스 질 에 미친 영향을 평가. ( ) ‘ ’

서비스 질 척도- 

김영은 이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여 조사하였음 김영은은 서비스 질(2011) . ⦁ 

의 측정을 위해 과 가 개발한Parasuraman, Zeithaml Berry(1985)

척도에 따라 총 문항의 설문으로 작성하였음“SERVQUAL” 20 . SERVQUAL

척도는 일반산업 분야의 서비스 질 평가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서비스 

질 평가에도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척도이며 의 척도는 이, SERVPERF

용자가 평가하는 최종적 성과만을 평가하는데 반해 척도는 과, SERVQUAL

정상의 품질평가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서비스 제공과정을 살피고자 하는 

연구에서는 더 적합함 척도는 신뢰성 철저한 서비스 약속 및 . SERVQUAL ( , 

시간 엄수 정확한 기록 응답성 즉각적이고 신속한 응대 및 적시 서비스, ), ( ), 

확신성 전문적 지식 정중한 태도 안정감을 주는 서비스 공감성 개별적 ( , , ), (

관심 원활한 의사소통 배려와 이해 유형성 단정한 용모 청결 쾌적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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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환경 의 가지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변인은 모두 ) 5 , 

개 문항으로 구성됨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점 부터 매우 그렇4 . ‘ ’(1 ) ‘

다 점 의 리커트형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서비스 질에 대한 ’(5 )

자기 평가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해당 연구의 척도의 신뢰도는 . Cronbach’

값은 로 나타남0.918α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과 유형성을 제외하고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만을 , , ⦁ 

조사하였음 탐색적 요인분석 값이 로 이상 이었으며 . KMO 0.962 0.6

의 구형성 검정도 유의확률이 으로 보다 작아서 요인분석Bartlett 0.000 0.5

이 가능하였음 누적분산은 로 이상 이었으며 요인은 개가 추. 59.08% 50% 1

출되었음 아울러 회전된 요인행렬을 확인한 결과 번 문항이 모두 요. 1-12

인 부하 값이 이상 이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질 전체로 분0.5 . 

석함 아울러 신뢰도 분석결과 값이 로 나타남. Cronbach’ 0.931α 

다 직장 내 괴롭힘이 시설업무에 대한 직무몰입에 미친 영향을 평가. 

직무몰입 척도- 

장기열 의 연구에서 활용한 척도를 사용함 해당 직무몰입의 측정은 (2006) . ⦁ 

에 의해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였고 총 문항으로 구성됨Kanungo(1982) , 9 . 

선행연구의 신뢰도는 값이 으로 보고되었으며 장기열의 Cronbach’ 0.83 , α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직무몰입의 값이 으로 확인됨Cronbach’ 0.793α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값이 로 이상 이었으며 의 구KMO 0.937 0.6 Bartlett⦁ 

형성 검정도 유의확률이 으로 보다 작아서 요인분석이 가능하였0.000 0.5

음 누적분산은 로 이상 이었으며 요인은 개가 추출되었음. 58.09% 50% 1 . 

아울러 회전된 요인행렬을 확인한 결과 번 문항 중에서 번 문항을 제1-9 2

외한 모두 요인 부하 값이 이상 이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번 문0.5 . 2

항을 제외한 개 문항으로 직무몰입을 분석함 아울러 개 문항에 대한 신8 . 8

뢰도 분석결과 값이 로 나타남Cronbach’ 0.908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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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지 구성

표 전체 설문문항 구성3-6＜ ＞  

구분 변수 세부내용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년 (1
이내)

직접 경험 전혀없음  개월에 회  월 회 주 회 매일6 1-2 1 1① ② ③ ④ ⑤ 
목격 경험 있음 없음① ②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일반적 괴롭힘 유형 가지 개 문항5 25
사회복지시설 특수한 유형 가지 개 문항6 12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시설장이 직원에게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동료① ② ③ 
가 동료에게  외부인 시설장 친인척 법인관계자 등 이 시( , )④ 
설장에게  외부인 시설장 친인척 법인관계자 등 이 직원( , )⑤ 
에게  부하직원이 상사에게  기타⑥ ⑦ 

종사자의 
개인특성

성별 여   남① ② 
연령 만              세 

직무특성

현 시설 재직 년수 총           년        개월
사회복지 전체 경력 총           년        개월

직종
사회복지사  상담직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사 직, ① ② ③ ④ 

업재활직 보건의료직 돌봄 및 보육직 사무 행정직 /⑤ ⑥ ⑦ 
기능 관리직  기타 /⑧ ⑨ 

고용형태

정규직주 시간 이상 정규직 주 시간 미만( 40 )  ( 40 )① ② 
비정규직 기간제 계약직 비정규직 기간제가 아닌 한시( , ) (③ ④ 

적 근로 비정규직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시간제 파)  ( )  ( , ⑤ ⑥ 
트타임 일용직 비임금근로자 겸직 무급 기타) ( , )  ⑦ ⑧ ⑨ 

직위
상급관리자 부장 국장 등 중간관리자과장 팀장 등( / ) ( / )  ① ② 
선임 대리 주임 등 실무자 복지사 지도사 등 기( / ) ( / )  ③ ④ ⑤ 

타 (         )

시설
유형과 
규모

시설유형

노인 이용시설 노인 생활시설 아동 이용시설① ② ③ 
아동 생활시설 장애인 이용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④ ⑤ ⑥ 
노숙인 이용시설 노숙인 생활시설 사회복지관 ⑦ ⑧ ⑨ ⑩ 

결핵 한센시설  지역자활센터 정신보건 이용시설 , ⑪ ⑫ ⑬ 
정신보건 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 , 
등 성매매피해자 이용시설 성매매피해자 생활시설 ) ⑭ ⑮ ⑯
성폭력피해자 이용시설 성폭력피해자 생활시설 가정폭⑰ ⑱
력피해자 이용시설 가정폭력피해자 생활시설 한부모가⑲ ⑳
족 이용시설 한부모가족 생활시설 건강가정다문화가족·㉑ ㉒
지원센터  청소년 생활시설㉓

시설규모
명 미만   명   명      5 5~9 10~29① ② ③ 

명   명 이상 30~49 50④ ⑤ 

직원
권익보호

조직

노동조합 존재
없다   있지만 가입하고 있지 않다① ② 
있고 가입하고 있다    모르겠다③ ④ 

노동조합의 상담과 
해결지원

지원하고 있지 않다   지원하고 있다① ② 
모르겠다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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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등 
직원조직 존재여부

없다   있다   모르겠다① ② ③ 

고충상담창구 
존재여부

없다   있다   모르겠다① ② ③ 

상담창구 상담내용

없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성희롱 및 성폭력① ② ③ 
에 대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정서상 문제에 대해  ④ 

인사평가 및 경력에 대해  임금 근로시간 업무배치 , , ⑤ ⑥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  기타⑦ 

조직지원 조직지원 개발된 척도 사용

직장 내 
괴롭힘 
인지 
정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지 정도

전혀 모른다     잘 모르고 있다     조금 알고 있① ② ③ 
다     매우 잘 알고 있다④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포함여부 

인지 정도

전혀 모른다     잘 모르고 있다     조금 알고 있① ② ③ 
다     매우 잘 알고 있다④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원인과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이유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시설 기관 구성원들 간 ( ) ① ② 
의사소통 부족  비민주적 리더십과 시설 기관운영 업( )③ ④ 
무권한 및 책임의 불명확성  경직된 조직문화  법인의 ⑤ ⑥ 
부적절한 운영 개입  종사자에 대한 낮은 처우 상시적 ⑦ ⑧ 
인력부족 부적절한 업무일정 등 열악한 업무환경  시설, ⑨ 
기관 위수탁 제도 등에서 비롯된 고용 불안정성  직장 ( ) ⑩ 
내 괴롭힘에 대한 정보 및 교육 부족 기타⑪ 

영향과 
결과

불안 개발된 척도 사용
우울 개발된 척도 사용

서비스 
질

개발된 척도 사용

직무몰입 개발된 척도 사용

직장 내 
괴롭힘의 
정신적, 
신체적 
영향

분노나 불안감을 느꼈다 자살 충동을 느꼈다 근. .  ① ② ③ 
무의욕이 감퇴되었다 직장에서 의사소통이 줄어들었다.  ④ 

잠을 잘 못자게 되었다 병원에 통원하거나 약을 복용. ⑤ ⑥ 
하였다  감정조절이 잘 되지 않게 되었다  클라이언트⑦ ⑧ 
를 대할 때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이직을 고민하였다  ⑨ 

기타 특별한 영향은 없었다⑩ ⑪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향, 

기관대처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또는 목격 후  행동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시설 직원조직노동조합 협의( , ① ② 
회 상담창구 등 에 상담했다  시설 내 상사에게 상담했다 , ) ③ 

시설 내 동료에게 상담했다 시설 외부의 사회복지 동④ ⑤ 
료에게 상담했다 공공기관구청 시청 고용노동부 인권위( , , , ⑥ 
원회 서울시민인권보호관 등 에 상담신고했다 가족 또는 , ) · ⑦ 
지인에게 상담했다 잠시 시설을 휴직했다 시설을 퇴직⑧ ⑨ 
했다 기타⑩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

행동을 해도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직① ② 
무상 나에게 불이익이 생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설에 ③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사나 동료와 관④ 
계가 더 악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 문에 이직 시 방해요소⑤ 
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승진 시 불이익이 ⑥ 
우려되기 때문에  계약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 등이 어려⑦ 
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담할 창구나 직원조직⑧ 
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취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⑨ 
생각했기 때문에 기타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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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후 대응 

어떤 조처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사실 확인을 위① ② 
한 면담을 하였다 가해자에게 사실 확인을 하였다 상③ ④ 
사나 동료에게 사실확인을 하였다 피해자의 요구를 듣고 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을 하였다 피해자에게 시설의 ⑥ 
조사결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피해자를 징계 처분하였다 ⑦ 

가해자를 징계 처분하였다 피해자에 대해 치료지원, ⑧ ⑨ 
휴직 복직지원 등의 지원을 제시하였다 피해자에게 문제, ⑩ 
를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⑪ 
조정 및 합의를 시도하였다 기타⑫ 

기관대응에 대한 
납득정도

전혀 납득되지 못했다    별로 납득하지 못했다① ② 
어느 정도 납득하였다    매우 납득하였다 ③ ④ 

직장 내 
괴롭힘 

예방노력
과 과제

직장 내 괴롭힘 
교육과 연수여부

없다  있다   ① ② 

시설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노력정도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거의 노력하지 않는다 ① ② 
노력하고 있다        매우 노력하고 있다 ③ ④ 

시설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해 하고 

있는 노력

상담 창구를 설치하였다  취업규칙 등의 내부규정을 ① ② 
마련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③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자료를 배포하거나 게시하였다  ④ ⑤ 
면담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하였다  도움을 ⑥ 
받을 수 있는 공적기관 정보를 제공하였다  기타 모르⑦ ⑧ 
겠다

향후 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해결을 위해 필요한 
노력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상담창구를 설치해야 한다  ① 
취업규칙 등의 내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직장 내 괴② ③ 

롭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④ 
자료를 배포하거나 게시해야 한다  면담이나 설문조사 등⑤ 
을 통해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공⑥ 
기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⑦ 
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기타 모르겠다⑧ ⑨ 

향후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해결을 위해 
필요한 개선 또는 

마련되어야 할 정책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협회 등에 ① ②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 직장 내 괴롭③ 
힘 관련 사회복지시설 표준지침 마련 직장 내 괴롭힘 대응④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직장 내 괴롭힘 홍보강화 직장 내 ⑤ ⑥ 
괴롭힘 관련 시설장 교육 사회복지노조 또는 직원조직 활⑦ 
동의 활성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지도감독 강화 직장 ⑧ ⑨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강화 기타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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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면접조사3

종사자 면접조사1. 

❍ 개별 심층면접조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경험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

지난 년 동안 년 이상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시설- 5 1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 퇴직자 포함 시설장 제외( , )

소요시간 시간 분 시간- 1 30 ~ 2

총 명 면접 현직 명 퇴직 또는 이직 명- 13 ( 6 , 7 )

 

표 개별 면접조사 영역 및 인원< 3-7> 22)

개별 심층면접조사 진행 및 조사내용❍ 

참여자에게 본 연구의 개요를 설명하고 질의응답 후 반구조화 면접조사 진행- 

주요 면접조사 내용- 

직장 내 괴롭힘 유형과 발생 상황⦁ 

본인이 경험한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유형 형태 내용 인가   ( , )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관계는 주로 어떤 관계인가   ?

어떤 상황에서 괴롭힘이 일어났는가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의 원인⦁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   ? 

특히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원인은 무엇인가   , ?   

22) 현직에 있는 참여자들이 많아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유형은 자세히 밝히지 않음 

구 분 이용시설 생활시설

복지정책실 소관 시설 사회복지시설( ) 명7 명2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시설여성 아동 가족 시설( , , ) - 명2

시민건강국정신요양시설 등( ) 명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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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결과는 무엇인가?⦁ 

괴롭힘을 당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

업무 능력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응⦁ 

괴롭힘 발생 시 어떤 대응을 그동안 해왔는가   ?

대응방식이 적절했다고 생각하는가   ?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때 동료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 

그 밖의 인권침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 있는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것을 알고 있는가   ?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하여 이후에 직장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는가   ?

현 직장의 대책 취업규칙 내용 등 을 알고 있는가 실효성이 있는가   ( ) ?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방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서 해야 하는 조치나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서울시나    ? ,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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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등 집단심층면접조사 2. 

❍ 집단심층면접조사는 사회복지 영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학계 및 관련 전문, 

가 등 외부인사에 대한 조사와 기관 시설장 종사자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 , 

활동가 집단 명 학계 및 정책전문가 집단 명 기관 시설장 명 종사자 - 4 , 3 , / 5 , 5

명 등 총 명이 참여18

표 집단 심층면접조사 영역 및 대상< 3-8> 

대상자 조사대상 인원

활동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서울복지시민연대 사회복지노동조합 갑, , , 
질 사회복지분야 상담 노무사 119 

명4

학계 및 
정책전문가

사회복지학 전공 교수 노무법인 전문가 팀장급 사회복지전담, , 
공무원

명3

기관 시설장/

사회복지관 장애인생활시설 아동생활시설 지역자활센터 정, , , , 
신장애인이용시설 시설장

참여자격 서울시에서 해당 분야 시설 시설장으로 년 이상* : / 5
경험자공문으로 추천요청  ( )

명5

종사자 년 (5
이상 직장 
경험자)

사회복지관 장애인생활시설 아동생활시설 지역자활센터 정, , , , 
신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참여자격 서울시에서 해당 분야 근무경력 년 이상으로 * : 5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이해가 있고 의견제시가 가능한   , 
종사자공문으로 추천요청  ( )

명5

❍ 집단심층면접조사 진행 및 조사내용

참여자에게 본 연구의 개요를 설명하고 질의응답 후 반구조화 면접조사 진행- 

주요 면접조사 내용-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인식이 시설에 제대로 있는가   ?

관련 교육은 있었는가   ?

관련 취업규칙이 제정되고 직원들에게 설명되었는가   ?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다면 이유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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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실태⦁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괴롭힘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직장 내 괴롭힘은 주로 어떤 유형 형태 내용 이 발생하는가   ( , ) ?

특히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유형 형태 내용 의 괴롭힘은    , ( , )

무엇인가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의 원인⦁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   ? 

특히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원인은 무엇인가   ,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관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관계는 주로 어떤 관계인가   ?

특히 사회복지시설에서 괴롭힘이 발생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가   ,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응실태⦁ 

괴롭힘 발생 시 어떤 대응을 그동안 해왔는가   ?

대응방식이 적절했다고 생각하는가   ?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직원 고충이나 갈등 처리방식⦁ 

직원의 고충이나 갈등의 상담창구가 있는가   ?

고충이나 갈등이 상담창구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

제대로 고충이나 갈등처리 방식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이유가 무엇인가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방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서 해야하는 조치나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서울시나    ? ,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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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개인 및 직무특성과 직장 상황1

❍ 참여자들의 개인적 특성은 여성이 로 남성에 비해 많았고 연령은 67.3% , 30

대 대 대 의 순이었음 평균연령은 세로 나38.3%, 20 24.5%, 40 22.9% . 37.48

타남

여성 근로자가 많고 대의 비교적 젊은 인력이 많은 것은 일반적인 사- 20-40

회복지종사자 특성과 일치함

❍ 참여자들이 근무하는 시설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 현황에 따른 

할당표집이 이루어졌으며 장애인 이용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21.6%, 15.7%, 

사회복지관 노인 이용시설 등 이었음13.5%, 12% 

고용형태는 주 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이 로 압도적으로 많았으- 40 86.8%

며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비정규직이 로 나타났으며 무기계약직· 5.1% , 

으로 근무하는 비정규직도 로 나타남2.4% . 

직위는 사회복지사 등 실무자가 로 가장 많았고 중간관리자 - 56.8% , 20.5%, 

선임 의 순이었음10.5%

직종은 사회복지사가 로 가장 많았고 생활복지사 지도사 사- 58.8% , ( ) 17.6%, 

무 행정직 의 순이었음· 4%

정규직 비율이 대체로 높고 선임과 실무자 비율이 높으며 사회복지사와 - , , 

생활복지사 지도사 가 많은 것은 일반적인 사회복지 현장의 특성을 잘 반영( )

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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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개인적 특성과 직무특성 < 4-1> 

❍ 참여자들이 근무하는 직장은 명 규모 가 로 가장 많았음 그 외‘10-29 ’ 33.7% . 

에 명 이상 명 명 미만도 의 순으로 나타남50 24.8%, 30-49 22.4%, 5 13.7%

❍ 노사협의회 등 직원조직은 있다 는 응답이 로 절반 수준이었음 또한‘ ’ 51.1% . , 

노동조합이 있는 곳 은 로 나타났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 고 ‘ ’ 15.7% , ‘ ’

응답한 종사자는 로 나타남6.8%

직원조직이나 노동조합에서 고민이나 고충 등을 상담 또는 해결해 주는지에 - 

대해서는 가 지원해주고 있다 고 하여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68.2% ‘ ’

구분 구분
빈도
명( )

백분율
(%)

구분 구분
빈도
명( )

백분율
(%)

성별
여자 767 67.3

연령

대20 279 24.5
남자 373 32.7 대30 437 38.3

시설

노인 이용시설 137 12.0 대40 261 22.9
노인 생활시설 34 3.0 대50 155 13.6
아동 이용시설 106 9.3 대 이상60 8 .7
아동 생활시설 107 9.4

고용
형태

정규직주 시간 이상( 40 ) 989 86.8
장애인 이용시설 246 21.6 정규직 주 시간 미만( 40 ) 63 5.5
장애인 생활시설 179 15.7 비정규직 기간제 계약직( , ) 58 5.1
노숙인 이용시설 14 1.2 비정규직무기계약직( ) 27 2.4
노숙인 생활시설 41 3.6 비정규직 시간제 파트타임( , ) 2 .2

사회복지관 154 13.5 기타 1 .1
결핵 한센시설, 1 .1

직위

상급관리자 부장 국장 등( / ) 96 8.4
지역자활센터 12 1.1 중간관리자과장 팀장 등( / ) 234 20.5

정신보건 이용시설 20 1.8 선임 대리 주임 등( / ) 120 10.5
정신보건 생활시설 7 .6 실무자복지사 지도사 등( / ) 648 56.8

성매매피해자 이용시설 4 .4 기타 42 3.7
성매매피해자 생활시설 5 .4

직종

사회복지사 670 58.8
성폭력피해자 이용시설 5 .4 상담직정신보건전문요원 등( ) 32 2.8
성폭력피해자 생활시설 1 .1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사원, ( ) 201 17.6

가정폭력피해자 이용시설 6 .5 직업재활직재활교사 등( ) 45 3.9
가정폭력피해자 생활시설 5 .4 보건의료직 간호사 등( ) 48 4.2

한부모가족 생활시설 5 .4 돌봄 및 보육직방과 후 교사 등( ) 5 .4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46 4.0 사무 행정직경리 회계 등/ ( , ) 75 6.6

청소년 생활시설 5 .4 기능 관리직영양사 조리사 등/ ( , ) 46 4.0

전체 1140 100.0
기타 18 1.6

전체 전체 11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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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고충 및 갈등 상담창구 는 가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상‘ ’ 61.1%

담한 내용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정서상 문제 임금 근로시간 업무 ‘ ’, ‘ , , 

배치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 등이 많았으며 직장 내 괴롭힘 은 로 나타’ ‘ ’ 2.5%

남

표 직장 상황< 4-2> 

구분 구분 빈도명( ) 백분율(%)

시설규모

명 미만5 156 13.7
명5-9 62 5.4
명10-29 384 33.7
명30-49 255 22.4

명 이상50 283 24.8

직원조직노사협희회 등( ) 
존재여부

없다 495 43.4
있다 582 51.1

모르겠다 63 5.5

노동조합존재여부

없다 861 75.5
있지만 가입하고 있지 않다 102 8.9

있고 가입하고 있다 78 6.8
모르겠다 99 8.7

직원조직 노동조합의 , 
직원고민 불만 고충, , , 
갈등 등 상담 또는 

해결지원여부

지원하고 있지 않다 25 14.7

지원하고 있다 116 68.2

모르겠다 29 17.1

직원 고충 및 갈등 접수 
상담창구 설치 여부

없다 326 28.6
있다 697 61.1

모르겠다 117 10.3

상담창구 실제 상담내용
중복응답( )

없다 911 79.9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29 2.5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해 17 1.5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정서상 문제에 대해 77 6.8

인사평가 및 경력에 대해 29 2.5
임금 근로시간 업무배치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 , 75 6.6

기타 * 74 6.5
전체 전체 1140 100.0

기타 고충에 대해 인권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나온 안건을 묵인함 조치가 별도로 없음 노사협의회에 * : ( ), 
의견을 제출한 적은 있지만 상담을 한 적은 없음 상담창구는 없으며 서울시인권센터를 통해 진정접수 후 . 
침해당했다고 결과 나옴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지 않음 업무 효율성 떨어지고 바빠서 시간에 쫒겨서 하루에. . 
도 번 이상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함 엘리베이터도 없음 짐이 있을 때 더 힘 듬 의무적으로 상담한 적10 . . . 
이 있음 이용인 폭력 문제 익명성 보장이 되지 않아 실제로는 상담이 불가함 있어도 누가 쓴 건지 다 아. , . 
는데 못하죠 있어서 말해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말한 사람에게 화살이 되어 사용하지 않는다 직원 간 갈. . 
등 직원복지 직원복지제도 및 업무 관련 상담함 할 수 없는 분위기다 환경개선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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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직원들에게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하여 직원 고충과 갈등

을 상담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상담창구가 없는 곳이 로 많았음28.6%

또한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해줄 수 있는 직원조직이나 노동조합이 없는 시- , 

설이 많아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시설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부에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제가 작동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노동조합 직원조직 등 직원의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직원조직 존재의 , 

특성을 살펴본 결과 시설규모에 따라서 직원조직은 명 이상 50 91.9%, 

명 로 규모가 클수록 월등히 직원 권익보호 조직이 많았음 노30-49 78.0% . 

동조합도 명 이상 고충 갈등창구도 명 이상이 로 가장 높50 44.2%, · 50 84.5%

았음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에 따라서는 직원조직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에 존재하- 

는 경우가 로 동일하였으며 노동조합은 생활시설이 로 이용시설71.4% 62.3%

에 비해 약간 높았음 고충 갈등창구는 생활시설이 로 이용시설 . · 33.5%

부터 더 많이 설치되어 있었음19.9%

소관 부처에 따라서는 직원조직 노동조합 고충 갈등상담 창구 모두 복지정- , , ·

책 및 시민건강국 소속기관이 여성 가족부서 소관보다 높았음,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시설규모가 큰 시설 생활시설 복지정책 및 - , , 

시민건강국 소관 사회복지시설에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등 직원 권익보호 , 

조직이 상대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직장 내 괴롭힘 등 발생 시 필요

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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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직원 권익보호 조직의 존재특성< 4-3> 

구분 있다 없다 전체

시설규모

직원조직
존재여부

명 미만5 빈도 24 132 156
백분율 15.4% 84.6% 100.0%

명5-9 빈도 6 56 62
백분율 9.7% 90.3% 100.0%

명10-29 빈도 156 228 384
백분율 40.6% 59.4% 100.0%

명30-49 빈도 199 56 255
백분율 78.0% 22.0% 100.0%

명 이상50 빈도 260 23 283
백분율 91.9% 8.1% 100.0%

노동조합
존재여부

명 미만5 빈도 8 148 156
백분율 5.1% 94.9% 100.0%

명5-9 빈도 3 59 62
백분율 4.8% 95.2% 100.0%

명10-29 빈도 87 297 384
백분율 22.7% 77.3% 100.0%

명30-49 빈도 56 199 255
백분율 22.0% 78.0% 100.0%

명 이상50 빈도 125 158 283
백분율 44.2% 55.8% 100.0%

고충 갈등접수/
상담창구설치

여부

명 미만5 빈도 75 81 156
백분율 48.1% 51.9% 100.0%

명5-9 빈도 36 26 62
백분율 58.1% 41.9% 100.0%

명10-29 빈도 257 127 384
백분율 66.9% 33.1% 100.0%

명30-49 빈도 207 48 255
백분율 81.2% 18.8% 100.0%

명 이상50 빈도 239 44 283
백분율 84.5% 15.5% 100.0%

이용시설/ 
생활시설

직원조직
존재여부

생활시설 빈도 275 110 385
백분율 71.4% 28.6% 100.0%

이용시설 빈도 539 216 755
백분율 71.4% 28.6% 100.0%

노동조합
존재여부

생활시설 빈도 240 145 385
백분율 62.3% 37.7% 100.0%

이용시설 빈도 405 350 755
백분율 53.6% 46.4% 100.0%

고충 갈등접수/
상담창구설치

여부

생활시설 빈도 129 256 385
백분율 33.5% 66.5% 100.0%

이용시설 빈도 150 605 755
백분율 19.9% 80.1% 100.0%

소관부서

직원조직
존재여부

복지정책 건강/ 빈도 15 67 82
백분율 18.3% 81.7% 100.0%

여성가족 빈도 630 428 1058
백분율 59.5% 40.5% 100.0%

노동조합
존재여부

복지정책 건강/ 백분율 12 70 82
빈도 14.6% 85.4% 100.0%

여성가족 백분율 267 791 1058
빈도 25.2% 74.8% 100.0%

고충 갈등접수/
상담창구설치

여부

복지정책 건강/ 백분율 27 55 82
빈도 32.9% 67.1% 100.0%

여성가족 백분율 787 271 1058
빈도 74.4% 25.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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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인지 정도2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지 정도는 

조금 알고 있다 가 로 가장 많았고 매우 잘 알고 있다 고 응답한 경‘ ’ 49.7% ‘ ’

우도 로 나타남 전혀 모른다거나 잘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로 46.2% . 4%

매우 낮았음

❍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내용

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있다 매우 잘 알‘ ’ 34.8%, ‘

고 있다 로 나타남’ 45.2%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지 정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면서 인- , 

지 정도가 높아졌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사회복지시설에서 중요성이 증가하, 

여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교육 등을 통하여 유사한 교육을 받은 것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임

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 인지 정도< 4-4> 

구분 구분 빈도 명( ) 백분율(%)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등  
인지 정도

전혀 모른다 7 .6

잘 모르고 있다 39 3.4

조금 알고 있다 567 49.7

매우 잘 알고 있다 527 46.2

사회복지시설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내용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인지 

정도

전혀 모른다 50 4.4

잘 모르고 있다 178 15.6

조금 알고 있다 397 34.8

매우 잘 알고 있다 515 45.2

전체 11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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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살펴본 결과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등 인지 정도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정도는 유사하였음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종사자들이 약간 낮은 것- 

으로 나타남 직위에 따라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표 개인적 특성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인지정도< 4-5> 

구분 전혀 
모른다

잘 모르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전체

성별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등 인지정도

여자 빈도 3 32 380 352 767
비율 0.4% 4.2% 49.5% 45.9% 100.0%

남자 빈도 4 7 187 175 373
비율 1.1% 1.9% 50.1% 46.9% 100.0%

사회복지시설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내용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인지 정도

여자 빈도 37 125 278 327 767
백분율 4.8% 16.3% 36.2% 42.6% 100.0%

남자
빈도 13 53 119 188 373

백분율 3.5% 14.2% 31.9% 50.4% 100.0%

연령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등 인지정도

대20 빈도 1 12 152 114 279
백분율 0.4% 4.3% 54.5% 40.9% 100.0%

대30 빈도 3 14 224 196 437
백분율 0.7% 3.2% 51.3% 44.9% 100.0%

대40 빈도 1 6 116 138 261
백분율 0.4% 2.3% 44.4% 52.9% 100.0%

대50 빈도 2 6 72 75 155
백분율 1.3% 3.9% 46.5% 48.4% 100.0%

대이상60 빈도 0 1 3 4 8
백분율 0.0% 12.5% 37.5% 50.0% 100.0%

사회복지시설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내용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인지 정도

대20 빈도 21 53 105 100 279
백분율 7.5% 19.0% 37.6% 35.8% 100.0%

대30 빈도 20 74 146 197 437
백분율 4.6% 16.9% 33.4% 45.1% 100.0%

대40 빈도 4 34 86 137 261
백분율 1.5% 13.0% 33.0% 52.5% 100.0%

대50 빈도 5 16 57 77 155
백분율 3.2% 10.3% 36.8% 49.7% 100.0%

대이상60 빈도 0 1 3 4 8
백분율 0.0% 12.5% 37.5% 50.0% 100.0%

고용형
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등 인지정도

정규직주 (
시간 이상40 )

빈도 5 29 497 458 989
백분율 0.5% 2.9% 50.3% 46.3% 100.0%

정규직주( 40
시간 미만)

백분율 2 3 29 29 63
빈도 3.2% 4.8% 46.0% 46.0% 100.0%

비정규직기(
간제 계약직, )

백분율 0 5 29 24 58
빈도 0.0% 8.6% 50.0% 41.4% 100.0%

비정규직무(
기계약직)

빈도 0 1 12 14 27
백분율 0.0% 3.7% 44.4% 5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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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상황에 따라서 살펴본 결과 대체로 규모가 클수록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고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인지하고 있었음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은 직장 내 괴롭힘 인지정도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으- 

며 소관 부처에 따라서도 차이가 크지 않았음, 

비정규직시(
간제, 

파트타임)

빈도 0 1 0 1 2

백분율 0.0% 50.0% 0.0% 50.0% 100.0%

기타
빈도 0 0 0 1 1

백분율 0.0% 0.0% 0.0% 100.0% 100.0%

사회복지시설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내용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인지 정도

정규직주 (
시간 이상40 )

빈도 44 142 344 459 989
백분율 4.4% 14.4% 34.8% 46.4% 100.0%

정규직주 시( 40
간 미만)

빈도 3 14 20 26 63
백분율 4.8% 22.2% 31.7% 41.3% 100.0%

비정규직 기간(
제 계약직, )

빈도 2 17 23 16 58
백분율 3.4% 29.3% 39.7% 27.6% 100.0%

비정규직 무기(
계약직)

빈도 1 4 9 13 27
백분율 3.7% 14.8% 33.3% 48.1% 100.0%

비정규직 시간(
제 파트타임, )

빈도 0 1 0 1 2
백분율 0.0% 50.0% 0.0% 50.0% 100.0%

기타
빈도 0 0 1 0 1

백분율 0.0% 0.0% 100.0% 0.0% 100.0%

직위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등 인지정도

상급관리자 
부장 국장 등( / )

빈도 1 3 44 48 96
백분율 1.0% 3.1% 45.8% 50.0% 100.0%

중간관리자과(
장 팀장 등/ )

빈도 1 5 101 127 234
백분율 0.4% 2.1% 43.2% 54.3% 100.0%

선임 대리 주임 ( /
등)

빈도 1 3 55 61 120
백분율 0.8% 2.5% 45.8% 50.8% 100.0%

실무자복지사( /
지도사 등)

빈도 3 26 347 272 648
백분율 0.5% 4.0% 53.5% 42.0% 100.0%

기타
빈도 1 2 20 19 42

백분율 2.4% 4.8% 47.6% 45.2% 100.0%

사회복지시설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내용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인지 정도

상급관리자 
부장 국장 등( / )

빈도 1 7 21 67 96
백분율 1.0% 7.3% 21.9% 69.8% 100.0%

중간관리자과(
장 팀장 등/ )

빈도 6 30 63 135 234
백분율 2.6% 12.8% 26.9% 57.7% 100.0%

선임 대리 주임 ( /
등)

빈도 6 17 40 57 120
백분율 5.0% 14.2% 33.3% 47.5% 100.0%

실무자복지사( /
지도사 등)

빈도 33 120 254 241 648
백분율 5.1% 18.5% 39.2% 37.2% 100.0%

기타
빈도 4 4 19 15 42

백분율 9.5% 9.5% 45.2% 35.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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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직장 상황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인지 정도< 4-6> 

구분 전혀 
모른다

잘 모르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전체

시설
규모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등 인지정도

명 미만5 빈도 2 10 79 65 156
백분율 1.3% 6.4% 50.6% 41.7% 100.0%

명5-9 빈도 1 3 33 25 62
백분율 1.6% 4.8% 53.2% 40.3% 100.0%

명10-29 빈도 0 11 191 182 384
백분율 0.0% 2.9% 49.7% 47.4% 100.0%

명30-49 빈도 2 8 122 123 255
백분율 0.8% 3.1% 47.8% 48.2% 100.0%

명 이상50 빈도 2 7 142 132 283
백분율 0.7% 2.5% 50.2% 46.6% 100.0%

사회복지시설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내용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인지 정도

명 미만5 빈도 5 38 64 49 156
백분율 3.2% 24.4% 41.0% 31.4% 100.0%

명5-9 빈도 5 11 22 24 62
백분율 8.1% 17.7% 35.5% 38.7% 100.0%

명10-29 빈도 19 61 125 179 384
백분율 4.9% 15.9% 32.6% 46.6% 100.0%

명30-49 빈도 10 34 90 121 255
백분율 3.9% 13.3% 35.3% 47.5% 100.0%

명 이상50 빈도 11 34 96 142 283
백분율 3.9% 12.0% 33.9% 50.2% 100.0%

이용
시설/ 
생활
시설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등 인지정도

생활시설 빈도 5 14 188 178 385
백분율 1.3% 3.6% 48.8% 46.2% 100.0%

이용시설 빈도 2 25 379 349 755
백분율 0.3% 3.3% 50.2% 46.2% 100.0%

사회복지시설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내용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인지 정도

생활시설 빈도 15 52 137 181 385
백분율 3.9% 13.5% 35.6% 47.0% 100.0%

이용시설
빈도 35 126 260 334 755

백분율 4.6% 16.7% 34.4% 44.2% 100.0%

소관
부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등 인지정도

복지정책/
건강

빈도 0 6 43 33 82
백분율 0.0% 7.3% 52.4% 40.2% 100.0%

여성가족 빈도 7 33 524 494 1058
백분율 0.7% 3.1% 49.5% 46.7% 100.0%

사회복지시설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내용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인지 정도

복지정책/
건강

백분율 8 21 23 30 82
빈도 9.8% 25.6% 28.0% 36.6% 100.0%

여성가족
백분율 42 157 374 485 1058
빈도 4.0% 14.8% 35.3% 45.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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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직장 내 괴롭힘 직접 경험3

전체 직장 내 괴롭힘 경험1.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에서 지난 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 한 비율은 ‘ 1 ’

로 나타남65.1%

표 전체 직장 내 괴롭힘 경험< 4-7> 

❍ 조사대상의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의 경험률을 보여 남성보다 경험67.1%

이 많았고 연령별로는 대가 의 높은 경험률을 나타냄 반면에 , 20-30 69.9% . 

대는 의 낮은 경험률을 나타냄50 56.1%

시설형태별로는 이용시설의 경험률이 로 생활시설 보다 다소 높- 69.5% 56.4%

게 나타났으며 소관부서에 따라서는 여성 가족 분야가 로 복지정책, , 76.8% ·

시민건강국 소관 보다 높게 나타남

시설별로는 조사대상이 명 이상인 곳 중에서는 사회복지관 장애- 100 72.1%, 

인 이용시설 노인 이용시설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에 71.5%, 70.1% .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생활시설 등은 낮은 경험률을 보임 52%, 56.1%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기간제 계약직- ( ) 81.5%, ( , ) 

의 순으로 높았음 반면에 시간 미만 근무하는 정규직은 의 67.2% . 40 57.1%

낮은 경험률을 보였음

직위에 따라서는 선임 실무자 등 직위가 낮은 경우에 경험이 - 70%, 69.3% 

많은 것으로 나타남 중간관리자는 상급관리자는 로 상대적으로 . 59%, 49%

낮은 경험률을 나타냄

직종에 따라서는 상담직 보건의료직 사회복지사 의 순- 71.9%, 72.9%, 67.8%

구분 빈도 명( ) 백분율(%)

없음 398 34.9

있음 742 65.1

전체 11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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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경험이 많았음 반면에 직업재활직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사는 . 55.6%, /

의 낮은 경험을 나타냄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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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개인특성과 직무특성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경험< 4-8> 

괴롭힘 경험
전체

없음 있음

성별
여자 빈도 252 515 767

백분율 32.9% 67.1% 100.0%

남자 빈도 146 227 373
백분율 39.1% 60.9% 100.0%

연령

대20 빈도 84 195 279
백분율 30.1% 69.9% 100.0%

대30 빈도 133 304 437
백분율 30.4% 69.6% 100.0%

대40 빈도 107 154 261
백분율 41.0% 59.0% 100.0%

대50 빈도 68 87 155
백분율 43.9% 56.1% 100.0%

대 이상60 빈도 6 2 8
백분율 75.0% 25.0% 100.0%

시설형태
생활시설 빈도 168 217 385

백분율 43.6% 56.4% 100.0%

이용시설 빈도 230 525 755
백분율 30.5% 69.5% 100.0%

소관부서
여성가족 빈도 19 63 82

백분율 23.2% 76.8% 100.0%

복지정책시민건강/ 빈도 379 679 1058
백분율 35.8% 64.2% 100.0%

시설

노인 이용시설 빈도 41 96 137
백분율 29.9% 70.1% 100.0%

노인 생활시설 빈도 14 20 34
백분율 41.2% 58.8% 100.0%

아동 이용시설 빈도 45 61 106
백분율 42.5% 57.5% 100.0%

아동 생활시설 빈도 47 60 107
백분율 43.9% 56.1% 100.0%

장애인 이용시설 빈도 70 176 246
백분율 28.5% 71.5% 100.0%

장애인 생활시설 빈도 86 93 179
백분율 48.0% 52.0% 100.0%

노숙인 이용시설 빈도 6 8 14
백분율 42.9% 57.1% 100.0%

노숙인 생활시설 빈도 14 27 41
백분율 34.1% 65.9% 100.0%

사회복지관 빈도 43 111 154
백분율 27.9% 72.1% 100.0%

결핵 한센시설, 빈도 1 0 1
백분율 100.0% 0.0% 100.0%

지역자활센터 빈도 3 9 12
백분율 25.0% 75.0% 100.0%

정신보건 이용시설 빈도 6 14 20
백분율 30.0% 70.0% 100.0%

정신보건 생활시설 빈도 3 4 7
백분율 42.9% 57.1% 100.0%

성매매피해자 이용시설 빈도 3 1 4
백분율 75.0% 25.0% 100.0%

성매매피해자 생활시설 빈도 1 4 5
백분율 20.0% 80.0% 100.0%

성폭력피해자 이용시설
빈도 2 3 5

백분율 40.0% 6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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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생활시설 빈도 0 1 1
백분율 0.0% 100.0% 100.0%

가정폭력피해자 
이용시설

빈도 4 2 6
백분율 66.7% 33.3% 100.0%

가정폭력피해자 
생활시설

빈도 2 3 5
백분율 40.0% 60.0% 100.0%

한부모가족 생활시설 빈도 0 5 5
백분율 0.0% 100.0% 100.0%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
원센터

빈도 7 39 46
백분율 15.2% 84.8% 100.0%

청소년 생활시설 빈도 0 5 5
백분율 0.0% 100.0% 100.0%

고용형태

정규직주 시간 이상( 40 ) 빈도 346 643 989
백분율 35.0% 65.0% 100.0%

정규직주 시간 미만( 40 ) 빈도 27 36 63
백분율 42.9% 57.1% 100.0%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 , ) 빈도 19 39 58
백분율 32.8% 67.2% 100.0%

비정규직무기계약직( ) 빈도 5 22 27
백분율 18.5% 81.5% 100.0%

비정규직시간제( , 
파트타임)

빈도 0 2 2
백분율 0.0% 100.0% 100.0%

기타 빈도 1 0 1
백분율 100.0% 0.0% 100.0%

직위

상급관리자 부장국장 ( /
등)

빈도 49 47 96
백분율 51.0% 49.0% 100.0%

중간관리자과장팀장 등( / ) 빈도 96 138 234
백분율 41.0% 59.0% 100.0%

선임대리주임 등( / ) 빈도 36 84 120
백분율 30.0% 70.0% 100.0%

실무자 복지사지도사 ( /
등)

빈도 199 449 648
백분율 30.7% 69.3% 100.0%

기타 빈도 18 24 42
백분율 42.9% 57.1% 100.0%

직종

사회복지사 빈도 216 454 670
백분율 32.2% 67.8% 100.0%

상담직 빈도 9 23 32
백분율 28.1% 71.9% 100.0%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사, 빈도 83 118 201
백분율 41.3% 58.7% 100.0%

직업재활직 빈도 20 25 45
백분율 44.4% 55.6% 100.0%

보건의료직
빈도 13 35 48

백분율 27.1% 72.9% 100.0%

돌봄 및 보육직 빈도 3 2 5
백분율 60.0% 40.0% 100.0%

사무행정직/ 빈도 29 46 75
백분율 38.7% 61.3% 100.0%

기능관리직/ 빈도 18 28 46
백분율 39.1% 60.9% 100.0%

기타 빈도 7 11 18
백분율 38.9% 61.1% 100.0%

전체 빈도 398 742 1140
백분율 34.9% 65.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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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상황에 따라서 분석한 결과 시설규모는 명 규모의 시설이 10-29

인 규모의 시설이 로 높게 나타난 반면 명 미만은 71.9%, 30-49 69.4% , 5

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인 이상은 노사협의회 등 직원조직이 49.4% . 30

설치되어 있는 반면 인 미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원인으로 판단됨30

노사협의회 등 직원조직 존재 여부에 따라서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 68.3%

로 존재하는 경우 에 비해 높게 나타남62.7% . 

노동조합 존재 여부에 따라서도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가 직장 내 - 68.1%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서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하고 있는 경우 

에 크게 비해 높았음56.4%

직원 고충 및 갈등접수 창구 존재 여부에 따라서도 없는 경우에 의 높- 78.2%

은 괴롭힘 경험이 나타나서 창구가 존재하는 경우 에 비해 월등히 높았9.8%

음

❍ 상대적으로 직원을 대변하고 보호할 수 있는 노사협의회 노동조합 등 직원 , 

권익보호 조직이 존재하는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뚜렷하게 적은 것

을 확인할 수 있었음 아울러 시설규모의 측면에서는 직장 내 업무로 인해 .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적은 소규모 시설의 , 

괴롭힘 경험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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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직장 상황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경험< 4-9> 

괴롭힘 경험 전체없음 있음

시설규모

명 미만5
빈도 79 77 156
백분율 50.6% 49.4% 100.0%

명5-9
빈도 25 37 62
백분율 40.3% 59.7% 100.0%

명10-29
빈도 108 276 384
백분율 28.1% 71.9% 100.0%

명30-49
빈도 78 177 255
백분율 30.6% 69.4% 100.0%

명 이상50
빈도 108 175 283
백분율 38.2% 61.8% 100.0%

직원조직노(
사협희회 

등) 
존재여부

없다
빈도 157 338 495
백분율 31.7% 68.3% 100.0%

있다
빈도 217 365 582
백분율 37.3% 62.7% 100.0%

모르겠다
빈도 24 39 63
백분율 38.1% 61.9% 100.0%

노동조합존
재여부

없다
빈도 275 586 861
백분율 31.9% 68.1% 100.0%

있지만 가입하고 
있지 않다

빈도 48 54 102

백분율 47.1% 52.9% 100.0%

있고 가입하고 
있다

빈도 34 44 78

백분율 43.6% 56.4% 100.0%

모르겠다
빈도 41 58 99
백분율 41.4% 58.6% 100.0%

직원 고충 
및 갈등 
접수 

상담창구 
설치 여부

없다
빈도 71 255 326
백분율 21.8% 78.2% 100.0%

있다
빈도 280 417 697
백분율 40.2% 59.8% 100.0%

모르겠다
빈도 47 70 117

백분율 40.2% 59.8% 100.0%

전체
빈도 398 742 1140
백분율 34.9% 65.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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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직장 내 괴롭힘 경험2. 

전체1) 

❍ 사회복지시설 관련 특수성이 반영된 직장 내 괴롭힘 문항을 제외하고 분석

한 일반적인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 은 로 나타남‘ ’ 59.6%

표 일반적 직장 내 괴롭힘 경험< 4-10> 

❍ 조사대상의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의 경험으로 보여 남성보다 경험61.4%

이 많았고 연령별로는 대와 대가 각각 의 높은 경험률을 , 30 20 63.4%, 63.1%

나타남

시설형태에 따라서는 이용시설이 로 생활시설에 비해 이상 높았- 63.0% 10%

고 소관부서에 따라서는 여성 가족부서가 로 높았음, · 72.6%

시설별로는 조사대상이 명 이상인 곳 중에서는 노인 이용시설 장- 100 65.0%, 

애인  이용시설 사회복지관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에 63.8%, 63.6% .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생활시설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48.6%, 54.2%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이 로 가장 높았고 정규직- ( ) 81.5% , 

주 시간 이상 비정규직 기간제 계약직 의 순으로 높았음( 40 ) 59.4%, ( , ) 58.6% . 

반면에 주 시간 미만 근무하는 정규직은 의 낮은 괴롭힘 경험을 나타40 54%

냄

직위에 따라서는 선임 실무자 등 직위가 낮은 경우에 경험- 64.20%, 66.6%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중간관리자 상급관리자 등으. 53.4%, 45.8% 

로 낮은 경험률을 보임 

직종에 따라서는 보건의료직 상담직 사회복지사 의 - 66.7%, 65.6%, 61.68%

순으로 경험이 많았음

따라서 여성 대의 실무자급 이하의 사회복지종사자 이용시설 종사자- , 20-30 , , 

비정규직 종사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빈도명( ) 백분율(%)
없음 461 40.4

있음 679 59.6

전체 11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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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개인적 특성과 직무특성에 따른 일반적 직장 내 괴롭힘 경험< 4-11> 

괴롭힘 경험
전체

없음 있음

성별
여자 빈도 296 471 767

백분율 38.6% 61.4% 100.0%

남자 빈도 165 208 373
백분율 44.2% 55.8% 100.0%

연령

대20 빈도 103 176 279
백분율 36.9% 63.1% 100.0%

대30 빈도 160 277 437
백분율 36.6% 63.4% 100.0%

대40 빈도 116 145 261
백분율 44.4% 55.6% 100.0%

대50 빈도 76 79 155
백분율 49.0% 51.0% 100.0%

대 이상60 빈도 6 2 8
백분율 75.0% 25.0% 100.0%

시설형태
생활시설 빈도 182 203 385

백분율 47.3% 52.7% 100.0%

이용시설 빈도 279 476 755
백분율 37.0% 63.0% 100.0%

소관부서
여성가족 빈도 23 59 82

백분율 28.0% 72.0% 100.0%

복지정책시민건강/ 빈도 438 620 1058
백분율 41.4% 58.6% 100.0%

시설

노인 이용시설 빈도 48 89 137
백분율 35.0% 65.0% 100.0%

노인 생활시설 빈도 16 18 34
백분율 47.1% 52.9% 100.0%

아동 이용시설 빈도 47 59 106
백분율 44.3% 55.7% 100.0%

아동 생활시설 빈도 49 58 107
백분율 45.8% 54.2% 100.0%

장애인 이용시설 빈도 89 157 246
백분율 36.2% 63.8% 100.0%

장애인 생활시설 빈도 92 87 179
백분율 51.4% 48.6% 100.0%

노숙인 이용시설 빈도 6 8 14
백분율 42.9% 57.1% 100.0%

노숙인 생활시설 빈도 18 23 41
백분율 43.9% 56.1% 100.0%

사회복지관 빈도 56 98 154
백분율 36.4% 63.6% 100.0%

결핵 한센시설, 빈도 1 0 1
백분율 100.0% 0.0% 100.0%

지역자활센터 빈도 4 8 12
백분율 33.3% 66.7% 100.0%

정신보건 이용시설 빈도 9 11 20
백분율 45.0% 55.0% 100.0%

정신보건 생활시설 빈도 3 4 7
백분율 42.9% 57.1% 100.0%

성매매피해자 
이용시설

빈도 4 0 4
백분율 100.0% 0.0% 100.0%

성매매피해자 
생활시설

빈도 1 4 5
백분율 20.0% 80.0% 100.0%

성폭력피해자 
이용시설

빈도 2 3 5
백분율 40.0% 6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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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생활시설

빈도 0 1 1
백분율 0.0% 100.0% 100.0%

가정폭력피해자 
이용시설

빈도 4 2 6
백분율 66.7% 33.3% 100.0%

가정폭력피해자 
생활시설

빈도 2 3 5
백분율 40.0% 60.0% 100.0%

한부모가족 
생활시설

빈도 0 5 5
백분율 0.0% 100.0% 100.0%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빈도 10 36 46
백분율 21.7% 78.3% 100.0%

청소년 생활시설 빈도 0 5 5
백분율 0.0% 100.0% 100.0%

고용형태

정규직주 시간 ( 40
이상)

빈도 402 587 989
백분율 40.6% 59.4% 100.0%

정규직주 시간 ( 40
미만)

빈도 29 34 63
백분율 46.0% 54.0% 100.0%

비정규직기간제( , 
계약직)

빈도 24 34 58
백분율 41.4% 58.6% 100.0%

비정규직무기계약(
직)

빈도 5 22 27
백분율 18.5% 81.5% 100.0%

비정규직시간제( , 
파트타임)

빈도 0 2 2
백분율 0.0% 100.0% 100.0%

기타 빈도 1 0 1
백분율 100.0% 0.0% 100.0%

직위

상급관리자 
부장국장 등( / )

빈도 52 44 96
백분율 54.2% 45.8% 100.0%

중간관리자과장( /
팀장 등)

빈도 109 125 234
백분율 46.6% 53.4% 100.0%

선임대리주임 등( / ) 빈도 43 77 120
백분율 35.8% 64.2% 100.0%

실무자 
복지사지도사 등( / )

빈도 236 412 648
백분율 36.4% 63.6% 100.0%

기타 빈도 21 21 42
백분율 50.0% 50.0% 100.0%

직종

사회복지사 빈도 257 413 670
백분율 38.4% 61.6% 100.0%

상담직 빈도 11 21 32
백분율 34.4% 65.6% 100.0%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사

빈도 88 113 201
백분율 43.8% 56.2% 100.0%

직업재활직 빈도 23 22 45
백분율 51.1% 48.9% 100.0%

보건의료직 빈도 16 32 48
백분율 33.3% 66.7% 100.0%

돌봄 및 보육직 빈도 3 2 5
백분율 60.0% 40.0% 100.0%

사무행정직/ 빈도 31 44 75
백분율 41.3% 58.7% 100.0%

기능관리직/ 빈도 23 23 46
백분율 50.0% 50.0% 100.0%

기타 빈도 9 9 18
백분율 50.0% 50.0% 100.0%

전체 빈도 461 679 1140
백분율 40.4% 59.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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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상황에 따라서 시설규모는 명 규모의 시설이 로 높게 나타10-29 63.3%

난 반면 명 미만은 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근로, 5 48.7% . 

자 인 이상인 경우 노사협의회 등 직원조직이 존재하는 것이 원인으로 해30

석됨

직원조직 존재 여부에 따라서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로 존재하는 경- 63.2%

우 에 비해 높게 나타남57.2%

노동조합 존재 여부에 따라서도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가 괴롭힘을 - 62.5%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비해 높았음

직원 고충 및 갈등접수 창구 존재 여부에 따라서도 없는 경우에 의 높- 74.2%

은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나타난 반면 창구가 존재하는 경우는 의 , 53.7%

낮은 경험률을 나타냄

❍ 일반적인 직장 내 괴롭힘 경험과 관련해서도 사회복지종사자를 보호하거나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 존재하는 경우에 괴롭힘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을 알 수 있음



■ 128  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2019

표 직장 상황에 따른 일반적 직장 내 괴롭힘 경험< 4-12> 

괴롭힘 경험
전체

없음 있음

시설규모

명 미만5
빈도 80 76 156
백분율 51.3% 48.7% 100.0%

명5-9
빈도 27 35 62
백분율 43.5% 56.5% 100.0%

명10-29
빈도 141 243 384
백분율 36.7% 63.3% 100.0%

명30-49
빈도 97 158 255
백분율 38.0% 62.0% 100.0%

명 이상50
빈도 116 167 283
백분율 41.0% 59.0% 100.0%

직원조직노(
사협희회 

등) 
존재여부

없다
빈도 182 313 495
백분율 36.8% 63.2% 100.0%

있다
빈도 249 333 582
백분율 42.8% 57.2% 100.0%

모르겠다
빈도 30 33 63
백분율 47.6% 52.4% 100.0%

노동조합존
재여부

없다
빈도 323 538 861
백분율 37.5% 62.5% 100.0%

있지만 가입하고 
있지 않다

빈도 50 52 102

백분율 49.0% 51.0% 100.0%

있고 가입하고 
있다

빈도 41 37 78

백분율 52.6% 47.4% 100.0%

모르겠다
빈도 47 52 99
백분율 47.5% 52.5% 100.0%

직원 고충 
및 갈등 
접수 

상담창구 
설치 여부

없다
빈도 84 242 326
백분율 25.8% 74.2% 100.0%

있다
빈도 323 374 697
백분율 46.3% 53.7% 100.0%

모르겠다
빈도 54 63 117

백분율 46.2% 53.8% 100.0%

전체
빈도 461 679 1140
백분율 40.4% 59.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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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괴롭힘 경험2) 

❍ 일반적인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을 확인한 결과 업무환경 악화 가 ‘ ’

로 가장 높게 나타남51.7%

그 외에도 정서적 괴롭힘 정신적 괴롭힘 성적 괴롭힘- ‘ ’ 45.3%, ‘ ’ 31.8%, ‘ ’ 

신체적 괴롭힘 의 경험 순으로 나타남 10.9%, ‘ ’ 3.9%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일반적으로 업무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정서적으로 괴롭히- 

는 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아울러 성적 괴롭힘도 상당 수. 

준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표 유형별 직장 내 괴롭힘 경험< 4-13> 

구분 빈도명( ) 백분율(%)

신체적 괴롭힘
없음 1096 96.1

있음 44 3.9

정신적 괴롭힘
없음 706 61.9

있음 434 38.1

정서적 괴롭힘
없음 624 54.7

있음 516 45.3

업무환경 악화
없음 551 48.3

있음 589 51.7

성적 괴롭힘
없음 1016 89.1

있음 124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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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을 고용형태 시설형태 시설규모에 따라서 분석하였음, . 

신체적 괴롭힘 은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정규직이 로 비정규직에 비해 - ‘ ’ 3.9%

약간 많았으며 시설형태에 따라서는 이용시설이 로 생활시설 보다 , 4.2% 3.1%

높았음 시설규모에 따라서는 명이 명이 로 높게 나타. 5-9 6.5%, 10-29 4.9%

남

정신적 괴롭힘 은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비정규직이 로 높았고 시설형- ‘ ’ 39.8% , 

태에 따라서는 이용시설이 높았음 시설규모에 따라서는 명 규모가 . 5-9

로 가장 높았음41.9%

정서적 괴롭힘 은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비정규직이 로 높았고 시설형태- ‘ ’ 50% , 

에 따라서는 이용시설이 로 높았음 시설규모에 따라서는 명이 48.1% . 30-49

로 가장 높았음50.2%

업무환경변화 괴롭힘은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비정규직이 고 가장 높- ‘ ’ 62.5%

았고 시설형태에 따라서는 이용시설이 로 높았음 시설규모에 따라서, 55.4% . 

는 명이 로 가장 높았음 10-29 56%

성적 괴롭힘 은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약간 높았- ‘ ’

고 시설형태에 따라서는 이용시설이 로 높았음 시설규모에 따라서는 , 12.1% . 

명이 로 가장 높았음10-29 13.5%

직장 내 괴롭힘 유형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비정규직 종사자 이용시설 종사- , 

자 중간 규모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많이 경험하고 ,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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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유형별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의 특성< 4-14> 

구분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유무 전체없다 있다

신체적 괴롭힘

고용형태
정규직 빈도 1011 41 1052

백분율 96.1% 3.9% 100.0%

비정규직 빈도 85 3 88
백분율 96.6% 3.4% 100.0%

시설형태
생활시설 빈도 373 12 385

백분율 96.9% 3.1% 100.0%

이용시설 빈도 723 32 755
백분율 95.8% 4.2% 100.0%

시설규모

명 미만5 빈도 151 5 156
백분율 96.8% 3.2% 100.0%

명5~9 빈도 58 4 62
백분율 93.5% 6.5% 100.0%

명10~29 빈도 365 19 384
백분율 95.1% 4.9% 100.0%

명30~49 빈도 248 7 255
백분율 97.3% 2.7% 100.0%

명 이상50 빈도 274 9 283
백분율 96.8% 3.2% 100.0%

정신적 괴롭힘

고용형태
정규직 빈도 653 399 1052

백분율 62.1% 37.9% 100.0%

비정규직 빈도 53 35 88
백분율 60.2% 39.8% 100.0%

시설형태
생활시설 빈도 248 137 385

백분율 64.4% 35.6% 100.0%

이용시설 빈도 458 297 755
백분율 60.7% 39.3% 100.0%

시설규모

명 미만5 빈도 120 36 156
백분율 76.9% 23.1% 100.0%

명5~9 빈도 36 26 62
백분율 58.1% 41.9% 100.0%

명10~29 빈도 229 155 384
백분율 59.6% 40.4% 100.0%

명30~49 빈도 149 106 255
백분율 58.4% 41.6% 100.0%

명 이상50 빈도 172 111 283
백분율 60.8% 39.2% 100.0%

정서적 괴롭힘

고용형태
정규직 빈도 580 472 1052

백분율 55.1% 44.9% 100.0%

비정규직 빈도 44 44 88
백분율 50.0% 50.0% 100.0%

시설형태
생활시설 빈도 232 153 385

백분율 60.3% 39.7% 100.0%

이용시설 빈도 392 363 755
백분율 51.9% 48.1% 100.0%

시설규모

명 미만5 빈도 105 51 156
백분율 67.3% 32.7% 100.0%

명5~9 빈도 31 31 62
백분율 50.0% 50.0% 100.0%

명10~29 빈도 202 182 384
백분율 52.6% 47.4% 100.0%

명30~49 빈도 127 128 255
백분율 49.8% 50.2% 100.0%

명 이상50 빈도 159 124 283
백분율 56.2% 43.8% 100.0%

업무환경 변화 고용형태 정규직 빈도 518 53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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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율 49.2% 50.8% 100.0%

비정규직 빈도 33 55 88
백분율 37.5% 62.5% 100.0%

시설형태
생활시설 빈도 214 171 385

백분율 55.6% 44.4% 100.0%

이용시설 빈도 337 418 755
백분율 44.6% 55.4% 100.0%

시설규모

명 미만5 빈도 87 69 156
백분율 55.8% 44.2% 100.0%

명5~9 빈도 32 30 62
백분율 51.6% 48.4% 100.0%

명10~29 빈도 169 215 384
백분율 44.0% 56.0% 100.0%

명30~49 빈도 119 136 255
백분율 46.7% 53.3% 100.0%

명 이상50 빈도 144 139 283
백분율 50.9% 49.1% 100.0%

성적 괴롭힘

고용형태
정규직 빈도 938 114 1052

백분율 89.2% 10.8% 100.0%

비정규직 빈도 78 10 88
백분율 88.6% 11.4% 100.0%

시설형태
생활시설 빈도 352 33 385

백분율 91.4% 8.6% 100.0%

이용시설 빈도 664 91 755
백분율 87.9% 12.1% 100.0%

시설규모

명 미만5 빈도 145 11 156
백분율 92.9% 7.1% 100.0%

명5~9 빈도 54 8 62
백분율 87.1% 12.9% 100.0%

명10~29 빈도 332 52 384
백분율 86.5% 13.5% 100.0%

명30~49 빈도 230 25 255
백분율 90.2% 9.8% 100.0%

명 이상50 빈도 255 28 283
백분율 90.1% 9.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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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괴롭힘 경험의 수준3) 

❍ 직장 내 괴롭힘 유형별로는 신체적 괴롭힘 경험 은 가 있었으며 대체‘ ’ 3.9%

로 개월에 회 정도가 가장 많았음 월 회 이상 발생하거나 매일 발생6 1-2 . 1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응답 됨

표 신체적 괴롭힘 경험< 4-15> 

❍ 정신적 괴롭힘 중에서는 누군가 업무수행과정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소한 ‘

일에 트집을 잡거나 시비를 걸었다 가 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28.8% .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 도 가 있었다‘ ’ 24.6%

고 응답함

그 외에 나를 부당하게 의심하거나 누명을 씌웠다 나에게 욕설이- ‘ ’ 14.9%, ‘

나 위협적인 말을 했다 등으로 나타남’ 13.1% 

구분 빈도 명( ) 백분율(%)

나에게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했다예( : 

물건던지기 주먹질 등, )

전혀없음 1096 96.1

개월에 회 정도6 1-2 31 2.7

월 회1 10 .9

주 회1 2 .2

매일 1 .1

전체 11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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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정신적 괴롭힘 경험< 4-16> 

❍ 정서적 괴롭힘 영역에서는 나의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했다 가 누군가 내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트렸다 가 ’ 25.7%, ‘ ’

가 있었던 것으로 응답함25.2%

그 외에도 내 의사와 관계없이 회식 참여를 강요했다 나에게 상사- ‘ ’ 18.2%, ‘

의 관혼상제나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했다 가 응’ 11.5%

답함

구분 빈도명( ) 백분율(%)

누군가 업무수행 과정에 
정당한 이유없이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거나 시비를 
걸었다

전혀없음 800 70.2

개월에 회 정도6 1-2 197 17.3

월 회1 76 6.7

주 회1 39 3.4

매일 28 2.5

나에게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했다

전혀없음 991 86.9

개월에 회 정도6 1-2 98 8.6

월 회1 23 2.0

주 회1 19 1.7

매일 9 .8

나를 부당하게 의심하거나 
누명을 씌웠다

전혀없음 970 85.1

개월에 회 정도6 1-2 106 9.3

월 회1 32 2.8

주 회1 15 1.3

매일 17 1.5

다른 사람들 앞에서또는 (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

전혀없음 860 75.4

개월에 회 정도6 1-2 181 15.9

월 회1 48 4.2

주 회1 30 2.6

매일 21 1.8

전체 11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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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정서적 괴롭힘 경험< 4-17> 

구분 빈도 명( ) 백분율(%)

나의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했다

전혀없음 847 74.3
개월에 회 정도6 1-2 181 15.9

월 회1 59 5.2
주 회1 33 2.9
매일 20 1.8

나에게 상사의 관혼상제나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했다예 개인심부름 등( : )

전혀없음 1009 88.5
개월에 회 정도6 1-2 96 8.4

월 회1 22 1.9
주 회1 8 .7
매일 5 .4

누군가 내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렸다

전혀없음 853 74.8
개월에 회 정도6 1-2 186 16.3

월 회1 53 4.6
주 회1 24 2.1
매일 24 2.1

누군가 내 물건을 허락없이 
가져가거나 망가뜨렸다

전혀없음 1053 92.4
개월에 회 정도6 1-2 54 4.7

월 회1 17 1.5
주 회1 10 .9
매일 6 .5

내 의사와 관계없이 
회식참여를 강요했다

전혀없음 933 81.8
개월에 회 정도6 1-2 161 14.1

월 회1 32 2.8
주 회1 8 .7
매일 6 .5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을 강요했다/

전혀없음 1069 93.8
개월에 회 정도6 1-2 52 4.6

월 회1 8 .7
주 회1 7 .6
매일 4 .4

나를 업무 외의 대화나 
친목모임에서 제외했다

전혀없음 1018 89.3
개월에 회 정도6 1-2 71 6.2

월 회1 23 2.0
주 회1 15 1.3
매일 13 1.1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필요한 추가근무야근( , 
주말출근 등를 강요했다)

전혀없음 1050 92.1
개월에 회 정도6 1-2 65 5.7

월 회1 15 1.3
주 회1 2 .2
매일 8 .7

전체 11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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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환경 악화 영역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

나를 제외했다 와 나를 업무 외의 대화나 친목 모임에서 제외했다 에 ’ ‘ ’ 26.5%

가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함

그 외에 나에게 내 본연의 업무와 상관없이 힘들고 모두가 꺼리는 업무를 - ‘

주었다 나의 정당한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무시했다 의 경험’ 24.9%, ‘ ’ 21.3%

이 있었음 나에게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 ‘ , 

주었다 도 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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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업무환경 악화< 4-18> 

구분 빈도 명( ) 백분율(%)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 , , 
대우 등에서 차별했다

전혀없음 882 77.4
개월에 회 정도6 1-2 177 15.5

월 회1 33 2.9
주 회1 17 1.5
매일 31 2.7

나에게 내 본연의 업무와 
상관없이 힘들고 모두가 
꺼리는 업무를 주었다

전혀없음 856 75.1
개월에 회 정도6 1-2 189 16.6

월 회1 45 3.9
주 회1 25 2.2
매일 25 2.2

정당한 이유없이 내 본연의 
업무와 관계없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았다

전혀없음 994 87.2
개월에 회 정도6 1-2 83 7.3

월 회1 30 2.6
주 회1 24 2.1
매일 9 .8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를 제외했다

전혀없음 838 73.5
개월에 회 정도6 1-2 190 16.7

월 회1 61 5.4
주 회1 28 2.5
매일 23 2.0

내 성과를 가로채거나 성과 
달성을 방해했다

전혀없음 959 84.1
개월에 회 정도6 1-2 113 9.9

월 회1 33 2.9
주 회1 22 1.9
매일 13 1.1

나에게 휴가나 병가 각종 ,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주었다

전혀없음 917 80.4
개월에 회 정도6 1-2 154 13.5

월 회1 41 3.6
주 회1 11 1.0
매일 17 1.5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했다예( : 

를 통한 감시CCTV )

전혀없음 961 84.3
개월에 회 정도6 1-2 82 7.2

월 회1 27 2.4
주 회1 23 2.0
매일 47 4.1

사고위험이 있는 업무를 할 
때 나에게 주의사항이나 , 
안정장비를 전달해주지 

않았다

전혀없음 994 87.2
개월에 회 정도6 1-2 92 8.1

월 회1 19 1.7
주 회1 8 .7
매일 27 2.4

나에게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했다

전혀없음 996 87.4
개월에 회 정도6 1-2 107 9.4

월 회1 19 1.7
주 회1 4 .4
매일 14 1.2

나를 업무 외의 대화나 
친목모임에서 제외했다

전혀없음 838 73.5
개월에 회 정도6 1-2 194 17.0

월 회1 55 4.8
주 회1 28 2.5
매일 25 2.2

나의 정당한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무시했다

전혀없음 897 78.7
개월에 회 정도6 1-2 158 13.9

월 회1 44 3.9
주 회1 20 1.8
매일 21 1.8

전체 11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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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괴롭힘 영역에서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 또는 ‘

행동을 나에게 했다 에 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10.9%

높은 응답은 아니지만 성희롱 등에 대한 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성적 괴롭힘이 여전히 상당 수준 존재하

는 것으로 나타난 것임

표 성적 괴롭힘 경험< 4-19> 

구분 빈도명( ) 백분율(%)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 또는 

행동을 나에게 
했다이메일 전화( , , 

성적농담 성추행 등, )

전혀없음 1016 89.1

개월에 회 정도6 1-2 90 7.9

월 회1 21 1.8

주 회1 6 .5

매일 7 .6

전체 11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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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특수한 직장 내 괴롭힘 경험3. 

전체1) 

❍ 다른 영역과는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특수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은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49.2%

표 사회복지시설의 특수한 직장 내 괴롭힘 경험< 4-20> 

❍ 조사대상의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의 경험으로 보여 남성보다 경험51.1%

이 많았고 연령별로는 대와 대가 각각 의 높은 경험률을 , 20 30 53.4%, 52.6%

나타냄 반면에 대는 의 상대적으로 낮은 경험률을 보임. 50 41.9%

시설형태에 따라서는 이용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로 생활시설- 53.4%

보다 높았으며 소관부서에 따라서는 여성 가족부서가 로 복지정책 시, · 57.3% ·

민건강부서 소관 보다 높았음

시설별로는 조사대상이 명 이상인 곳 중에서는 장애인 이용시설 - 100 58.9%, 

노인 이용시설 사회복지관 등이 높게 나타남 반면에 아동 이57.7%, 53.9% . 

용시설 아동 생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로 상대적으로 34%, 34.6%, 38.5%

낮은 경험률을 보임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이 로 가장 높았고 비정규- ( ) 70.4% , 

직 기간제 계약직 의 순으로 높았음 반면에 정규직 주 시간 미만( , ) 56.9% . ( 40 )

은 로 낮은 경험률을 보임39.4%

직위에 따라서는 선임 실무자 등 직위가 낮은 경우에 경험이 - 53.3%, 53.2% 

많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상급관리자 중간관리자 로 상대적, 32.3%, 42.7%

으로 낮은 경험률을 나타냄

직종에 따라서는 보건의료직 기능 관리직 사회복지사 - 56.3%, / 54.3%, 51.3%

의 순으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많았음

구분 빈도명( ) 백분율(%)

없음 579 50.8

있음 561 49.2

전체 11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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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4-21> 개인적 특성과 직무특성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특수한 직장 내 괴롭힘 경험

괴롭힘 경험 전체없음 있음

성별
여자 빈도 375 392 767

백분율 48.9% 51.1% 100.0%

남자 빈도 204 169 373
백분율 54.7% 45.3% 100.0%

연령

대20 빈도 130 149 279
백분율 46.6% 53.4% 100.0%

대30 빈도 207 230 437
백분율 47.4% 52.6% 100.0%

대40 빈도 145 116 261
백분율 55.6% 44.4% 100.0%

대50 빈도 90 65 155
백분율 58.1% 41.9% 100.0%

대 이상60 빈도 7 1 8
백분율 87.5% 12.5% 100.0%

시설형태
생활시설 빈도 227 158 385

백분율 59.0% 41.0% 100.0%

이용시설 빈도 352 403 755
백분율 46.6% 53.4% 100.0%

소관부서
여성가족 빈도 35 47 82

백분율 42.7% 57.3% 100.0%

복지정책시민건강/ 빈도 544 514 1058
백분율 51.4% 48.6% 100.0%

시설

노인 이용시설 빈도 58 79 137
백분율 42.3% 57.7% 100.0%

노인 생활시설 빈도 18 16 34
백분율 52.9% 47.1% 100.0%

아동 이용시설 빈도 70 36 106
백분율 66.0% 34.0% 100.0%

아동 생활시설 빈도 70 37 107
백분율 65.4% 34.6% 100.0%

장애인 이용시설 빈도 101 145 246
백분율 41.1% 58.9% 100.0%

장애인 생활시설 빈도 110 69 179
백분율 61.5% 38.5% 100.0%

노숙인 이용시설 빈도 9 5 14
백분율 64.3% 35.7% 100.0%

노숙인 생활시설 빈도 20 21 41
백분율 48.8% 51.2% 100.0%

사회복지관 빈도 71 83 154
백분율 46.1% 53.9% 100.0%

결핵 한센시설, 빈도 1 0 1
백분율 100.0% 0.0% 100.0%

지역자활센터 빈도 4 8 12
백분율 33.3% 66.7% 100.0%

정신보건 이용시설 빈도 8 12 20
백분율 40.0% 60.0% 100.0%

정신보건 생활시설 빈도 4 3 7
백분율 57.1% 42.9% 100.0%

성매매피해자 
이용시설

빈도 3 1 4
백분율 75.0% 25.0% 100.0%

성매매피해자 
생활시설

빈도 2 3 5
백분율 40.0% 60.0% 100.0%

성폭력피해자 
이용시설

빈도 4 1 5
백분율 80.0% 2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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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생활시설

빈도 0 1 1
백분율 0.0% 100.0% 100.0%

가정폭력피해자 
이용시설

빈도 4 2 6
백분율 66.7% 33.3% 100.0%

가정폭력피해자 
생활시설

빈도 2 3 5
백분율 40.0% 60.0% 100.0%

한부모가족 
생활시설

빈도 0 5 5
백분율 0.0% 100.0% 100.0%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빈도 18 28 46
백분율 39.1% 60.9% 100.0%

청소년 생활시설 빈도 2 3 5
백분율 40.0% 60.0% 100.0%

고용형태

정규직주 시간 ( 40
이상)

빈도 506 483 989
백분율 51.2% 48.8% 100.0%

정규직주 시간 ( 40
미만)

빈도 38 25 63
백분율 60.3% 39.7% 100.0%

비정규직기간제( , 
계약직)

빈도 25 33 58
백분율 43.1% 56.9% 100.0%

비정규직무기계약(
직)

빈도 8 19 27
백분율 29.6% 70.4% 100.0%

비정규직시간제( , 
파트타임)

빈도 1 1 2
백분율 50.0% 50.0% 100.0%

기타 빈도 1 0 1
백분율 100.0% 0.0% 100.0%

직위

상급관리자 
부장국장 등( / )

빈도 65 31 96
백분율 67.7% 32.3% 100.0%

중간관리자과장( /
팀장 등)

빈도 134 100 234
백분율 57.3% 42.7% 100.0%

선임대리주임 등( / ) 빈도 56 64 120
백분율 46.7% 53.3% 100.0%

실무자 
복지사지도사 등( / )

빈도 303 345 648
백분율 46.8% 53.2% 100.0%

기타 빈도 21 21 42
백분율 50.0% 50.0% 100.0%

고용형태

사회복지사 빈도 326 344 670
백분율 48.7% 51.3% 100.0%

상담직 빈도 16 16 32
백분율 50.0% 50.0% 100.0%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사

빈도 118 83 201
백분율 58.7% 41.3% 100.0%

직업재활직 빈도 22 23 45
백분율 48.9% 51.1% 100.0%

보건의료직 빈도 21 27 48
백분율 43.8% 56.3% 100.0%

돌봄 및 보육직 빈도 4 1 5
백분율 80.0% 20.0% 100.0%

사무행정직/ 빈도 39 36 75
백분율 52.0% 48.0% 100.0%

기능관리직/ 빈도 21 25 46
백분율 45.7% 54.3% 100.0%

기타 빈도 12 6 18
백분율 66.7% 33.3% 100.0%

전체 빈도 579 561 1140
백분율 50.8% 49.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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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상황에 따라서는 시설규모는 명 규모의 시설이 명 10-29 55.2%, 30-49

규모의 시설이 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높게 나타난 반면 명 미만54.5% , 5

은 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37.8%

직원조직 존재 여부에 따라서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로 존재하는 경- 54.1%

우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45.2%

노동조합 존재 여부에 따라서도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가 직장 내 - 52.3%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비해 높았음

직원 고충 및 갈등접수 창구 존재 여부에 따라서도 없는 경우에 의 높- 65.0%

은 괴롭힘 경험을 나타내었으며 창구가 존재하는 경우는 의 상대적으, 43.2%

로 낮은 경험률 보임

❍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특수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도 조직 내 종사자 지

원조직이 존재하는 경우에 경험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상대적으로 . , 

규모가 큰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괴롭힘을 많이 경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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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직장 상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특수한 직장 내 괴롭힘 경험< 4-22> 

괴롭힘 경험
전체

없음 있음

시설규모

명 미만5
빈도 97 59 156
백분율 62.2% 37.8% 100.0%

명5-9
빈도 31 31 62
백분율 50.0% 50.0% 100.0%

명10-29
빈도 172 212 384
백분율 44.8% 55.2% 100.0%

명30-49
빈도 116 139 255
백분율 45.5% 54.5% 100.0%

명 이상50
빈도 163 120 283
백분율 57.6% 42.4% 100.0%

직원조직노(
사협희회 

등) 
존재여부

없다
빈도 227 268 495
백분율 45.9% 54.1% 100.0%

있다
빈도 319 263 582
백분율 54.8% 45.2% 100.0%

모르겠다
빈도 33 30 63
백분율 52.4% 47.6% 100.0%

노동조합존
재여부

없다
빈도 411 450 861
백분율 47.7% 52.3% 100.0%

있지만 가입하고 
있지 않다

빈도 69 33 102

백분율 67.6% 32.4% 100.0%

있고 가입하고 
있다

빈도 44 34 78

백분율 56.4% 43.6% 100.0%

모르겠다
빈도 55 44 99
백분율 55.6% 44.4% 100.0%

직원 고충 
및 갈등 
접수 

상담창구 
설치 여부

없다
빈도 114 212 326
백분율 35.0% 65.0% 100.0%

있다
빈도 396 301 697
백분율 56.8% 43.2% 100.0%

모르겠다
빈도 69 48 117

백분율 59.0% 41.0% 100.0%

전체
빈도 579 561 1140
백분율 50.8% 49.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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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괴롭힘 경험2) 

❍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특수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을 확인한 결과 근로환‘

경 안전 미확보 가 로 가장 높게 나타남’ 32.6%

그 외에도 후원강요 등 경제적 괴롭힘 종교의 자유침해- ‘ ’ 25.9%, ‘ ’ 19.6%, 

비윤리적 업무강요 특수관계자의 업무 강요 학대신고 저‘ ’ 16.7%, ‘ ’ 15.2%, ‘

지 의 경험 순으로 나타남 ’ 6.8%

복지서비스 이용자 등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 등 문제에 노출되어있는 사회복- 

지시설에 있어서 근로환경이 확보되지 않고 여전히 후원과 종교 강요와 같, 

은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표 유형별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특수한 직장 내 괴롭힘 경험< 4-23> 

구분 빈도명( ) 백분율(%)

종교의 자유침해
없음 917 80.4

있음 223 19.6

후원강요 등 경제적 

괴롭힘

없음 845 74.1

있음 295 25.9

특수관계자의 

업무강요

없음 967 84.8

있음 173 15.2

학대신고저지
없음 1062 93.2

있음 78 6.8

비윤리적 업무강요
없음 950 83.3

있음 190 16.7

근로환경 안전 

미확보

없음 768 67.4

있음 372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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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특수한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을 고용형태 시, 

설형태 시설규모에 따라서 분석하였음, 

종교자유의 침해 는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비정규직이 로 정규직에 비- ‘ ’ 23.9%

해 높았고 시설형태에 따라서는 이용시설이 로 생활시설 에 비, 22.3% 14.3%

해 크게 높았음 시설규모에 따라서는 명이 로 가장 높게 나타남. 10-29 23.4%

후원강요 등 경제적 괴롭힘 은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정규직이 로 비- ‘ ’ 26.0%

정규직에 비해 높았고 시설형태에 따라서는 이용시설이 로 생활시설, 28.5%

에 비해 크게 높았음 시설규모에 따라서는 명 규모가 가장 높았음. 30-49

특수관계자 업무강요 는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비정규직이 로 비정규직- ‘ ’ 22.7%

에 비해 높았고 시설형태에 따라서는 이용시설이 로 높게 나타남 시, 17.1% . 

설규모에 따라서는 명이 로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10-29 21.1%

학대신고 저지 는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비정규직이 로 정규직에 비해 - ‘ ’ 6.7%

높았고 시설형태에 따라서는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이 큰 차이가 없었음 시, . 

설규모에 따라서는 명 규모의 시설이 로 가장 높게 나타남10-29 8.6%

비윤리적 업무지시 는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정규직이 로 높았고 시설- ‘ ’ 16.9% , 

형태에 따라서는 이용시설이 로 높았음 시설규모에 따라서는 명 18.0% . 5-9

규모가 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21.0%

근로환경 안전 미확보 는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비정규직이 로 높았고- ‘ ’ 44.3% , 

시설형태에 따라서는 이용시설이 로 높았음 시설규모에 따라서는 35.0% . 5-9

명 규모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비정규직 종사자 이용시설 종사자 중간 규모의 사회복지시설 종사- , , 

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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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유형별 사회복지시설 관련 특수한 직장 내 괴롭힘 경험< 4-24> 의 특성

구분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유무 전체없다 있다

종교자유침해

고용형태
정규직 빈도 850 202 1052

백분율 80.8% 19.2% 100.0%

비정규직 빈도 67 21 88
백분율 76.1% 23.9% 100.0%

시설형태
생활시설 빈도 330 55 385

백분율 85.7% 14.3% 100.0%

이용시설 빈도 587 168 755
백분율 77.7% 22.3% 100.0%

시설규모

명 미만5 빈도 141 15 156
백분율 90.4% 9.6% 100.0%

명5~9 빈도 54 8 62
백분율 87.1% 12.9% 100.0%

명10~29 빈도 294 90 384
백분율 76.6% 23.4% 100.0%

명30~49 빈도 197 58 255
백분율 77.3% 22.7% 100.0%

명 이상50 빈도 231 52 283
백분율 81.6% 18.4% 100.0%

후원강요 등 

경제적 괴롭힘

고용형태
정규직 빈도 778 274 1052

백분율 74.0% 26.0% 100.0%

비정규직 빈도 67 21 88
백분율 76.1% 23.9% 100.0%

시설형태
생활시설 빈도 305 80 385

백분율 79.2% 20.8% 100.0%

이용시설 빈도 540 215 755
백분율 71.5% 28.5% 100.0%

시설규모

명 미만5 빈도 132 24 156
백분율 84.6% 15.4% 100.0%

명5~9 빈도 48 14 62
백분율 77.4% 22.6% 100.0%

명10~29 빈도 272 112 384
백분율 70.8% 29.2% 100.0%

명30~49 빈도 173 82 255
백분율 67.8% 32.2% 100.0%

명 이상50 빈도 220 63 283
백분율 77.7% 22.3% 100.0%

특수관계자 

업무강요

고용형태
정규직 빈도 899 153 1052

백분율 85.5% 14.5% 100.0%

비정규직 빈도 68 20 88
백분율 77.3% 22.7% 100.0%

시설형태
생활시설 빈도 341 44 385

백분율 88.6% 11.4% 100.0%

이용시설 빈도 626 129 755
백분율 82.9% 17.1% 100.0%

시설규모

명 미만5 빈도 137 19 156
백분율 87.8% 12.2% 100.0%

명5~9 빈도 53 9 62
백분율 85.5% 14.5% 100.0%

명10~29 빈도 303 81 384
백분율 78.9% 21.1% 100.0%

명30~49 빈도 224 31 255
백분율 87.8% 12.2% 100.0%

명 이상50 빈도 250 33 283
백분율 88.3% 11.7% 100.0%

학대신고저지 고용형태 정규직 빈도 981 7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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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율 93.3% 6.7% 100.0%

비정규직 빈도 81 7 88
백분율 92.0% 8.0% 100.0%

시설형태
생활시설 빈도 359 26 385

백분율 93.2% 6.8% 100.0%

이용시설 빈도 703 52 755
백분율 93.1% 6.9% 100.0%

시설규모

명 미만5 빈도 150 6 156
백분율 96.2% 3.8% 100.0%

명5~9 빈도 58 4 62
백분율 93.5% 6.5% 100.0%

명10~29 빈도 351 33 384
백분율 91.4% 8.6% 100.0%

명30~49 빈도 242 13 255
백분율 94.9% 5.1% 100.0%

명 이상50 빈도 261 22 283
백분율 92.2% 7.8% 100.0%

비윤리적 

업무지시

고용형태
정규직 빈도 874 178 1052

백분율 83.1% 16.9% 100.0%

비정규직 빈도 76 12 88
백분율 86.4% 13.6% 100.0%

시설형태
생활시설 빈도 331 54 385

백분율 86.0% 14.0% 100.0%

이용시설 빈도 619 136 755
백분율 82.0% 18.0% 100.0%

시설규모

명 미만5 빈도 132 24 156
백분율 84.6% 15.4% 100.0%

명5~9 빈도 49 13 62
백분율 79.0% 21.0% 100.0%

명10~29 빈도 316 68 384
백분율 82.3% 17.7% 100.0%

명30~49 빈도 215 40 255
백분율 84.3% 15.7% 100.0%

명 이상50 빈도 238 45 283
백분율 84.1% 15.9% 100.0%

근로환경 안전 

미확보

고용형태
정규직 빈도 719 333 1052

백분율 68.3% 31.7% 100.0%

비정규직 빈도 49 39 88
백분율 55.7% 44.3% 100.0%

시설형태
생활시설 빈도 277 108 385

백분율 71.9% 28.1% 100.0%

이용시설 빈도 491 264 755
백분율 65.0% 35.0% 100.0%

시설규모

명 미만5 빈도 117 39 156
백분율 75.0% 25.0% 100.0%

명5~9 빈도 37 25 62
백분율 59.7% 40.3% 100.0%

명10~29 빈도 250 134 384
백분율 65.1% 34.9% 100.0%

명30~49 빈도 165 90 255
백분율 64.7% 35.3% 100.0%

명 이상50 빈도 199 84 283
백분율 70.3% 29.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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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괴롭힘 경험의 수준3) 

❍ 종교의 자유침해 영역의 원하지 않는 종교 행위를 나가도록 하였다 에 대하‘ ’

여서는 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종교 관련 단체의 복지시설 운19.6% . 

영으로 제시되었던 문제가 여전히 상당 수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표 종교의 자유 침해< 4-25> 

❍ 후원강요 등 경제적 괴롭힘 영역은 나에게 원하지 않는 후원 및 기부를 하‘

도록 하였다 에 관하여는 가 경험이 있었고 나에게 급여나 수당의 일’ 24.6% , ‘

부를 떼어서 내도록 하였다 는 가 있었음’ 6.3%

표 후원강요 등 경제적 괴롭힘< 4-26> 

구분 빈도 명( ) 백분율(%)

원하지 않는 종교행위예( : 
종교기관 출석 예배 참배 , ·
등를 나에게 하도록 하였다)

전혀없음 917 80.4

개월에 회 정도6 1-2 107 9.4

월 회1 59 5.2

주 회1 38 3.3

매일 19 1.7

전체 1140 100.0

구분 빈도명( ) 백분율(%)

나에게 원하지 않는 후원 
및 기부예 돈 물품( : , , 

개인재능 바자회 티켓강매 , 
등를 하도록 하였다) .

전혀없음 856 75.1

개월에 회 정도6 1-2 215 18.9

월 회1 50 4.4

주 회1 12 1.1

매일 7 .6

나에게 급여나 수당의 
일부를 떼어서 내도록 

하였다상납( )

전혀없음 1068 93.7

개월에 회 정도6 1-2 39 3.4

월 회1 31 2.7

주 회1

매일 2 .2

전체 11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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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에 의한 업무강요 등의 영역에서는 나에게 법인 및 시설장의 특‘

수관계자의 부당한 요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는 가 경험이 있었고’ 10.4% , 

나에게 업무와 무관한 상급기관 관계자의 개인적 요구를 수행하도록 하였‘

다 는 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 됨’ 10.8%

표 특수관계자의 업무강요< 4-27> 

❍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신고를 저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설 내 학대‘

나 폭력피해를 인지하였으나 나에게 신고 등 법적 절차를 하지 못하게 하였

다 에 대하여 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6.8%

표 학대신고저지< 4-28> 

구분 빈도 명( ) 백분율(%)

나에게 법인 및 시설장의 
특수관계자예 친인척( : , 

지인 등의 부당한 요구를 )
수행하도록 하였다. 

전혀없음 1022 89.6

개월에 회 정도6 1-2 79 6.9

월 회1 19 1.7

주 회1 13 1.1

매일 7 .6

나에게 업무와 무관한 
상급기관법인( , 

지도감독기관 등 관계자의 ) 
개인적 요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전혀없음 1017 89.2

개월에 회 정도6 1-2 83 7.3

월 회1 27 2.4

주 회1 9 .8

매일 4 .4

전체 1140 100.0

구분 빈도 명( ) 백분율(%)

시설 내 학대나 폭력피해를 
인지하였으나 나에게 신고 
등 법적절차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전혀없음 1062 93.2

개월에 회 정도6 1-2 52 4.6

월 회1 14 1.2

주 회1 2 .2

매일 10 .9

전체 11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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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윤리적 업무 강요의 영역에서는 나에게 불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

하였다 는 의 경험이 있었고 나에게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 10.2% ‘

였다 는 나에게 기관의 실적이나 문서를 조작하도록 하였다 는 ’ 7.4%, ‘ ’

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11.7%

표 비윤리적 업무강요< 4-29> 

구분 빈도명( ) 백분율(%)

나에게 불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전혀없음 1024 89.8

개월에 회 정도6 1-2 80 7.0

월 회1 17 1.5

주 회1 11 1.0

매일 8 .7

나에게 부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도록 하였다

전혀없음 1056 92.6

개월에 회 정도6 1-2 55 4.8

월 회1 15 1.3

주 회1 8 .7

매일 6 .5

나에게 기관의 실적이나 
문서를 조작하도록 하였다

전혀없음 1007 88.3

개월에 회 정도6 1-2 80 7.0

월 회1 28 2.5

주 회1 17 1.5

매일 8 .7

전체 11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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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환경 안전의 미확보와 관련하여서는 이용자의 폭언이나 폭행 시도에 적‘

절한 보호와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았다 는 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 24.7%

였고 나에게 이용자의 과도한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사과하도록 , ‘

하였다 는 이용자 민원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나에게 전가하였다 는 ’ 18.9%, ‘ ’

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 됨19.7%

표 근로환경 안전 미확보< 4-30> 

구분 빈도 명( ) 백분율(%)

이용자의 폭언이나 

폭행시도에 적절한 보호와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았다

전혀없음 858 75.3

개월에 회 정도6 1-2 163 14.3

월 회1 49 4.3

주 회1 23 2.0

매일 47 4.1

나에게 이용자의 과도한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사과하도록 하였다

전혀없음 924 81.1

개월에 회 정도6 1-2 135 11.8

월 회1 46 4.0

주 회1 19 1.7

매일 16 1.4

이용자 민원 발생시 모든 

책임을 나에게 전가하였다

전혀없음 915 80.3

개월에 회 정도6 1-2 138 12.1

월 회1 36 3.2

주 회1 28 2.5

매일 23 2.0

전체 11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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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직장 내 괴롭힘 목격 경험4

1. 전체 직장 내 괴롭힘 목격 경험

❍ 전체 직장 내 괴롭힘 목격 경험은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직접 경57.7% , 

험보다는 다소 적었음

표 전체 직장 내 괴롭힘 목격 경험< 4-31> 

❍ 개인 및 직무특성에 따른 분석에서는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가 로 남성61.5%

보다 경험률이 높았고 연령에 따라서는 대가 대 로 높았20 64.2%, 30 60.0%

음 반면에 대는 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50 48.4%

시설형태에 따라서는 이용시설이 로 생활시설 에 비해 크게 높- 63.7% 46.0%

았고 소관 부처에 따라서는 여성 가족부서 소관이 로 높았음, · 61.0%

시설에 따라서는 조사대상이 명이 넘은 시설 중에서 노인 이용시설은 - 100

장애인 이용시설 사회복지관 의 순으로 높았음 반면67.9%, 66.7%, 65.6% . 

에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생활시설 아동 이용시설 등40.2%, 51.4%, 51.9% 

은 상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이 낮았음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기간제 계약직- ( ) 81.5%, ( , ) 

정규직 주 시간 이상 의 순이었음 반면에 정규직 주 시67.2%, ( 40 ) 57.3% . ( 40

간 미만 은 로 낮았음) 44.4%

직위에 따라서는 선임 실무자 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에 중간- 63.3%, 61.1%

관리자 상급관리자 등은 낮았음53%, 42.7% 

직종에 따라서는 사무 행정직 사회복지사 보건의료직 - / 62.7%, 61.8%, 60.4% 

등의 순이었음

구분 빈도명( ) 백분율(%)

없음 482 42.3

있음 658 57.7

전체 11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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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개인적 특성과 직무특성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목격 경험< 4-32> 

괴롭힘 목격 경험 전체없음 있음

성별
여자 빈도 295 472 767

백분율 38.5% 61.5% 100.0%

남자 빈도 187 186 373
백분율 50.1% 49.9% 100.0%

연령

대20 빈도 100 179 279
백분율 35.8% 64.2% 100.0%

대30 빈도 175 262 437
백분율 40.0% 60.0% 100.0%

대40 빈도 122 139 261
백분율 46.7% 53.3% 100.0%

대50 빈도 80 75 155
백분율 51.6% 48.4% 100.0%

대 이상60 빈도 5 3 8
백분율 62.5% 37.5% 100.0%

시설형태
생활시설 빈도 208 177 385

백분율 54.0% 46.0% 100.0%

이용시설 빈도 274 481 755
백분율 36.3% 63.7% 100.0%

소관부서
여성가족 빈도 32 50 82

백분율 39.0% 61.0% 100.0%

복지정책시민건강/ 빈도 450 608 1058
백분율 42.5% 57.5% 100.0%

시설

노인 이용시설 빈도 44 93 137
백분율 32.1% 67.9% 100.0%

노인 생활시설 빈도 15 19 34
백분율 44.1% 55.9% 100.0%

아동 이용시설 빈도 51 55 106
백분율 48.1% 51.9% 100.0%

아동 생활시설 빈도 52 55 107
백분율 48.6% 51.4% 100.0%

장애인 이용시설 빈도 82 164 246
백분율 33.3% 66.7% 100.0%

장애인 생활시설 빈도 107 72 179
백분율 59.8% 40.2% 100.0%

노숙인 이용시설 빈도 8 6 14
백분율 57.1% 42.9% 100.0%

노숙인 생활시설 빈도 21 20 41
백분율 51.2% 48.8% 100.0%

사회복지관 빈도 53 101 154
백분율 34.4% 65.6% 100.0%

결핵 한센시설, 빈도 1 0 1
백분율 100.0% 0.0% 100.0%

지역자활센터 빈도 3 9 12
백분율 25.0% 75.0% 100.0%

정신보건 이용시설 빈도 9 11 20
백분율 45.0% 55.0% 100.0%

정신보건 생활시설 빈도 4 3 7
백분율 57.1% 42.9% 100.0%

성매매피해자 
이용시설

빈도 3 1 4
백분율 75.0% 25.0% 100.0%

성매매피해자 
생활시설

빈도 3 2 5
백분율 60.0% 40.0% 100.0%

성폭력피해자 
이용시설

빈도 2 3 5

백분율 40.0% 6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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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생활시설

빈도 1 0 1
백분율 100.0% 0.0% 100.0%

가정폭력피해자 
이용시설

빈도 5 1 6
백분율 83.3% 16.7% 100.0%

가정폭력피해자 
생활시설

빈도 2 3 5
백분율 40.0% 60.0% 100.0%

한부모가족 
생활시설

빈도 2 3 5
백분율 40.0% 60.0% 100.0%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빈도 12 34 46
백분율 26.1% 73.9% 100.0%

청소년 생활시설 빈도 2 3 5
백분율 40.0% 60.0% 100.0%

고용형태

정규직주 시간 ( 40
이상)

빈도 422 567 989
백분율 42.7% 57.3% 100.0%

정규직주 시간 ( 40
미만)

빈도 35 28 63
백분율 55.6% 44.4% 100.0%

비정규직기간제( , 
계약직)

빈도 19 39 58
백분율 32.8% 67.2% 100.0%

비정규직무기계약(
직)

빈도 5 22 27
백분율 18.5% 81.5% 100.0%

비정규직시간제( , 
파트타임)

빈도 1 1 2
백분율 50.0% 50.0% 100.0%

기타 빈도 0 1 1
백분율 0.0% 100.0% 100.0%

직위

상급관리자 
부장국장 등( / )

빈도 55 41 96
백분율 57.3% 42.7% 100.0%

중간관리자과장( /
팀장 등)

빈도 110 124 234
백분율 47.0% 53.0% 100.0%

선임대리주임 등( / ) 빈도 44 76 120
백분율 36.7% 63.3% 100.0%

실무자 
복지사지도사 등( / )

빈도 252 396 648
백분율 38.9% 61.1% 100.0%

기타 빈도 21 21 42
백분율 50.0% 50.0% 100.0%

직종

사회복지사 빈도 256 414 670
백분율 38.2% 61.8% 100.0%

상담직 빈도 17 15 32
백분율 53.1% 46.9% 100.0%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사

빈도 105 96 201
백분율 52.2% 47.8% 100.0%

직업재활직 빈도 20 25 45
백분율 44.4% 55.6% 100.0%

보건의료직 빈도 19 29 48
백분율 39.6% 60.4% 100.0%

돌봄 및 보육직 빈도 3 2 5
백분율 60.0% 40.0% 100.0%

사무행정직/ 빈도 28 47 75
백분율 37.3% 62.7% 100.0%

기능관리직/ 빈도 25 21 46
백분율 54.3% 45.7% 100.0%

기타 빈도 9 9 18
백분율 50.0% 50.0% 100.0%

전체 빈도 482 658 1140
백분율 42.3% 57.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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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상황에 따라서는 시설 규모의 경우 명인 경우 로 목격 경10-29 66.4%

험이 가장 많았음.

직원조직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 괴롭힘 목격 - 61.6%

경험이 있었음 반면에 직원조직이 존재하는 경우 의 경험을 보임. 54.8%

노동조합 존재 여부에 따라서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가 목격 경험이 - 60.9%

있었으며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비해 목격 경험이 높았음

직원 고충 및 갈등 접수창구 존재 여부에 따라서는 없는 경우 의 목격 - 69.6%

경험이 있었음 반면에 창구가 존재하는 경우 목격 경험은 로 상대적. 52.2%

으로 낮았음

❍ 노사협의회 노동조합 등 직원들을 위한 조직이 존재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목격한 경험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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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직장 상황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목격 경험< 4-33> 

괴롭힘 목격 경험 전체없음 있음

시설규모

명 미만5
빈도 90 66 156
백분율 57.7% 42.3% 100.0%

명5-9
빈도 28 34 62
백분율 45.2% 54.8% 100.0%

명10-29
빈도 129 255 384
백분율 33.6% 66.4% 100.0%

명30-49
빈도 99 156 255
백분율 38.8% 61.2% 100.0%

명 이상50
빈도 136 147 283
백분율 48.1% 51.9% 100.0%

직원조직노(
사협희회 

등) 
존재여부

없다
빈도 190 305 495
백분율 38.4% 61.6% 100.0%

있다
빈도 263 319 582
백분율 45.2% 54.8% 100.0%

모르겠다
빈도 29 34 63
백분율 46.0% 54.0% 100.0%

노동조합존
재여부

없다
빈도 337 524 861
백분율 39.1% 60.9% 100.0%

있지만 가입하고 
있지 않다

빈도 55 47 102

백분율 53.9% 46.1% 100.0%

있고 가입하고 
있다

빈도 42 36 78

백분율 53.8% 46.2% 100.0%

모르겠다
빈도 48 51 99
백분율 48.5% 51.5% 100.0%

직원 고충 
및 갈등 
접수 

상담창구 
설치 여부

없다
빈도 99 227 326
백분율 30.4% 69.6% 100.0%

있다
빈도 333 364 697
백분율 47.8% 52.2% 100.0%

모르겠다
빈도 50 67 117

백분율 42.7% 57.3% 100.0%

전체
빈도 482 658 1140

백분율 42.3% 57.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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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직장 내 괴롭힘 목격 경험2. 

전체1) 

❍ 사회복지 관련 특수성을 반영한 문항을 제외한 일반적 직장 내 괴롭힘 목격 

경험은 가 있었음52.7%

표 일반적 직장 내 괴롭힘 목격 경험< 4-34> 

❍ 개인 및 직무특성에 따른 분석에서는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가 로 남성51.1%

보다 목격 경험이 많았고 연령에 따라서는 대 대 로 높았20 60.2%, 30 54.9%

음 반면에 대는 대는 의 상대적으로 낮은 목격 경험을 . 50 43.2%, 60 47.5%

보임

시설형태에 따라서는 이용시설이 로 생활시설에 비해 높았고 소관부- 57.9% , 

서는 여성 가족부서 소관 시설에 근무하는 경우 약간 높았음·

시설에 따라서는 조사대상이 명이 넘은 시설 중에서 노인 이용시설은 - 100

장애인 이용시설 사회복지관 의 순으로 높았음 반면62.0%, 61.4%, 59.1% . 

에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생활시설 아동 이용시설 등37.4%, 48.6%, 48.1% 

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기간제 계약직- ( ) 81.5%, ( , ) 

정규직 주 시간 이상 의 순이었음 반면에 정규직 주 시67.2%, ( 40 ) 57.3% . ( 40

간 미만 은 로 상대적으로 낮은 목격 경험을 보임) 41.3%

직위에 따라서는 선임 실무자 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에 중간- 57.5%, 56.9% . 

관리자 상급관리자 의 목격 경험을 나타냄47%, 39.6%

직종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사 사무 행정직 직업재활직 - 56.9%, / 54.9%, 

의 순이었음51.18%

구분 빈도명( ) 백분율(%)

없음 539 47.3

있음 601 52.7

전체 11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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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개인적 특성과 직무특성에 따른 일반적 직장 내 괴롭힘 목격 경험< 4-35> 

괴롭힘 목격 경험 전체없음 있음

성별
여자 빈도 344 423 767

백분율 44.9% 55.1% 100.0%

남자 빈도 195 178 373
백분율 52.3% 47.7% 100.0%

연령

대20 빈도 111 168 279
백분율 39.8% 60.2% 100.0%

대30 빈도 197 240 437
백분율 45.1% 54.9% 100.0%

대40 빈도 137 124 261
백분율 52.5% 47.5% 100.0%

대50 빈도 88 67 155
백분율 56.8% 43.2% 100.0%

대 이상60 빈도 6 2 8
백분율 75.0% 25.0% 100.0%

시설형태
생활시설 빈도 221 164 385

백분율 57.4% 42.6% 100.0%

이용시설 빈도 318 437 755
백분율 42.1% 57.9% 100.0%

소관부서
여성가족 빈도 37 45 82

백분율 45.1% 54.9% 100.0%

복지정책시민건강/ 빈도 502 556 1058
백분율 47.4% 52.6% 100.0%

시설

노인 이용시설 빈도 52 85 137
백분율 38.0% 62.0% 100.0%

노인 생활시설 빈도 17 17 34
백분율 50.0% 50.0% 100.0%

아동 이용시설 빈도 55 51 106
백분율 51.9% 48.1% 100.0%

아동 생활시설 빈도 55 52 107
백분율 51.4% 48.6% 100.0%

장애인 이용시설 빈도 95 151 246
백분율 38.6% 61.4% 100.0%

장애인 생활시설 빈도 112 67 179
백분율 62.6% 37.4% 100.0%

노숙인 이용시설 빈도 10 4 14
백분율 71.4% 28.6% 100.0%

노숙인 생활시설 빈도 24 17 41
백분율 58.5% 41.5% 100.0%

사회복지관 빈도 63 91 154
백분율 40.9% 59.1% 100.0%

결핵 한센시설, 빈도 1 0 1
백분율 100.0% 0.0% 100.0%

지역자활센터 빈도 5 7 12
백분율 41.7% 58.3% 100.0%

정신보건 이용시설 빈도 9 11 20
백분율 45.0% 55.0% 100.0%

정신보건 생활시설 빈도 4 3 7
백분율 57.1% 42.9% 100.0%

성매매피해자 
이용시설

빈도 3 1 4
백분율 75.0% 25.0% 100.0%

성매매피해자 
생활시설

빈도 3 2 5
백분율 60.0% 40.0% 100.0%

성폭력피해자 
이용시설

빈도 2 3 5
백분율 40.0% 6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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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생활시설

빈도 1 0 1
백분율 100.0% 0.0% 100.0%

가정폭력피해자 
이용시설

빈도 5 1 6
백분율 83.3% 16.7% 100.0%

가정폭력피해자 
생활시설

빈도 2 3 5
백분율 40.0% 60.0% 100.0%

한부모가족 
생활시설

빈도 2 3 5
백분율 40.0% 60.0% 100.0%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빈도 16 30 46
백분율 34.8% 65.2% 100.0%

청소년 생활시설 빈도 3 2 5
백분율 60.0% 40.0% 100.0%

고용형태

정규직주 시간 ( 40
이상)

빈도 470 519 989
백분율 47.5% 52.5% 100.0%

정규직주 시간 ( 40
미만)

빈도 37 26 63
백분율 58.7% 41.3% 100.0%

비정규직기간제( , 
계약직)

빈도 25 33 58
백분율 43.1% 56.9% 100.0%

비정규직무기계약(
직)

빈도 6 21 27
백분율 22.2% 77.8% 100.0%

비정규직시간제( , 
파트타임)

빈도 1 1 2
백분율 50.0% 50.0% 100.0%

기타 빈도 0 1 1
백분율 0.0% 100.0% 100.0%

직위

상급관리자 
부장국장 등( / )

빈도 58 38 96
백분율 60.4% 39.6% 100.0%

중간관리자과장( /
팀장 등)

빈도 124 110 234
백분율 53.0% 47.0% 100.0%

선임대리주임 등( / ) 빈도 51 69 120
백분율 42.5% 57.5% 100.0%

실무자 
복지사지도사 등( / )

빈도 282 366 648
백분율 43.5% 56.5% 100.0%

기타 빈도 24 18 42
백분율 57.1% 42.9% 100.0%

직종

사회복지사 빈도 289 381 670
백분율 43.1% 56.9% 100.0%

상담직 빈도 18 14 32
백분율 56.3% 43.8% 100.0%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사

빈도 110 91 201
백분율 54.7% 45.3% 100.0%

직업재활직 빈도 22 23 45
백분율 48.9% 51.1% 100.0%

보건의료직 빈도 24 24 48
백분율 50.0% 50.0% 100.0%

돌봄 및 보육직 빈도 3 2 5
백분율 60.0% 40.0% 100.0%

사무행정직/ 빈도 34 41 75
백분율 45.3% 54.7% 100.0%

기능관리직/ 빈도 30 16 46
백분율 65.2% 34.8% 100.0%

기타 빈도 9 9 18
백분율 50.0% 50.0% 100.0%

전체
빈도 539 601 1140
백분율 47.3% 5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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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황에 따라서는 시설 규모의 경우 명의 규모시설이 로 목10-29 59.4%❍ 

격 경험이 가장 높았음

직원조직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 직장 내 괴- 56.8%

롭힘 목격 경험이 있었음 반면에 직원조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목격 경. 

험은 로 상대적으로 낮았음49.7%

노동조합 존재 여부에 따라서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가 목격 경험이 - 56%

있었으며 존재하는 경우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목격 경험을 보임, 

직원 고충 및 갈등 접수창구 존재 여부에 따라서는 없는 경우 의 목격 - 64.1%

경험이 있었음 반면에 창구가 존재하는 경우는 의 목격 경험을 보임. 47.2%

사회복지시설 내 종사자들 간 직원조직이 존재하는 경우에 괴롭힘 목격 경험❍ 

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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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직장 상황에 따른 일반적 직장 내 괴롭힘 목격 경험< 4-36> 

괴롭힘 목격 경험 전체없음 있음

시설규모

명 미만5 빈도 93 63 156
백분율 59.6% 40.4% 100.0%

명5-9 빈도 29 33 62
백분율 46.8% 53.2% 100.0%

명10-29 빈도 156 228 384
백분율 40.6% 59.4% 100.0%

명30-49 빈도 110 145 255
백분율 43.1% 56.9% 100.0%

명 이상50 빈도 151 132 283
백분율 53.4% 46.6% 100.0%

직원조직노(
사협희회 

등) 
존재여부

없다 빈도 214 281 495
백분율 43.2% 56.8% 100.0%

있다 빈도 293 289 582
백분율 50.3% 49.7% 100.0%

모르겠다 빈도 32 31 63
백분율 50.8% 49.2% 100.0%

노동조합존
재여부

없다 빈도 379 482 861
백분율 44.0% 56.0% 100.0%

있지만 가입하고 
있지 않다

빈도 61 41 102
백분율 59.8% 40.2% 100.0%

있고 가입하고 
있다

빈도 48 30 78
백분율 61.5% 38.5% 100.0%

모르겠다 빈도 51 48 99
백분율 51.5% 48.5% 100.0%

직원 고충 
및 갈등 
접수 

상담창구 
설치 여부

없다 빈도 117 209 326
백분율 35.9% 64.1% 100.0%

있다 빈도 368 329 697
백분율 52.8% 47.2% 100.0%

모르겠다
빈도 54 63 117
백분율 46.2% 53.8% 100.0%

전체 빈도 539 601 1140
백분율 47.3% 5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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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일반적 직장 내 괴롭힘 목격 경험2) 

❍ 일반적인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 목격 경험을 확인한 결과 업무환경 악화‘ ’

가 로 가장 높게 나타남44.4%

그 외에도 정서적 괴롭힘 정신적 괴롭힘 성적 괴롭힘- ‘ ’ 39.5%, ‘ ’ 34.4%, ‘ ’ 

신체적 괴롭힘 의 목격 경험 순으로 나타남 11.1%, ‘ ’ 4.0%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업무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정서적으로 괴롭히- 

는 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아울러 성적 괴롭힘도 상당 수. 

준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표 유형별 일반적 직장 내 괴롭힘 목격 경험< 4-37> 

구분 빈도명( ) 백분율(%)

신체적 괴롭힘
없음 1094 96.0

있음 46 4.0

정신적 괴롭힘
없음 748 65.6

있음 392 34.4

정서적 괴롭힘
없음 690 60.5

있음 450 39.5

업무환경 악화
없음 634 55.6

있음 506 44.4

성적 괴롭힘
없음 1013 88.9

있음 127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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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일반적 직장 내 괴롭힘 목격 경험3) 

❍ 신체적 괴롭힘 영역에서는 신체적 위협이나 폭력을 가했다 에 대하여 가 ‘ ’ 4%

목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표 신체적 괴롭힘 목격 경험< 4-38> 

❍ 정신적 괴롭힘 목격 경험과 관련하여서는 누군가 업무 수행과정에 정당한 ‘

이유 없이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거나 시비를 걸었다 에 가 목격 경험’ 26.1%

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 에 , ‘ ’

대해서도 가 응답하였음23%

그 외에 부당하게 의심하거나 누명을 씌웠다 욕설이나 위협적인 - ‘ ’ 13.2%, ‘

말을 했다 의 경험을 보임’ 12.6%

표 정신적 괴롭힘 경험< 4-39> 

구분 빈도 명( ) 백분율(%)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했다예( : 
물건던지기 주먹질 등, )

있음 46 4.0

없음 1094 96.0

전체 1140 100.0

구분 빈도 명( ) 백분율(%)

누군가 업무수행 과정에 정당한 이유없이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거나 시비를 걸었다

있음 298 26.1

없음 842 73.9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했다
있음 144 12.6

없음 996 87.4

부당하게 의심하거나 누명을 씌웠다
있음 150 13.2

없음 990 86.8

다른 사람들 앞에서또는 온라인상에서( )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

있음 262 23.0

없음 878 77.0

전체 11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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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적 괴롭힘 관련하여 누군가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트렸다‘ ’

에 대하여 가 응답하였고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25.6% , ‘

롱했다 에 가 응답하였음’ 20.9%

그 외에도 의사와 관계없이 회식 참여를 강요했다 업무 외의 대화- ‘ ’ 14.6%, ‘

나 친목 모임에서 제외했다 의 목격 경험이 있었음’ 11.1%

표 정서적 괴롭힘 경험< 4-40> 

❍ 업무환경 악화와 관련하여서는 업무 외의 대화나 친목 모임에서 제외하였‘

다 에 가 목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25.3% , ‘

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외했다 에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 21.5%, ‘ , , , 

등에서 차별했다 본연의 업무와 상관없이 힘들고 모두 꺼리는 업무’ 21.3%, ‘

를 주었다 등이 목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21.3% 

그 외에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하였다- ‘ , ’ 19.5%, 

업무 외의 대화나 친목 모임에서 제외했다 의 목격 경험이 응답 됨‘ ’ 17.1%

구분 빈도 명( ) 백분율(%)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했다

있음 238 20.9

없음 902 79.1

상사의 관혼상제나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했다예 개인심부름 등( : )

있음 122 10.7

없음 1018 89.3

누군가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렸다

있음 292 25.6

없음 848 74.4

누군가 물건을 허락없이 가져가거나 
망가뜨렸다

있음 90 7.9

없음 1050 92.1

의사와 관계없이 회식참여를 강요했다
있음 166 14.6

없음 974 85.4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을 강요했다/
있음 76 6.7

없음 1064 93.3

업무 외의 대화나 친목모임에서 제외했다
있음 127 11.1

없음 1013 88.9

의사와 관계없이 불필요한 추가근무야근( , 
주말출근 등를 강요했다)

있음 91 8.0

없음 1049 92.0

전체 11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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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업무환경 악화< 4-41> 

❍ 성적 괴롭힘과 관련하여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를 느끼게 하는 말 또는 ‘

행동을 했다 에 가 목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성폭력에 대한 직장 ’ 11.1% . 

내 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의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가 성적 괴롭힘을 목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성적괴롭힘 경험< 4-42> 

구분 빈도 명( ) 백분율(%)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 , , 

차별했다

있음 243 21.3

없음 897 78.7

본연의 업무와 상관없이 힘들고 모두가 
꺼리는 업무를 주었다

있음 243 21.3

없음 897 78.7

정당한 이유없이 본연의 업무와 관계없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았다

있음 114 10.0

없음 1026 90.0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외했다

있음 245 21.5

없음 895 78.5

성과를 가로채거나 성과 달성을 방해했다
있음 151 13.2
없음 989 86.8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 
못하도록 압력을 주었다

있음 222 19.5

없음 918 80.5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했다예 를 통한 감시( : CCTV )

있음 160 14.0

없음 980 86.0

사고위험이 있는 업무를 할 때,  
주의사항이나 안정장비를 전달해주지 않았다

있음 126 11.1

없음 1014 88.9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했다
있음 171 15.0
없음 969 85.0

업무 외의 대화나 친목모임에서 제외했다
있음 288 25.3

없음 852 74.7

정당한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무시했다
있음 195 17.1
없음 945 82.9

전체 1140 100.0

구분 빈도 명( ) 백분율(%)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 
또는 행동을 했다이메일 전화 성적농담( , , , 

성추행 등)

있음 127 11.1

없음 1013 88.9

전체 11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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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특수한 직장 내 괴롭힘 목격 경험3. 

전체1) 

❍ 사회복지시설의 특수한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한 경험은 가 있는 것으43.1%

로 응답함

표 사회복지시설의 특수한 직장 내 괴롭힘 목격 경험< 4-43> 

❍ 개인 및 직무특성에 따른 분석에서는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가 로 남성45.5%

보다 목격 경험이 많았고 연령에 따라서는 대 대 로 목격 20 48.4%, 30 46.9%

경험률이 높았음 반면에 대 대 등으로 낮았음. 40 39.8%, 50 28.4% 

시설형태에 따라서는 이용시설이 로 생활시설 에 비해 높았고- 48.3% 32.7% , 

소관부서에 따라서는 복지정책 시민건강부서 소관이 약간 높았음·

시설에 따라서는 조사대상이 명이 넘은 시설 중에서 노인 이용시설은 - 100

장애인 이용시설 사회복지관 등으로 높게 나타남 반55.5%, 53.3%, 49.4% . 

면에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생활시설 아동 이용시설 등30.2%, 33.6%, 34% 

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기간제 계약직- ( ) 66.7%, ( , ) 

정규직 주 시간 이상 의 순이었음 한편 정규직 주 시간 53.4%, ( 40 ) 42.5% . , ( 40

미만 의 직장 내 괴롭힘 목격 경험은 로 낮았음) 31.7%

직위에 따라서는 실무자 선임 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에 중간- 46.5%, 45.8% . 

관리자 상급관리자 등의 낮은 목격 경험을 보임39.3%, 25% 

직종에 따라서는 직업재활직 사무 행정직 사회복지사 - 48.99%, / 48.0%, 

의 순이었음45.1%

구분 빈도명( ) 백분율(%)

없음 649 56.9

있음 491 43.1

전체 11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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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개인적 특성과 직무특성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특수한 직장 내 괴롭힘 < 4-44> 

목격 경험

구 분 괴롭힘 목격 경험 전체있음 없음

성별
여자 빈도 418 349 767

백분율 54.5% 45.5% 100.0%

남자 빈도 231 142 373
백분율 61.9% 38.1% 100.0%

연령

대20 빈도 144 135 279
백분율 51.6% 48.4% 100.0%

대30 빈도 232 205 437
백분율 53.1% 46.9% 100.0%

대40 빈도 157 104 261
백분율 60.2% 39.8% 100.0%

대50 빈도 111 44 155
백분율 71.6% 28.4% 100.0%

대 이상60 빈도 5 3 8
백분율 62.5% 37.5% 100.0%

시설형태
생활시설 빈도 259 126 385

백분율 67.3% 32.7% 100.0%

이용시설 빈도 390 365 755
백분율 51.7% 48.3% 100.0%

소관부서
여성가족 빈도 47 35 82

백분율 57.3% 42.7% 100.0%

복지정책시민건강/ 빈도 602 456 1058
백분율 56.9% 43.1% 100.0%

시설

노인 이용시설 빈도 61 76 137
백분율 44.5% 55.5% 100.0%

노인 생활시설 빈도 20 14 34
백분율 58.8% 41.2% 100.0%

아동 이용시설 빈도 70 36 106
백분율 66.0% 34.0% 100.0%

아동 생활시설 빈도 71 36 107
백분율 66.4% 33.6% 100.0%

장애인 이용시설 빈도 115 131 246
백분율 46.7% 53.3% 100.0%

장애인 생활시설 빈도 125 54 179
백분율 69.8% 30.2% 100.0%

노숙인 이용시설 빈도 9 5 14
백분율 64.3% 35.7% 100.0%

노숙인 생활시설 빈도 27 14 41
백분율 65.9% 34.1% 100.0%

사회복지관 빈도 78 76 154
백분율 50.6% 49.4% 100.0%

결핵 한센시설, 빈도 1 0 1
백분율 100.0% 0.0% 100.0%

지역자활센터 빈도 6 6 12
백분율 50.0% 50.0% 100.0%

정신보건 이용시설 빈도 14 6 20
백분율 70.0% 30.0% 100.0%

정신보건 생활시설 빈도 5 2 7
백분율 71.4% 28.6% 100.0%

성매매피해자 
이용시설

빈도 4 0 4
백분율 100.0% 0.0% 100.0%

성매매피해자 
생활시설

빈도 3 2 5
백분율 60.0% 40.0% 100.0%

성폭력피해자 빈도 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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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설 백분율 60.0% 40.0% 100.0%
성폭력피해자 
생활시설

빈도 1 0 1
백분율 100.0% 0.0% 100.0%

가정폭력피해자 
이용시설

빈도 5 1 6
백분율 83.3% 16.7% 100.0%

가정폭력피해자 
생활시설

빈도 3 2 5
백분율 60.0% 40.0% 100.0%

한부모가족 
생활시설

빈도 3 2 5
백분율 60.0% 40.0% 100.0%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빈도 22 24 46
백분율 47.8% 52.2% 100.0%

청소년 생활시설 빈도 3 2 5
백분율 60.0% 40.0% 100.0%

고용형태

정규직주 시간 ( 40
이상)

빈도 569 420 989
백분율 57.5% 42.5% 100.0%

정규직주 시간 ( 40
미만)

빈도 43 20 63
백분율 68.3% 31.7% 100.0%

비정규직기간제( , 
계약직)

빈도 27 31 58
백분율 46.6% 53.4% 100.0%

비정규직무기계약(
직)

빈도 9 18 27
백분율 33.3% 66.7% 100.0%

비정규직시간제( , 
파트타임)

빈도 1 1 2
백분율 50.0% 50.0% 100.0%

기타 빈도 0 1 1
백분율 0.0% 100.0% 100.0%

직위

상급관리자 
부장국장 등( / )

빈도 72 24 96
백분율 75.0% 25.0% 100.0%

중간관리자과장( /
팀장 등)

빈도 142 92 234
백분율 60.7% 39.3% 100.0%

선임대리주임 등( / ) 빈도 65 55 120
백분율 54.2% 45.8% 100.0%

실무자 
복지사지도사 등( / )

빈도 347 301 648
백분율 53.5% 46.5% 100.0%

기타 빈도 23 19 42
백분율 54.8% 45.2% 100.0%

직종

사회복지사 빈도 368 302 670
백분율 54.9% 45.1% 100.0%

상담직 빈도 20 12 32
백분율 62.5% 37.5% 100.0%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사

빈도 129 72 201
백분율 64.2% 35.8% 100.0%

직업재활직 빈도 23 22 45
백분율 51.1% 48.9% 100.0%

보건의료직 빈도 26 22 48
백분율 54.2% 45.8% 100.0%

돌봄 및 보육직 빈도 4 1 5
백분율 80.0% 20.0% 100.0%

사무행정직/ 빈도 39 36 75
백분율 52.0% 48.0% 100.0%

기능관리직/ 빈도 28 18 46
백분율 60.9% 39.1% 100.0%

기타 빈도 12 6 18
백분율 66.7% 33.3% 100.0%

전체
빈도 649 491 1140
백분율 56.9% 4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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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상황에 따라서는 시설 규모의 경우 명의 시설규모가 로 목10-29 49.0%

격 경험이 가장 높았음 반면에 명 미만 명 의 목격 경험. 5 32.7%, 5-9 37.1%

을 보여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직원조직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 목격 경험이 - 47.3%

있었고 존재하는 경우는 의 목격 경험을 보임, 40%

노동조합 존재 여부에 따라서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가 목격 경험이 - 45.4%

있었음 반면에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목격 경험을 보. 

임

직원 고충 및 갈등 접수창구 존재 여부에 따라서는 없는 경우 의 목격 - 56.1%

경험이 있었음 반면에 창구가 존재하는 경우 의 낮은 사회복지시설의 . 38%

특수한 직장 내 괴롭힘 목격 경험을 보임

❍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특수한 직장 내 괴롭힘 목격 경험도 직원조직이 존

재하는 경우에 적은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상대적으로 규모가 중간 규모 이. 

상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장 내 괴롭힘 목격 경험이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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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직장 상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특수한 직장 내 괴롭힘 목격 경험< 4-45> 

구분 괴롭힘 목격 경험 전체없음 있음

시설규모

명 미만5
빈도 105 51 156
백분율 67.3% 32.7% 100.0%

명5-9
빈도 39 23 62
백분율 62.9% 37.1% 100.0%

명10-29
빈도 196 188 384
백분율 51.0% 49.0% 100.0%

명30-49
빈도 133 122 255
백분율 52.2% 47.8% 100.0%

명 이상50
빈도 176 107 283
백분율 62.2% 37.8% 100.0%

직원조직노(
사협희회 

등) 
존재여부

없다
빈도 261 234 495
백분율 52.7% 47.3% 100.0%

있다
빈도 349 233 582
백분율 60.0% 40.0% 100.0%

모르겠다
빈도 39 24 63
백분율 61.9% 38.1% 100.0%

노동조합존
재여부

없다
빈도 470 391 861
백분율 54.6% 45.4% 100.0%

있지만 가입하고 
있지 않다

빈도 69 33 102

백분율 67.6% 32.4% 100.0%

있고 가입하고 
있다

빈도 50 28 78

백분율 64.1% 35.9% 100.0%

모르겠다
빈도 60 39 99
백분율 60.6% 39.4% 100.0%

직원 고충 
및 갈등 
접수 

상담창구 
설치 여부

없다
빈도 143 183 326
백분율 43.9% 56.1% 100.0%

있다
빈도 432 265 697
백분율 62.0% 38.0% 100.0%

모르겠다
빈도 74 43 117

백분율 63.2% 36.8% 100.0%

전체
빈도 649 491 1140
백분율 56.9% 4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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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사회복지시설 특수한 직장 내 괴롭힘 목격 경험2) 

❍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특수한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 목격 경험을 확인 결

과 근로환경 안전 미확보 가 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9.6%

그 외에도 후원강요 등 경제적 괴롭힘 종교의 자유침해- ‘ ’ 21.6%, ‘ ’ 17.2%, 

비윤리적 업무 강요 특수관계자 신체적 괴롭힘 의 목격 경험 ‘ ’ 14.7%, ‘ ’ 4.0%

순으로 나타남 

사회복지기관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후원이나 - , 

기부를 강요하는 등 경제적 괴롭힘과 종교 강요 등 종교 자유침해와 같은 괴

롭힘이 상당 수준 발생하고 있는 것임

표 유형별 사회복지시설 특수한 직장 내 괴롭힘 목격 경험< 4-46> 

구분 빈도명( ) 백분율(%)

종교의 자유침해
없음 944 82.8

있음 196 17.2

후원강요 등 경제적 

괴롭힘

없음 894 78.4

있음 246 21.6

특수관계자의 

업무강요

없음 994 87.2

있음 146 12.8

학대신고저지
없음 1065 93.4

있음 75 6.6

비윤리적 업무강요
없음 972 85.3

있음 168 14.7

근로환경 안전 

미확보

없음 803 70.4

있음 337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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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사회복지시설의 특수한 괴롭힘 목격 경험3) 

❍ 종교의 자유침해와 관련하여서는 가 목격 경험이 있었음17.2%

표 종교의 자유 침해< 4-47> 

❍ 후원 및 기부 강요와 관련하여서는 원하지 않는 후원 및 기부를 하도록 하‘

였다 급여나 수당의 일부를 떼어서 내도록 하였다 가 응답하’ 20.8%, ‘ ’ 6.1%

였음

표 후원강요 등 경제적 괴롭힘< 4-48> 

❍ 특수 관계자의 업무강요와 관련하여서는 법인 및 시설장의 특수관계자의 부‘

당한 요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업무와 무관한 상급기관 관계자의 ’ 10.2%, ‘

개인적 요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가 목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8.4%

표 특수관계자의 업무강요< 4-49> 

구분 빈도명( ) 백분율(%)

원하지 않는 종교행위예 종교기관 출석( : , 
예배 참배 등를 나에게 하도록 하였다· )

있음 196 17.2

없음 944 82.8

전체 1140 100.0

구분 빈도명( ) 백분율(%)

원하지 않는 후원 및 기부예 돈 물품( : , , 
개인재능 바자회 티켓강매 등를 하도록 , )

하였다.

있음 237 20.8

없음 903 79.2

급여나 수당의 일부를 떼어서 내도록 
하였다상납( )

있음 70 6.1

없음 1070 93.9

전체 1140 100.0

구분 빈도 명( ) 백분율(%)

법인 및 시설장의 특수관계자예 친인척 지인 ( : , 
등의 부당한 요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 

있음 116 10.2

없음 1024 89.8

업무와 무관한 상급기관법인 지도감독기관 ( , 
등 관계자의 개인적 요구를 수행하도록 ) 

하였다

있음 107 9.4

없음 1033 90.6

전체 11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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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 신고와 관련하여 시설 내 학대나 폭력 피해를 인지하였으나 신고 등 ‘

법적 절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에 가 목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6.6%

표 학대신고저지< 4-50> 

❍ 비윤리적 업무강요와 관련하여서는 기관의 실적이나 문서를 조작하도록 하‘

였다 에 가 목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11.9%

표 비윤리적 업무강요< 4-51> 

❍ 근로환경 안전 미확보와 관련하여서 이용자의 폭언이나 폭행시도에 적절한 ‘

보호와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았다 이용자 민원발생시 모든 책임을 ’ 21.9%, ‘

전가하였다 가 목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19.0%

표 근로환경 안전 미확보< 4-52> 

구분 빈도명( ) 백분율(%)

시설 내 학대나 폭력피해를 인지하였으나  
신고 등 법적절차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있음 75 6.6

없음 1065 93.4

전체 1140 100.0

구분 빈도 명( ) 백분율(%)

불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있음 95 8.3

없음 1045 91.7

부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도록 하였다
있음 84 7.4

없음 1056 92.6

기관의 실적이나 문서를 조작하도록 하였다
있음 136 11.9

없음 1004 88.1

전체 1140 100.0

구분 빈도명( ) 백분율(%)

이용자의 폭언이나 폭행시도에 적절한 
보호와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았다

있음 250 21.9

없음 890 78.1

이용자의 과도한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사과하도록 하였다

있음 195 17.1

없음 945 82.9

이용자 민원 발생시 모든 책임을  
전가하였다

있음 217 19.0

없음 923 81.0

전체 11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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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와 원인5

❍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의 관계는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가 ‘ ’

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장이 직원에게 동료가 동료에게43.6% , ‘ ’ 22%, ‘ ’ 

의 순이었음15.9%

기타 의견으로는 공무원 상위기관 임원 관리 감독기관 등이 제시됨 사회복- , , . 

지시설의 특성상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과 법인

의 임원 등으로 부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는 것임

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4-53> 

구분 빈도 명( ) 백분율(%)

시설장이 직원에게 251 22.0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497 43.6

동료가 동료에게 181 15.9

외부인시설장 친인척 법인관계자 등이 시설장에게( , ) 16 1.4

외부인 시설장 친인척 법인관계자 등 이 직원에게( , ) 27 2.4

부하직원이 상사에게 15 1.3

기타 * 153 13.4

전체 1140 100.0

기타 공무원 갑질과 관련 시설시설장 및 직원 국장이 팀장들에게 내담자가 상담원에게 사회* : , , , 
복지사가 타 직종에게 상위기관 임원들이 직원에게 시설장과 중간관리자 쌍방 아이들의 직원 , , , , 
인권 침해 외부인 공무원 이 직원에게 외부인 후원자 이용자 부모가 직원에게 이용자가 종사, ( ) , ( ), , 
자에게 욕설 폭언 반말 이용자가 직원에게 이용자의 폭력사건 주무관청 관리 감독기관 담당( , , ), ,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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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이유 순위로는 비 민주적 리더십과 시설 기관1 ‘ ( ) 

운영 이 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시설 ’ 27.3% ‘ ’ 15.1%, ‘

구성원들 간 의사소통 부족 경직된 조직문화 로 나타남’ 13.8%, ‘ ’ 11.2%

사회복지조직의 조직운영과 조직문화 의사소통 등 조직문제가 직장 내 괴롭- , 

힘의 원인으로 상당히 많이 응답 됨

❍ 괴롭힘이 발생하는 이유 순위로는 경직된 조직문화 업무 권한 및 2 ‘ ’ 17.2%, ‘

책임의 불명확성 상시적 인력 부족 부적절한 업무 일정 등 열악한 ’ 14.4%, ‘ , 

업무환경 의 순으로 나타남’ 13.1%

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이유 순위 순위< 4-54> (1 , 2 )

구분
순위1 순위2

빈도
명( )

백분율
(%)

빈도
명( )

백분율
(%)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172 15.1 83 7.3
시설 기관 구성원들 간 의사소통 부족( ) 157 13.8 123 10.8

비민주적 리더십과 시설 기관운영( ) 311 27.3 121 10.6
업무권한 및 책임의 불명확성 105 9.2 164 14.4

경직된 조직문화 128 11.2 196 17.2
법인의 부적절한 운영 개입 38 3.3 46 4.0
종사자에 대한 낮은 처우 79 6.9 130 11.4

상시적 인력부족 부적절한 업무일정 등 열악한 업무환경, 78 6.8 149 13.1
시설 기관 위수탁 제도 등에서 비롯된 고용 불안정성( ) 24 2.1 36 3.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보 및 교육 부족 22 1.9 55 4.8
기타 * 26 2.3 37 3.2
전체 1140 100.0 1140 100.0

기타 개인 성격문제 개인 성향문제 개인인성 개인 가치관 차이 관료주의와 능력 부족 괴롭 * : , , , , , 
히는 상사를 통제할 사람이 없어서 대상자에 대한 케어 스트레스의 축적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 , 
고 있는 고유의 특성 모든 항목이 복합적인 이유 일에 비해 낮은 처우 인력 부족 부하직원을 , , , . 
함부로 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 불응 사회복지사들은 기본적으로 업무보다는 남 욕하고 없는 , , 
말 만들고 망신주고 한사람 퇴사시키고 또 다른 사람 증오하고 하는 일을 반복 인성이 바르지 , 
못하고 업무의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함 상사의 부족한 인격 세습경영 시설장 겸임제도로 인한 , , , 
책임감 있는 시설운영 부족 시설장의 방관 시설장의 편애하는 직원에 대한 편향 편견 시설장의 , , , , 
회계 지식 부족 시설장의 운영 마인드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괴롭힘을 하는 사람은 변화가 없, , 
다 업무에 대한 무책임한 의식 인권 감수성 부족 인성과 자질 부족 제도의 잘못된 활용 직원  , , , , , 
간 갈등 직원의 인성문제 사내 정치 문제 직원의 자질 부족 직장상사 및 동료의 각각 인격 책, , , , , 
임 전가 천존지비 성격의 사람을 상사로 두어 자기들 입맛대로만 하면 땡 인줄 아는 썩어빠진 ,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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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이유로 응답된 순위와 순위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1 2

한 결과 비 민주적 리더십과 시설 기관 운영 이 로 괴롭힘 발생의 가‘ ( ) ’ 21.73%

장 중요한 원인으로 응답 됨

그 외에 경직된 조직문화 시설 기관 구성원들 간 의사소통 부족- ‘ ’ 13.22%, ‘ ( ) ’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따12.78%, ‘ ’ 12.49% . 

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이유 종합< 4-55> ( )

산출방법 순위 응답자 수 순위 응답자: (1 × 2) + 2

구분　 빈도 명( ) 백분율(%)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427 12.49 

시설 기관 구성원들 간 의사소통 부족( ) 437 12.78 

비민주적 리더십과 시설 기관 운영( ) 743 21.73 

업무권한 및 책임의 불명확성 374 10.94 

경직된 조직문화 452 13.22 

법인의 부적절한 운영 개입 122 3.57 

종사자에 대한 낮은 처우 288 8.42 

상시적 인력부족 부적절한 업무일정 등 열악한 업무환경, 305 8.92 

시설기관 위수탁 제도 등에서 비롯된 고용 불안정성( ) 84 2.46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보 및 교육 부족 99 2.89 

기타 89 2.60 

전체 342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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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직장 내 괴롭힘의 경험 목격의 영향과 행동6 /

❍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 발생하는 정신적, 

신체적 영향은 근무 의욕이 감퇴 되었다 가 로 가장 많았고 이직을 고‘ ’ 59% , ‘

민하였다 분노나 불안을 느꼈다 의 순으로 나타남’ 47.9%, ‘ ’ 41%

자살 충동을 느꼈다 병원에 통원하여 약을 복용하였다 로 나- ‘ ’ 5.2%, ‘ ’ 5.4%

타나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남,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종사자는 대부분 근무의욕이 감퇴되어 제공하는 서- 

비스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종사자 개인의 정신건강 악화를 가져오, 

는 것으로 보임

표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목격 후 정신적 신체적 영향 중복응답< 4-56> / / ( )

구분 빈도 명( ) 백분율(%)

분노나 불안감을 느꼈다. 467 41.0

자살 충동을 느꼈다. 59 5.2

근무의욕이 감퇴되었다 677 59.4

직장에서 의사소통이 줄어들었다. 463 40.6

잠을 잘 못자게 되었다. 229 20.1

병원에 통원하거나 약을 복용하였다 61 5.4

감정조절이 잘 되지 않게 되었다 278 24.4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186 16.3

이직을 고민하였다 546 47.9

기타 * 89 7.8

특별한 영향은 없었다 142 12.5

전체 1140 100.0

기타 고발하고 싶었다 괴롭힌 사람을 싫어하게 됨 나의 전생의 죄가 궁금해졌다 단독 시설장을 선임하* : , , , 
여 책임감 있고 민주적인 시설이 운영되면 좋겠다 도전적 행동이 심한 이용자가 퇴소 처리 되었으면 함, , 
두통과 복통 대인기피 불신 사람의 성격과 직원들 간의 관계에 대해 고민 사회복지에 대한 회의감 스트, , , , , 
레스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인 피폐 합리적이지 않은 상사의 업무 관련 결정 상사와 친한 직원의 불공평, ( ( ) , (
한 의견 반영 친한 직원들에게 대한 편애 업무 중 딴짓 수용 등 시설장 겸임제도로 책임감 있는 시설운) , ( )), 
영 능력 부재로 인한 불만 심리상담 업무 집중에 영향 이직 자존감 하락 정신과 년째 다님 직원 편가, , , , , 2 . 
르기 및 왕따 짜증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무기력감 느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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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의 행동으로는 시설 내 동료에게 상‘

담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가족 또는 지인에게 상담했’ 36.4%, ‘ ’ 22%, ‘

다 등으로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한 행동은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 21.4% 

응답 됨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직원조직 상담 은 로 나타났으며 - ‘ ’ 5.4%

공공기관 에 상담 또는 신고하는 경우는 에 불과함‘ ’ 2.1%

따라서 대체로 문제해결을 공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동료나 - 

친구 등에게 비공식적인 위로나 상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목격 후 행동 중복응답< 4-57> / ( )

구분 빈도 명( ) 백분율(%)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251 22.0

시설 직원조직노동조합 협의회 상담창구 등 에 상담했다( , , ) 61 5.4

시설 내 상사에게 상담했다 200 17.5

시설 내 동료에게 상담했다 415 36.4

시설 외부의 사회복지 동료에게 상담했다 130 11.4

공공기관 구청 시청 고용노동부 인권위원회 서울시민인권보호관 등에 ( , , , , )
상담신고했다·

24 2.1

가족 또는 지인에게 상담했다 244 21.4

잠시 시설을 휴직했다 8 .7

시설을 퇴직했다 86 7.5

기타 * 164 14.4

전체 1140 100.0

기타 각 공공기관 상담 명예훼손 소송 개인 휴가 사용 계약직 연장을 포기하였다 법인 직원 및 담당 주무* : , , , , 
관에게 상담했다 법인에 고충 접수 변호사 상담 병원에 갔다 상담 상담을 해 줌 속으로 삭혔다 시설장 , , , , , , , 
면담 심리상담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거 외 어떤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 한들 , , , . 
해결될 기미도 없는 것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이겨내려고 노력 중이다 이전 기관에서 목격했지만 동료를 , , , 
위로해 이직 준비 정신과 통원치료 및 약물복용 병행 직원들과 내부 고발에 동참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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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한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유로는 행동을 해도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직무상 ‘ ’ 12.3%, ‘

나에게 불이익이 생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사나 동료와 관계가 ’ 5.7%, ‘

더 악화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등으로 나타남 ’ 4.5% 

대체로 사회복지시설에서 괴롭힘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 제대로 처리된 경험- 

이 없는 종사자들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표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목격 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 중복응답< 4-58> / ( )

기타 나만 불편한 건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종교예배 말을 해도 모두가 당연하게 받아드려져 의견이 묻힘  * : ( ) 

구분 빈도 명( ) 백분율(%)

행동을 해도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40 12.3

직무상 나에게 불이익이 생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65 5.7

시설에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0 .9

상사나 동료와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51 4.5

이직 시 방해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21 1.8

승진 시 불이익이 우려되기 때문에 4 .4

계약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5 .4

상담할 창구나 직원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15 1.3

어떤 행동을 취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39 3.4

기타 * 15 1.3

전체 251 100.0



■ 180  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2019

❍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후 기관의 대응은 어떤 조치도 ‘

하지 않았다 가 로 가장 많았음’ 35.2% . 

그 외에 피해자에게 사실확인을 위한 면담을 하였다 상사나 동료- ‘ ’ 19.6%, ‘

에게 사실 확인을 하였다 피해자 요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 13.5%, ‘

해 상담을 하였다 였음’ 10.6%

가해자를 징계 처분하였다 와 피해자에게 시설의 조사결과에 대해 설명하였- ‘ ’ ‘

다 는 각각 로 공식적인 절차와 과정을 따르는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 2.7%

로 판단됨

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후 기관의 대응 중복응답< 4-59> ( )

 

구분 빈도 명( ) 백분율(%)
어떤 조처도 하지 않았다 401 35.2

피해자에게 사실 확인을 위한 면담을 하였다 223 19.6
가해자에게 사실 확인을 하였다 101 8.9

상사나 동료에게 사실확인을 하였다 154 13.5
피해자의 요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을 하였다 121 10.6

피해자에게 시설의 조사결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31 2.7
피해자를 징계 처분하였다 20 1.8
가해자를 징계 처분하였다 31 2.7

피해자에 대해 치료지원 휴직 복직지원 등의 지원을 제시하였다, , 21 1.8
피해자에게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41 3.6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조정 및 합의를 시도하였다 76 6.7

기타 * 283 24.8
전체 1140 100.0

기타 가해자 처벌 가해자 편에서 피해자 내가 달래주면 되지 라는 말을 함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 코스* : , “ ?” , 
프레하고 노조는 정의롭지 못하고 시설장은 오히려 가해자와 담합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전 직원이 , , 
근무 변경을 통해 피해자를 격리하여 보호하였음 가해자를 옹호하고 이용자 부모를 불러 가해자 용서와 화해, 
를 강요하고 운영위원회를 부모회와 운영위원회에 출석시켜 치욕을 느끼게 함 가해자에게 지적하고 개선하도, 
록 권고함 고충처리위원회 개입 공감 위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선에서 , , , , 
괴롭힘은 발생하고 꺼내놓고 얘기하는 문화나 의식이 아직 없어 보임 공식적으로 제보되지 않음 괴롭힘에 , , , 
대해 논의되지 않았음 근무지 이동 당사자의 직접 고충 처리에 대한 건의가 없어 공식화하지 않음 대외적으, , , 
로 드러난 적 없음 동료 간의 큰 상황으로 문제시까지는 아니었음 말단 직원으로 위의 사항 중 아무것도 하, , 
지 못함 상담 상담 안 함 어떤 조처도 할 수 없었음 직장 내 스트레스 유발자가 더 높은 직급이기 때문에, , , ( ),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못했다 임 어떤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름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가 , . 
없는 분위기가 만연하고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으로 위에서는 인식하고 있으니 요구에 대해 논의하자고 했으, , 
나 아직 하지 않았음 이야기하지 않았음 인사이동 및 가해자 조치 인지 조차 못 함 접수된 건 없음 과롭힌 , , , , (
사람에게 괴롭다 말해야 하는 상황 정신적 압박과 서류결재를 잘 해주지 않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기관), , 
에 고하지는 않음 직장 내 괴롭힘이 표면에 드러난 적은 없음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적이 없음, , , 
피해자가 참아야 함 피해자에게 위로하며 상황에 대해 입을 다물라고 압박하였음 할 수 없었음 형식적 사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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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시설대응에 대하여서는 납득되지 않는다 는 의견이 ‘ ’

로 나타남49.4%

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시설의 대응에 대한 납득 정도< 4-60> 

구분 빈도명( ) 백분율(%)
전혀 납득되지 못했다 217 19.0
별로 납득하지 못했다 346 30.4
어느 정도 납득하였다 452 39.6

매우 납득하였다 125 11.0
전체 11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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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직장 내 괴롭힘 대응방안7

❍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위한 교육이나 연수 경험은 없다 는 응‘ ’

답이 로 나타남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가 로 근로기준법 개정이 33.9% . 66.1%

이루어진지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으로 보임 아울러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인권교육과 혼돈하여 응답하였을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표 현재 시설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 경험< 4-61> 

❍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설명하고 관련 지침을 만드는 

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는지에 대하여서는 노력하지 않는다 는 응‘ ’

답이 로 나타남34.5%

노력하고 있다 매우 노력하고 있다 로 노력하고 있다는 응- ‘ ’ 49.9%, ‘ ’ 15.6%

답이 매우 높았음

표 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종사자들에게 설명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 4-62> 

하는 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노력

구분 빈도명( ) 백분율(%)

없다 386 33.9

있다 754 66.1

전체 1140 100.0

구분 빈도 명( ) 백분율(%)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131 11.5

거의 노력하지 않는다 262 23.0

노력하고 있다 569 49.9

매우 노력하고 있다 178 15.6

전체 11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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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사회복지시설 차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가 로 가장 높았음‘ ’ 43.3%

그 외에 취업규칙 등의 내부 규정을 마련하였다 상담창구를 설치- ‘ ’ 34.8%, ‘

하였다 의 순으로 응답 됨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자료를 배포하거나 ’ 24.1% . ‘

게시하였다 면담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하였다’ 18.9%, ‘ 

등이 응답 됨10.6% 

표 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노력 중복응답< 4-63> ( )

구분 빈도명( ) 백분율(%)

상담 창구를 설치하였다 275 24.1

취업규칙 등의 내부규정을 마련하였다 397 34.8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494 43.3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자료를 배포하거나 게시하였다 216 18.9

면담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하였다 121 10.6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적기관 정보를 제공하였다 68 6.0

기타 18 1.6

모르겠다 46 4.0

전체 1140 100.0

기타 갖출 것은 갖추었는데 의미가 없음 경험을 공유 고충처리 함 교육예정 교육을 하고 제도를 바꾼* : , , , , 
다고 구성원이 바뀌지 않으면 똑같음 너무나 형식적이고 노조 답합 형태로 직장 괴롭힘 방지기구 일원도 , 

된 공간에서 거수를 진행 진위와 무관한 의사표현이 될 수 밖에 없는 환경에서 선출 보여지기 위한 open . , 
지침은 그럴싸하게 만들어놨지만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음 분기별 고충상담 불시에 자체 감사를 , , 
실시하고 있음 상사가 의식하고 있음 소통 소통이 자유로운 분위기 형성 수시상담 직원들의 건의사항이 , , , , , 
있을 경우 피드백이 있음 건의사항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이유를 설명해줌 형식적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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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가 속한 사회복지시설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필

요한 노력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가 ‘ ’

로 가장 높았음43.2%

그 외에도 취업규칙 등의 내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 ‘ ’ 30.4%, ‘

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면담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 30.1%, ‘

태조사를 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상담창구를 설치’ 28.8%, ‘

해야 한다 등으로 나타남’ 25.1% 

표 < 4-64> 속한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해결을 위해 필요한 노력 개선택(2 )

구분 빈도 명( ) 백분율(%)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상담창구를 설치해야 한다 286 25.1

취업규칙 등의 내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346 30.4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43 30.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자료를 배포하거나 게시해야 한다 99 8.7
면담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328 28.8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31 20.3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493 43.2

기타 * 75 6.6
모르겠다 58 5.1

전체 1140 100.0

기타 가해자가 상사일 경우 객관적인 관점에서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자에게 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 : 2
조치해야 한다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 경직된 조직과 타이트한 업무 해결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 분위, , , 
기를 만들어 줘야 함 교육 및 자료게시 함 그 어떤 좋은 정책 규정 시설 등이 있어도 피해 당사자가 침, , , , 
묵하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관 관계자 외 실질적인 역할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 내부 규, , 
정 이상의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대부분 관리직의 상사이므로 알려도 개선되지 않고 바로 보복이 시, 
행됨 도전적 행동이 심한 이용자에 대해 종사자로부터 인권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 동료끼리 , , 
괴롭힐 시에도 강한 처벌을 해야 함 모두가 필요하다 민주적 운영을 하도록 구조적 방법을 마련 법적 처, , , 
벌을 명시해야지 직장 내에서 해결하게 하는 방식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재 피해를 입히는 것임 비정기적 , 
감사가 필요 사회복지사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성격장애 등 내담자들로 부터 괴롭힘을 당, (
하거나 허위신고를 당하는 등 상담창구의 역할이 존재하는 것 만이 아닌 실제적으로 상담창구의 역할을 ), 
제대로 하는지가 중요함 서울시 등 공공기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 법인의 문제와 관련해서 많이 나타, . 
나서 기관 내부에서도 고치기 어려움 센터장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함 소규모 시설의 특성상 , , 
괴롭힘에 대한 예방과 해결방안은 극히 제한적이며 형식적일 수 밖에 없어서 시설장 겸임제도를 폐지하여 
책임감 있고 의사소통이 잘되는 시설운영이 되면 해결이 될 것 같다 시설장 등 리더들의 자질검증 시설장 , , 
의무교육 실시 시설장이 가해자면 어떻게 시설장이 의무적으로 듣고 책임을 부과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 , 
신고제 도입 실제 상급자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함 아무리 교육해도 안됨 왜 한통속이니, , . ? 
까 사건터지면 입맞추고 조작하고 몰라서 묻는지 업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의사소통과 관계개선이 되... .. ?, 
는 복지프로그램이 필요 외부기관이나 외부조직에서 감시 및 관리 필요 시설장의 공정한 해결 판단 여부, , 
를 가리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 시설장도 년마다 공무원 처럼 이동해야 함 한곳에서 천년만년 인사권 . 2~3 .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부터 많은 시설의 직원들이 부당한 대우와 경직된 조직문화 쇄신 법적 조. 
치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조직문화 의식의 변화 인사반영 외부 상담창구 마련 인적 쇄신 자질교육 조, , , , , , , 
직관리 전반적인 의식 함양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필수의무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중간관, , 
리자가 더 잘 알고 있어야 함 직원 개개인 특히 관리자 의 의식 변화 직장 내 괴롭힘이 뜻하는 범주가 넓, ( ) , 
음 그 넓은 범주를 근무하는 기관에서 알아서 하라고만 함 그러니 법정의무교육 이수로 끝남 형식적인 . . . 
것만 있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 없음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근로자는 절대 표현 못하고 해결 . 
못함 해결을 위하는 창구도 결국 일하는 기관이기에 그냥 받아들임 처우개선 타 직종에 대한 이해와 격. , , 
려 특수관계자 사직 협회 차원의 인식변화 노력 홍보 등 확실한 처벌을 위한 법 개정 필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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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노력 순위로는 직장 1 ‘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강화 가 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내 괴롭힘에 ’ 22.5% ‘

대한 지도감독 강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회복지시설 표준지침 19.7%, ’

마련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의 순으로 ‘ 11.3%, ’ ‘ 9.2%

응답 됨

순위로는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직장 내 - 2 ‘ ’ 18.9%, ‘

괴롭힘 관련 사회복지시설 표준지침 마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 14.6%, ‘

처벌강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 강화 의 순으로 나타’ 14.3%, ‘ ’ 14.3%

남

표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해결을 위해 필요한 노력< 4-65> 

기타 가해자가 상사일 경우 객관적인 관점에서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자에게 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함* : 2

구분
순위1 순위2

빈도
명( )

백분율
(%)

빈도
명( )

백분율
(%)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65 5.7 216 18.9

협회 등에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 91 8.0 146 12.8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회복지시설 표준지침 마련 129 11.3 167 14.6

직장 내 괴롭힘 대응매뉴얼 제작 및 배포 105 9.2 69 6.1

직장 내 괴롭힘 홍보강화 50 4.4 31 2.7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시설장 교육 102 8.9 122 10.7

사회복지노조 또는 직원조직 활동의 활성화 103 9.0 123 10.8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지도감독 강화 204 17.9 88 7.7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강화 257 22.5 163 14.3

기타 34 3.0 15 1.3

전체 1140 100.0 11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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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해결방안에 대한 순위 순위 응답 결과를 종1 , 2

합적으로 평가하였음 평가결과 괴롭힘에 대한 처벌 강화 가 로 가장 . ‘ ’ 19.80%

높았음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 

통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었음

그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지도감독 강화 직장 내 괴롭힘 - ‘ ’ 14.50%, ‘

관련 사회복지시설 표준지침 마련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 12.43%, ‘

예방교육 실시 의 순으로 나타남’ 10.12%

표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해결을 위해 필요한 노력 종합< 4-66> ( )

산출방법 순위 응답자 수 순위 응답자: (1 × 2) + 2

구분　 빈도 명( ) 백분율(%)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346 10.12 

협회 등에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 328 9.59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회복지시설 표준지침 마련 425 12.43 

직장 내 괴롭힘 대응매뉴얼 제작 및 배포 279 8.16 

직장 내 괴롭힘 홍보강화 131 3.83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시설장 교육 326 9.53 

사회복지노조 또는 직원조직 활동의 활성화 329 9.62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지도감독 강화 496 14.50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강화 677 19.80 

기타 83 2.43 

전체 342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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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직장 내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요인 및 8

괴롭힘의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의 원인1. 

❍ 전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로

지스틱 회귀분석결과 조직지원은 괴롭힘 발생에 부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었음 즉 조직지원이 증가할수록 괴롭힘 발생 가능성이 낮아짐. , 

그 외에도 유의미한 요인들을 살펴보면 종사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괴롭힘 - 

발생이 감소하고 사회복지사일수록 괴롭힘 발생이 증가하며 인 이하 규모, , 9

의 시설에 근무하는 종자자 일수록 괴롭힘이 감소함 노동조합이 없는 시설. 

에 근무하는 종사자일수록 고충상담 창구가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 

일수록 괴롭힘 경험이 증가하였음.  

표 전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에 미치는 영향 요인< 4-67> 

구분 B S.E. Wald 유의확률 Exp(B)

성별 여자( =1) .181 .163 1.240 .265 1.198

연령 -.025 .009 7.967 .005 .975

시설형태 이용시설( =1) .311 .163 3.636 .057 1.365

소관부서 복지정책소관( =1) -.546 .347 2.476 .116 .579

고용형태 비정규직( =1) -.221 .308 .514 .473 .802

직위선임 실무자( / =1) .116 .185 .390 .533 1.123

직종사회복지사( =1) .375 .171 4.821 .028 1.455

규모 인이하(9 =1) -.899 .290 9.597 .002 .407

규모 이하(10-29 =1) .045 .235 .037 .848 1.046

규모 인이하(30-49 =1) -.005 .226 .001 .982 .995

직원조직유뮤 없음( =1) .218 .216 1.022 .312 1.244

노동조합유무 없음( =1) .761 .199 14.567 .000 2.140

고충상담창구유무 없음( =1) .422 .201 4.378 .036 1.524

조직지원 -.188 .014 176.124 .000 .828

상수항 6.722 .762 77.753 .000 830.602
로그 우도  와 의 제곱 제곱  -2 = 1078.809a , Cox Snell R- = .294,  Nagelkerke R- = .404



■ 188  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2019

❍ 일반적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조직지원은 괴롭힘 발생에 부 적인 영향을 미치고 (-)

있었음 즉 조직지원이 증가할수록 일반적인 괴롭힘 발생 가능성이 낮아짐. , 

그 외에도 유의미한 요인들을 살펴보면 종사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괴롭힘 - 

발생이 감소하고 사회복지사일수록 괴롭힘 발생이 증가하며 인 이하 규모, , 9

의 시설에 근무하는 종자자일수록 괴롭힘 경험이 감소함 노동조합이 없는 .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일수록 고충상담창구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기관에 , 

근무하는 종사자일수록 괴롭힘 경험이 증가하였음.  

표 일반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에 미치는 영향 요인< 4-68> 

구분 B S.E. Wald 유의확률 Exp(B)

성별 여자( =1) .110 .158 .485 .486 1.116

연령 -.024 .009 7.524 .006 .977

시설형태 이용시설( =1) .234 .158 2.209 .137 1.264

소관부서 복지정책소관( =1) -.529 .326 2.636 .104 .589

고용형태 비정규직( =1) -.140 .295 .226 .635 .869

직위선임 실무자( / =1) -.009 .181 .002 .962 .991

직종사회복지사( =1) .328 .165 3.978 .046 1.388

규모 인이하(9 =1) -.747 .282 7.009 .008 .474

규모 이하(10-29 =1) -.301 .228 1.744 .187 .740

규모 인이하(30-49 =1) -.262 .219 1.431 .232 .769

직원조직유뮤 없음( =1) .219 .206 1.125 .289 1.244

노동조합유무 없음( =1) .659 .194 11.557 .001 1.932

고충상담창구유무 없음( =1) .420 .190 4.879 .027 1.523

조직지원 -.188 .014 188.147 .000 .828

상수항 6.718 .738 82.863 .000 826.801

로그 우도  와 의 제곱 제곱  -2 = 1144.468a , Cox Snell R- = .292,  Nagelkerke R- = .395



제 장 직장내 괴롭힘 설문조사 결과4   189 ■

❍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특수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조직지원은 괴롭힘 발생에 부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즉 조직지원이 증가할수록 괴롭힘 발생 가능(-) . , 

성이 낮아짐

그 외에도 유의미한 요인들을 살펴보면 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일수록 - 

괴롭힘 경험이 증가하고 노동조합이 없는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일수록, , 

고충상담창구가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종자자 일수록 괴롭힘 경험이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남.  

표 사회복지시설의 특수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에 미치는 영향 요인< 4-69> 

구분 B S.E. Wald 유의확률 Exp(B)

성별 여자( =1) .107 .155 .475 .491 1.113

연령 -.014 .008 2.852 .091 .986

시설형태 이용시설( =1) .322 .154 4.359 .037 1.380

소관부서 복지정책소관( =1) -.025 .305 .007 .936 .976

고용형태 비정규직( =1) .129 .281 .209 .647 1.137

직위선임 실무자( / =1) .144 .179 .650 .420 1.155

직종 사회복지사( =1) .271 .160 2.892 .089 1.312

규모 인이하(9 =1) -.338 .273 1.528 .216 .713

규모 이하(10-29 =1) .252 .219 1.327 .249 1.286

규모 인이하(30-49 =1) .313 .210 2.208 .137 1.367

직원조직유뮤 없음( =1) .235 .197 1.429 .232 1.265

노동조합유무 없음( =1) .567 .190 8.950 .003 1.763

고충상담창구유무 없음( =1) .399 .179 4.971 .026 1.491

조직지원 -.173 .013 181.318 .000 .841

상수항 4.379 .691 40.194 .000 79.762

로그 우도  와 의 제곱 제곱  -2 = 1198.454a , Cox Snell R- = .284,  Nagelkerke R- =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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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영향2.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1) 

❍ 전체 직장 내 괴롭힘이 경험 여부에 따른 분노와 우울의 차이를 확인한 결

과 분노와 우울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종사자의 값이 통계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전체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여부에 따른 차이< 4-70> 

❍ 일반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경험 여부에 따른 분노와 우울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분노와 우울 모두 일반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종사자의 값이 

통계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일반적 직장 내 괴롭힘 경험여부에 따른 차이< 4-71> 

❍ 사회복지시설의 특수한 직장 내 괴롭힘이 경험 여부에 따른 분노와 우울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분노와 우울 모두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특수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종사자의 값이 통계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구분 괴롭힘 경험여부 N 평균 표준화 편차 t 유의확률

분노
있음 742 9.4609 2.84990

12.164 0.000
없음 398 7.3241 2.78499

우울
있음 742 9.3369 2.97397

12.160 0.000
없음 398 7.1307 2.81737

구분 괴롭힘 경험여부 N 평균 표준화 편차 t 유의확률

분노
있음 679 9.6097 2.82101

13.085 0.000
없음 461 7.3970 2.77424

우울
있음 679 9.4624 2.96409

12.626 0.000
없음 461 7.2473 2.8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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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사회복지시설 관련 특수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여부에 따른 차이< 4-72> 

❍ 직장 내 괴롭힘이 경험 여부가 분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회귀분

석결과 전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정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 . 

즉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증가할수록 느끼는 분노도 증가하는 것임, 

그 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들을 살펴보면 여성일수록 연령이 적을수- , 

록 사회복지사일수록 조직지원이 적을수록 분노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 , 

타남. 

표 전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분노에 미치는 영향< 4-73> 

구분 괴롭힘 경험여부 N 평균 표준화 편차 t 유의확률

분노
있음 561 9.6381 2.87897

10.711 0.000
없음 579 7.8204 2.85076

우울
있음 561 9.5205 2.96468

10.715 0.000
없음 579 7.6425 2.95262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화 오류 베타
상수( ) 11.229 .867 12.951 .000

성별 여자( =1) .365 .175 .057 2.084 .037
연령 -.026 .010 -.083 -2.752 .006

시설형태 이용시설( =1) -.014 .173 -.002 -.079 .937
소관부서 복지정책소관( =1) -.125 .337 -.011 -.369 .712

고용형태 비정규직( =1) .157 .315 .014 .498 .619
직위 선임 실무자( / =1) -.131 .202 -.020 -.650 .516
직종사회복지사( =1) .459 .179 .075 2.569 .010
규모 인이하(9 =1) -.245 .303 -.032 -.809 .419

규모 이하(10-29 =1) -.322 .249 -.051 -1.295 .196
규모 인이하(30-49 =1) -.123 .242 -.017 -.507 .612
직원조직유뮤 없음( =1) .017 .224 .003 .075 .941
노동조합유무 없음( =1) .135 .216 .019 .627 .531

고충상담창구유무 없음( =1) -.047 .204 -.007 -.232 .816
조직지원 -.115 .013 -.296 -8.863 .000

전체 괴롭힘 경험 경험( =1) .035 .006 .196 6.015 .000
수정된 제곱F=19.796(0.000), R =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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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이 경험 여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회귀분

석결과 전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정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 . 

즉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증가할수록 느끼는 우울감도 증가하는 것임, 

그 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들을 살펴보면 여성일수록 연령이 적을수- , 

록 사회복지사일수록 조직지원이 적을수록 분노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 , 

타남. 

표 전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4-74>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화 오류 베타
상수( ) 12.198 .888 13.733 .000

성별 여자( =1) .465 .180 .070 2.590 .010
연령 -.037 .010 -.113 -3.747 .000

시설형태 이용시설( =1) -.024 .177 -.004 -.134 .893
소관부서 복지정책소관( =1) .277 .345 .023 .803 .422

고용형태 비정규직( =1) .172 .323 .015 .535 .593
직위 선임 실무자( / =1) -.227 .207 -.033 -1.097 .273
직종사회복지사( =1) .493 .183 .078 2.693 .007
규모 인이하(9 =1) -.259 .311 -.033 -.833 .405

규모 이하(10-29 =1) -.150 .255 -.023 -.590 .555
규모 인이하(30-49 =1) -.006 .248 -.001 -.022 .982
직원조직유뮤 없음( =1) -.057 .229 -.009 -.251 .802
노동조합유무 없음( =1) .247 .221 .034 1.116 .265

고충상담창구유무 없음( =1) -.048 .209 -.007 -.231 .817
조직지원 -.141 .013 -.352 -10.605 .000

전체 괴롭힘 경험 경험( =1) .024 .006 .133 4.107 .000
수정된 제곱F=21.351(0.000), R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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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몰입과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2) 

❍ 전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에 따른 서비스 질과 직무몰입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서비스 질과 직무몰입 모두 전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없는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음

표 전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여부에 따른 차이< 4-75> 

❍ 일반적 직장 내 괴롭힘 경험에 따른 서비스 질과 직무몰입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서비스 질과 직무몰입 모두 일반적인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없는 경

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음

표 일반적 전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여부에 따른 차이< 4-76> 

❍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특수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에 따른 서비스 질과 직

무몰입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서비스 질과 직무몰입 모두 사회복지시설의 

특수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없는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음

구분 괴롭힘 경험여부 N 평균 표준화 편차 t 유의확률

서비스 질
있음 742 47.0580 6.16600

-6.455 0.000
없음 398 49.5754 6.47904

직무몰입
있음 742 27.0054 6.18125

-2.342 0.019
없음 398 27.8970 6.02195

구분 괴롭힘 경험여부 N 평균 표준화 편차 t 유의확률

서비스 질
있음 679 47.0619 6.25790

-5.689 0.000
없음 461 49.2256 6.36610

직무몰입
있음 679 26.9823 6.18779

-2.236 0.026
없음 461 27.8091 6.0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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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사회복지시설 관련 특수한 전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여부에 따른 차이< 4-77> 

❍ 전체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여부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

한 회귀분석결과 부 적인 영향관계가 있었음 즉 전체 직장 내 괴롭힘 경(-) . , 

험이 증가할수록 서비스 질은 감소함

그 외에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 이하 시설이 아닐수록 서비스 질이 증가- , 9

하는 것으로 확인됨

표 전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4-78> 

구분 괴롭힘 경험여부 N 평균 표준화 편차 t 유의확률

서비스 질
있음 561 46.7647 6.23139

-6.198 0.000
없음 579 49.0725 6.33780

직무몰입
있음 561 26.9519 6.26636

-1.978 0.048
없음 579 27.6701 5.99567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화 오류 베타
상수( ) 46.972 1.478 31.787 .000

성별 여자( =1) .207 .403 .015 .515 .607
연령 .090 .022 .134 4.091 .000

시설형태 이용시설( =1) -.451 .398 -.035 -1.134 .257
소관부서 복지정책소관( =1) -.991 .773 -.040 -1.282 .200

고용형태 비정규직( =1) -.669 .723 -.028 -.925 .355
직위 선임 실무자( / =1) -.491 .459 -.035 -1.070 .285
직종사회복지사( =1) .665 .411 .051 1.618 .106
규모 인이하(9 =1) 1.396 .698 .086 2.001 .046

규모 이하(10-29 =1) -.403 .570 -.030 -.708 .479
규모 인이하(30-49 =1) -.566 .556 -.037 -1.018 .309
직원조직유뮤 없음( =1) -.304 .514 -.024 -.591 .554
노동조합유무 없음( =1) .183 .498 .012 .368 .713

고충상담창구유무 없음( =1) -.366 .454 -.026 -.806 .420
전체 괴롭힘 경험 경험( =1) -1.997 .407 -.149 -4.909 .000

F=6.654 수정된 제곱(0.000), R =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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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여부가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회귀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없었음 즉 전체 직장 내 . , 

괴롭힘 경험이 직무몰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그러나 앞선 분석에. 

서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여부에 따라서 직무몰입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어서 괴롭힘 경험은 직무몰입의 차이와 관계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

단됨

그 외에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선임이나 실무자가 아닐수록 직무몰입이 증가- , 

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전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4-79>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화 오류 베타
상수( ) 22.064 1.371 16.097 .000

성별여자( =1) .573 .374 .044 1.534 .125
연령 .203 .020 .316 9.980 .000

시설형태이용시설( =1) -.115 .369 -.009 -.311 .756
소관부서복지정책소관( =1) -.758 .717 -.032 -1.058 .290

고용형태비정규직( =1) -.251 .670 -.011 -.374 .708
직위 선임 실무자( / =1) -1.319 .426 -.098 -3.099 .002
직종 사회복지사( =1) -.113 .381 -.009 -.295 .768
규모 인이하(9 =1) -.579 .647 -.037 -.895 .371

규모 이하(10-29 =1) -.763 .529 -.059 -1.442 .150
규모 인이하(30-49 =1) .068 .515 .005 .132 .895
직원조직유뮤없음( =1) .304 .477 .025 .638 .524
노동조합유무없음( =1) -.783 .462 -.055 -1.694 .091

고충상담창구유무없음( =1) -.277 .422 -.020 -.658 .511
전체 괴롭힘 경험 경험( =1) -.110 .377 -.009 -.291 .771

수정된 제곱F=13.013(0.000), R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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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종사자 개별심층면접조사1

❍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종사자에 대한 개별면접조사1:1

의 주요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개별심층면접조사 주요 결과< 5-1> 

❍ 개별심층면접조사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23). 

23) 면접자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용어를 시설장 이용인으로 통일 했으며 성별을 포함해 재직 중인 시설유형, , 
과 면접자들의 기본 인적 상황은 적시하지 않음

구 분 주요 내용

괴롭힘 유형
 직장 내 괴롭힘 일반 유형

 사회복지시설 괴롭힘 유형

괴롭힘 발생 시 
현행 대응 방법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음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회 등 관련 기구의 역할 미흡

 행정당국이 지도감독 미비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음

괴롭힘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운 이유

 취업 이직 시 평판 점검 관행으로 인한 불이익 우려/

 법인에서 관여하지 않음

 시설장이 문제해결 역량 미흡

괴롭힘의 영향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악화 됨, 

 업무능률이 저하됨

괴롭힘 발생 이유

 직원 퇴사를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됨

 권한이 상급자에게 집중됨

 인사 및 급여체계의 구조적 한계

괴롭힘 예방 및 대안

 공신력있는 외부 기관을 통한 구제 조치의 실효성 확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회복지시설 교육 강화

 직원 채용 시 이전 재직 시설에 검증하는 관행 근절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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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유형1. 

직장 내 괴롭힘 일반 유형1) 

  

❍ 신체적 괴롭힘

신체적 괴롭힘은 서류를 던지거나 신체 일부를 때리는 등의 유형으로 나타남- 

이용자들의 등짝을 때리는 것처럼 저에게도 등짝을 때리고 야 라고 불러요 이용자들에‘ ’ . 
게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을 주는 데 똑같이 저에게도 유통기간 지난 음식 있으면 야... ‘ , 
너나 먹어 하고 음식을 던져 줘요 서류도 던지고’. . ...

❍ 정신적 괴롭힘

정신적 괴롭힘 유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 구체적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 . 

이 비난을 하거나 누명을 씌우는 경우가 있었음 또한 다른 직원이나 이용. , 

자에게 직원의 근거없이 험담을 하는 경우도 나타났음

개인적 상황을 직장에서 공유하는 시설 분위기로 인해 업무와 무관한 사적 - 

내용을 업무와 연계시켜 비난하거나 사적인 것을 공개하지 않으면 비난함

업무를 할 때 실수가 있으면 가정 문제로 인해 실수하는 것으로 연결시키고 그게 요점. 
이 아닌데 누군가를 비하할 때는 그 사람의 실수를 쫙 나열한 다음에 당신은 문제 있는 
사람이야 당신이 항상 문제지 일에는 문제가 없어라고 말하더라고요.

제 바로 옆에 직원이 없으면 선생 아주 이 저따위로 어떻게 일했는지 몰라 걔“00 , 000 . , 
는 너무 머리도 떨어지고 손도 느리고 윗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저희에게 하는 건 , ...” 
너도 쟤를 무시해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너도 조심해 그게 당연히 드는 생각 이지 , . . 
않나요 너도 저런 욕을 먹을 수 있어 제가 없을 땐 제 욕을 그렇게 한대요? ... .

시설장이 회의시간에 자기가 싫어하는 직원은 계속 말로도 괴롭히고 폭언도 많이 하셨( ) 
어요 욕은 안 해요 욕은 법에 걸리니까 너 같이 멍청한 딸 낳아라 이런 식으로 말씀 . , . “ ” 
자주 하셨고 무식해 우리 직원인 거 창피해 이런 말을 되게 서슴없이 하세요, “ ”, “ ” .

이용자를 불러서 담당 직원에 대한 욕을 한다던지 그 직원 없을 때 그 선생님에 대해서 
흠을 얘기 한다던지 아니면 개인사에 대해 말을 한다던지 그리고 이 선생님 월급 얼마.. 
나 받는지아냐 그러면 그 이용자가 와서 그 직원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
죠 그리고 이용자에게 야단치면서 이용자의 잘못은 그 담당 선생님이 지도를 잘못한 것. 
이다 라면서 이용자를 혼내죠 그러면 이용자들이 담당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 ? 
말을 듣겠어요?

사회복지시설은 사적인 이야기를 평상시에도 달고 살아요 아이나 배우자 부모님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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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이 사람들은 조직 분위기 자체가 클라이언트들의 사적인 일들이 다 저희의 일이 되. 
는 것처럼 내 사적인 일들도 그렇게 공유해야 해요 휴가를 내면 왜 병원 가려면 왜 어. ? 
디가 아픈데 하루면 되는데 왜 이틀을 내려고 해 휴가는 자신이 적절히 조절해서 쓰면 ? ? 
되는 건데 오픈하지 않으면 내가 소속감이 없는 뭔가 꿍꿍이가 있거나 진실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보더라구요.

❍ 정서적 괴롭힘

정서적 괴롭힘 유형으로는 욕을 하거나 별칭을 쓰는 경우 무시를 하는 경- , 

우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형태의 괴롭힘을 많은 것으로 나타남 법적으로 문, . 

제의 소지가 있는 형태의 괴롭힘보다 즉 가시적으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정서적 괴롭힘이 사회복지시설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욕하는 것 당연하고요 이름 부르고 반말하고 부모님 비하도 하고. ...

사회복지시설이나 시설에서는 법적인 부분을 강력하게 지키려고 하는 게 커요 법적으로 . 
문제가 되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아요 무시죠 무시 인사해도 안 받아주고 근무하는 . , . . 
곳이 다른 공간에 있는데 회의를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부르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 
많았던 거 같아요.

상사가 그 직원을 싫어한다는 걸 모든 직원이 다 알게끔 하세요 알게끔 하셔서 내가 싫. 
어하는 직원이랑 좀 친하게 지내거나 챙겨 주거나하면 분위기가 좀 싸해지는 내가 대....
신 타겟이 될까 봐 또 두려워서 멀리하거나 같이 있다가 떠들다가도 상사가 오면 모른. 
척하고 저랑 안 친해 보이려고 말 안하고 아니면 저는 오히려 제가 피하게 되더라구요. 
나 때문에 그 직원이 피해를 볼까 봐 피하게 되는 게 좀 심했었어요 혼자 고립됐던 거 . 
같아요. 
                             
회의시간에 좋아하는 직원한테는 칭찬하고 싫어하는 직원한테 질문을 했을 경우에 면박
을 선생님들 다 있는데 면박을 주고 소리를 쳐요 질문에는 정답이 있어요 그 정답이 ... . . 
나오지 않으면 틀렸다고 그려면서 면박을 주시고...

❍ 업무환경 악화

시설장이나 상사가 명확한 근거 없이 직원 인사관리 예컨대 휴가나 승진- , , 

업무량을 자의적으로 조정하며 차별함 법인의 친족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 

우에는 친족 직원과 다른 직원을 차별하기도 함

시설장에게 문제제기를 한 직원의 경우 어려운 업무 또는 허드렛일 하도록 - 

하거나 힘든 부서로 이동시키는 등 업무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괴

롭힘이 나타남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 내 여러 업무를 하지 않으면 비난- 



■ 202  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2019

의 대상이 됨 

대체 인력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한 물품을 제- 

공해주지 않기도 함

자기가 마음에 들어 하는 직원은 휴가를 더 준다던지 이런 식으로 그러고 근무연차가 수
가 년 정도 됐나 그 분이 팀장으로 되버리고 저보다 연차 더 높은 선생님이 계셨는데 1 . 
팀장으로 넣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한다 던지 대놓고 차별을. .

불합리한 인사배치 그니까 시설에 시설이라고 표현하기보다 몇몇 사람들 그 상층부 사, , 
람들에게 다른 의견을 낸다던가 쉽게 이야기해서 바른 소리를 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 
는 굉장히 일이 힘든 부서로 발령을 해서 다른 쪽으로 안 빼고 계속 힘든 부서에서 그, 
만둬라 라는 의미로 중간관리자 이상 시설장까지 다 그렇게 했죠 어차피 인사이동 최종 . . 
결정권자는 시설장이니까..

저희 시설은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고. . 
시설장 말을 따라야 한다 바른 말을 하면 바로 찍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괴롭히고 ... . 
관두게끔 아니면 가장 어려운 일로 넣어버린다던지 해서 관두게끔 하는 게 있어요 너무 . . 
힘드니까 내가 나가야지. .

풀 같은 거 자라긴 하는데 좀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런 직원을 시키기도 하더라구요 잡. 
초 뽑는 거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같이 도와주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 

가족이 운영하다 보니까 항상 그분들은 휴가를 오래가요 저희는 동등하게 가는데 저희. 
가 아플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연차를 당겨서 쓴다던지 아니면 입원을 할 경. 
우가 있으면 사람을 대체를 써서 제 돈으로 한다던지 월급에서 입원한 날 수만큼 제한. 
다던지 하는데 법인관계자 친족 시설장이 아프신 경우에는 그냥 쉬고 월급은 똑같이 받( )
고 여름휴가도 장기간 열흘 정도 간다던지 가고. .

일반 기업은 이 사람 일 저 사람 일 다 분명한데 사회복지는 저기 일 터지면 이것도 하, 
다가 저기도 하다가 허울뿐일 업무분장인거에요 안하면 당신은 우리 조직 사람이 아니. ‘
야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야 그렇게 되더라구요 일을 많이 시키고 적게 시키는 것도 , ’ . 
시설장 마음 팀장 마음이고 팀장님 이건 저 선생님이 하던 건데요 하면 그 선생님 휴가, . 
갔으니 선생님이 결과 보고해 시키면 다해야하는 시키는 걸 안하면 관계가 깨져버리는 . 
거예요. 

우리 시설은 대체인력을 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활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아마 직원들을 못 쉬게 하려는 것 같아요. 

필요한 물품은 신청해요 저희가 신청을 하는데 법인 친인척 물품관리자가 왜 아껴쓰지 . ( ) 
않냐 그러면 저희는 너무 그게 짜증나니까 사오기도 하고 시설에서 고장났다고 해도 고
쳐주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의자가 고장났다고 하면 저희가 들고 가서 고쳐오라고 해서 . 
택시타고 갔다 온 적도 있고 그래서 뭐 고장나면 직원들이 벌벌 떠는 게 있어요 마치 . . 
죄지은 거 마냥 그런게 있어요 저희가 봐도 생활용품 같은 게 후원으로 잘 들어오는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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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를 주시면 되는데 항상 너희는 아껴써라 아껴써라 그러고 후원물품을 차에다 싣“ , ” ( ) 
는 것도 몇 번 봤거든요 가져가는 거 본인이 쓰시는지 어디 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 .

❍ 성적 괴롭힘

상사로부터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의 괴롭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시설에 - . 

조치 요청을 했으나 별다른 대응이 없었음

이사장님도 스킨십 있었고 몇몇 직원도 있었어요 막 그렇게 심한 건 아니지만 본인이 . 
느끼는게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팔을 주무르는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한다 던. ... ( ) 
지.

남자 선임이 여자 직원들에게 집에 안 데려다 줘도 되는데 굳이 데려다 주시겠다고 하시
는 거예요 너는 아랫사람이고 나는 윗 사람이다 그런 뉘앙스의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 
그러면서 성적인 말투 표현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간관리자께 이야기를 . 
했는데 그 사람도 우리가 품어줘야 할 사람이다 이러면서 어떠한 조치가 없었어요.

예전에 본인이 당했던 이야기라고 하면서 자신이 성추행 당했던 상황을 묘사하면서 저희
한테 이야기하는데 너무 무섭고 불쾌한 거예요 자기 배우자와의 잠자리 이야기도 하는. 
데 본인 생각에서는 같은 동성이니까 친근함의 표현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지만 저희 입
장에서는 권력이 있으니까 불편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직원...
이 상사에게 이야기 했는데 동성끼리는 성희롱에 해당 안된다고 하셨대요.

사회복지시설 괴롭힘 유형2) 

❍ 사회복지시설에서 나타나는 직장 내 괴롭힘 유형으로는 종교적 자유 침해, 

경제적 괴롭힘 특수관계자 업무 강요 학대 신고 저지 비윤리적 업무 부과, , , , 

근로환경 안전 미확보 등으로 나타남

❍ 종교적 자유 침해

원하는 않는 종교행위 종교시설 출석 예배 참배 등 를 하도록 하는 괴롭힘이 - ( , · )

있었음 표면적으로 원치 않을 경우 응하지 않아도 되나 거부하기가 쉽지 않. 

음

종교시설의 신자들이 시설의 이용자들이 중복될 경우 이용자 신자 들이 직원- ( )

들을 평가하기도 하였으며 종교시설의 업무를 시설에서 대행하기도 함

종교 강요는 매주해요 주말일 때 불교라서 반야심경 이런 거 낭독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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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기독교인데 만약에 기독교가 아닌 경우에는 소외당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은 그. 
게 정해져 있지만 강요 아닌 강요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냐 안다니냐 이 기. 
준이 있었어요 이용자 같은 경우는 다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요일마다 . . 0
직원 예배를 드렸어요 간증을 순서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게끔 했고요 안하고 싶다고 . . 
하면 안해도 되는데 그 수가 극소수죠 왜냐면 찍히고 있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 
또 웬만하면 시설에서 기독교이신 분들을 뽑아요( ) .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드렸어요 시설장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저도 교인이. , 
기는 해요 예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예배 때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그 말씀이 . 
그런 거예요 헌신을 강조하는 구절들 있잖아요 말을 아껴야하고 순종해야 하고 그런 , , , 
류의 말씀으로 선포를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뭔가 시설이 어쨌거나 재단이 기독교 재단
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를 하는 건가 아니면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직? 
원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강요하는 건가 이게 좀 헷갈리는 거죠? . 

종교적 색깔이 정말 강했어요 봉사자 분들도 교인들이 진짜 많았어요 심지어 교인들이 . , 
어떤 직원은 이렇고 어떤 직원은 저렇다 이런 걸 교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교인들이 예, 
배 얘기하는 걸 또 중간관리자한테 가서 이야기하죠 심지어 교회의 일을 시설에서도 했, 
어요. 

❍ 경제적 괴롭힘

바자회 등 후원행사에 할당량을 부과해서 이를 달성하도록 하거나 정기적인 - 

후원을 강요하는 형태로 경제적 괴롭힘이 나타남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 목적으로 물품 등을 판매하거나 구입을 강요하- 

였음

자기 할당량을 못 채우면 자기 월급에서 할당량 떼고 사람마다 후원행사 하면 티켓도 , 
팔아야 하고. 

석가탄신일에 등 달기도 하는데 연등도 할당해서 팔아야 해요 근데 못 팔면 제가 달아. 
야 해요. 

바자회때 직원당 매씩 강매를 해요 무조건 다 돈을 내야 했어요 이 티켓으로 바자회 10 . . 
물품을 사면 후원 처리 안 해주고요 돈으로 내면 다 후원처리는 해줬어요. . 

월급에서 후원금을 자동이체로 납부되요 밀리면 전화오고. .. 

다단계 판매를 하셨어요 직원들한테 권유했고 그 분이 다단계해서 한 명이 뿌리를 내리. 
면 그 분한테 매주 주급이 들어와요 저도 물건 다 샀어요 이걸로 직원들이 많이 고통받. . 
고 퇴사했거든요 어린 직원들 월급도 얼마 안 되는 직원한테 계속 권유하고 해주면 결. 
제 빨리 해주고 그런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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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관계자 업무 강요

법인의 친족 친인척 이 시설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부당한 업무- ( )

를 부과하거나 사적 업무에 직원을 동원하는 경우 등이 제시됨

시설장이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 이셨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사무국장이 자녀였고요 즉 . 
이사장 시설장 사무국장이 친인척 관계인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직원들과 본인 자녀에 , , . 
대한 태도 업무 수준 이런 게 차별이 있었었는데 이걸 눈에 드러나게 하지 않더라도 직, 
원들한테 요청을 했을 때 사무국장을 따로 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 거 외. 
에도 다른 자녀나 뭐 본인의 친인척들이 시설에 방문했을 때 밥을 차리게 한다든지 늘 . 
그런 개인적인 요구에도 이게 잘못된 업무지시다 라는 걸 알고 있지만 얘기할 수 없고.

시설장님이 자신의 개인 건물을 관리하는 것도 같이 시키든지 하면서 본인의 사적 업무
에 많이 이용하셨었어요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시설을 이용하거나 직원들을 이용. 
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시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동등하지 않는 근태관. 
리 자녀인 직원은 일찍 보내고 그런 것들이 유동적으로 이루어지고 근무시간 내에 원장. 
님이 사적 업무하는데도 같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 학대 신고 저지

시설과 직원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학대나 횡령 등의 - 

문제를 은폐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직원을 괴롭히는 것으로 나타남

법인이나 시설장은 다 같은 편이예요 이용인 학대나 횡령 이런 문제는 밖으로 나갈 경. 
우 대부분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위탁이 깨질 수도 있고 법인이 날아갈 수도 있고 내자, 
리가 없어질 수도 다들 사장님이 아니잖아요 관장님도 직장이고 국장님도 직장이고 법. ? 
인이 바뀔 경우 팀장 라인까지는 싹 바뀐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직원이 이용인 학대...(
한 것을 문제제기 하자 어떻게 선생님은 이 일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해 동료를 위해야) ? 
지 제가 더 오히려 모함을 받아서 그때 엄청 저를 무마시려고 괴롭히고 그냥 당신이 그 . 
직원 가해자인 직원 괴롭혀서 내보내면 안 돼 또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보내면 ( ) ? , 
이런 게 공론화 되면 위탁이 날아가거나 자기 자리를 보존 할 수 없으니 그 일 말고 괴
롭혀서 내보내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그 직원 재단 추천으로 상도 받았어요. . 

제가 보니까 어떤 선생님이 좀 문제가 있더라구요 이용자 몸에 상처가 나고 이런 부분. ( ) 
이 있었는데 저도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보면 알거든요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 . 
그게 저희가 그 선생님을 왕따 시킨다고 이런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시설장이 예뻐한 . 
선생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책이 있었는데 거기서 빼버리고 그리고 업무도 바꿔버. 
리고.

근데 모니터링 설문에 체크를 했기 때문에 뭔가 의심이 있으면 다시 재조사가 있어야하( ) 
는 데 저는 이분들이 어떻게 되길 원하는 게 아니라 바뀌길 원하는 건데 또 조사가 안 , . 
오는 거예요 봤더니 직원들이 문제인거에요 다들 자기 자리만 이런 조사 나오면 다 귀. . . 
찮아 더 복잡해지고 일만 많고 이런 떠들썩해진 곳에 직원으로 있었다면 나도 마이너스. ,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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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윤리적 업무 부과

자금 횡령 등 비윤리적 업무를 강요함- 

횡령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횡령하도록 시켜서 첫 직장은 그만 뒀어요. 

❍ 근로환경 안전 미확보

이용자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경우 확인절차나 공식적인 조처가 없이 해당 직- 

원에게 잘못을 물어 퇴사시키거나 민원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이용자에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직원이 때렸다고 그런데 직원이 이용자를 때렸는지 조. ...
사도 하지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끼리는 이야기 했어요 일 잘하는 직원이었는데 . . 
괜히 피보고 퇴사하셨다고.

절차상 안 되는 것들인데 그것에 대한 대응을 시설장이 원리원칙보다는 본인의 기준이 
더 우선시 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자신과 더 친한 이용자가 있으면 조금 더 . 
허용하시는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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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시 대응 방법2. 

❍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음

사회복지현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괴롭힘이 발생해도 별다른 대- 

응 없이 침묵하거나 체념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속적인 괴롭힘 발생 시 이직을 고려하거나 실제로 퇴직을 하는 등 개인적 - 

차원에서 대응하고자 하였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옹호할 경우 본인이 괴롭힘을 당하기 때문에 괴롭- 

힘을 방관하거나 어쩔 수 없이 동조하기도 함 이처럼 지속되는 직장 내 괴. 

롭힘으로 인해 학습된 무기력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바닥은 원래 이런가 보다 경력자들한테 물어보니 여기 이런 줄 모르고 왔어요 이 , “ ? 
바닥 원래 그래요 라고 그때부터 감내했죠 여기는 그냥 수용하기 딱 걸리는 부분이 생.” . 
겼을 때 언젠가 결정을 해야 하거든요 내가 이걸 수용할지 말아야 할지 자기마음에 갈. , 
등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그만두는 걸로 해결을 하더라구요 내가 안 맞으면 . 
이 조직은 내가 떠나야 하는 거구나.

나와서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여긴 바뀌지 않고 그냥 나만 조용히 시키는 일하고 지
내야지라고 생각했었고 거기서 불만인 직원들은 대부분 그렇게 있었던 거 같아요.

상사가 너무 무서웠어요 일단 찍혀서 괴롭힘 당하는 걸 모든 직원이 봤기 때문에 그 전. . 
에 오셨을 때부터 그러셨거든요 직원들이 몇 년 동안 계속 찍혀서 괴롭힘 당하다 결국. 
엔 퇴사하시고 그런 패턴들을 계속 봐왔고 그 직원하고 혼자만 있을 때 안하고 사람들 , 
많을 때 소리를 지른다거나 무시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상황에서 저를 옹호하거나 도와주면 자기들도 찍혀서 자기들한테도 막대할까봐 그래, . 
서 윗사람이 옆 직원 욕할 때 같이 욕해주고 그러면 윗사람이 또 너무 좋아하고.

❍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회에 역할 미흡

고충처리위원회 등 직원들의 고충이나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가 시설 내 - 

마련되어 있지만 기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움

특히 소규모 시설의 경우는 고충이나 갈등처리 창구의 존재가 상황상 쉽지 - 

않으며 있더라도 위원을 상급자들에게 우호적인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 ,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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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위원회나 그런 구조나 틀은 만들 수 있죠 근데 소규모 시설은 어쨌든 권력이 . 
소수의 사람한테 몰리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고충 . 
처리 있으면 그냥 서류상 이렇게 했다 해버리면 묻히는 거고 여기 지금 제가 전에 다녔
던 시설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이런 것들은 늘 최우수 이런건 데 사실상 들어가 보면 헐...
렁하거든요 되게 엉망진창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 

시설이 가족이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시설장이 부모 자녀가 사무국장 시설장이 고충처. , , 
리위원회 위원장 위원이 사무국장 둘이 이렇게 하니까 고충이 피력이 안되죠, ... . 

노사협의회라는 게 자기네 말 잘 듣는 사람만 시키니 무의미하다고 봐야죠.

❍ 행정당국의 지도감독 미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 등의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익명이 보장- , 

되지 않아 신고자가 노출되어 불이익이 있거나 신고 후 별도 조처나 변화가 

없었음

이로 인해 행정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무원 에 대한 불신이 크며 변화에 대- ( , , )

한 회의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익명이 아니여서 내가 어디 신고하면 신고절차가 내 인적사항이 들어가고 노동부에서 ...
여기에 통보를 한데요 이런 사람이 이렇다고 하는데 그게 맞냐 시정해라 시정안하면 우
리가 감사 나간다고 하시더라구요. 

주변에 부당하게 그만두게 된 친구들이 몇 있는데 이 친구들이 신고를 몇 번 했는데 뭐
가 없었어요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중간에서 서로서로 입을 막는 거 같아요 그래서 . . . 
입 닫고 귀 닫고 그냥 스트레스 받고 이용자들만 보고 일했던 거 같아요.

저는 공무원이랑 시설이 한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설에 문제가 되거나 감사가 나간다. 
고 미리 말해줘요 언제쯤 나온다고 알려주시면 그때부터 서류 작업을 하는 거죠 유착관. . 
계가 있는 거죠 유착관계일 수 있고 자기가 맡고 있는 시설이 시끄러운 일이 터지만 자. 
기들도 머리가 복잡하니까 알려주고 미리 대비해서 넘어 갈 수 있게 하는 거 같아요.

예전에 시설 관련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구청으로 본인들이 잘못했구나 하고 알아. . 
야 하는데 누가 했나 찾아내요 직원들 중 의심가는 사람 찾고요 자원봉사자가 한 것 .... . . 
아닐까 의심을 해요 구청에서도 이 한 것 같아요 하고 알려주고요. 000 . 

공무원들은 자기네 관할 지역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쉬쉬하는 것 같아요 그래. . 
서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시설에다가 이렇게 하라고 기록하라고 하고 시설에서도 그렇. . 
게 기록이나 남기게 하려고 일지에 써요 문제되는 말 나오자마자. .



제 장 직장내 괴롭힘 면접조사 결과5   209 ■

❍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초기에는 기대를 했었으나 사회복지시설 특- , 

성상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피해 괴롭힘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을 것

으로 보고 있어 변화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음

사회복지 조직 내 실질적 변화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법 제정의 실질적 효- 

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보임

처음 들었을 때는 아 뭔가 달라지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설장들은 그 자리에. 
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면 변하지 않고 똑같을 것 같아요 시설장 등은 자기들의 지위. 
를 활용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감사가 나올 경우에만 변화. . 
가 있지 사람은 변하지 않으니까... ..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법적인 것을 피해서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으니까 사실 . ...
업무량이 많다거나 업무를 더 주거나 내 업무가 아닌 다른 걸 시키거나 눈에 보이는 , ...
건 차단시킬 수 있지만 심리적인 건 사실 찾아내기가 힘들잖아요 나를 싫어해 이걸 어. ..
떻게 증명할 거며 그런게 없으니까 사실 사회복지계에서 그게 제일 크지 않나요 법적, . ? 
인 건 다들 안 하니까 사람 괴롭힐 때 사실 폭언이라곤 하지만 너 같은 딸 낳아라는 걸 ...
좋은 말한 거예요 하면 되니까 사실 벌금 물거나 제지를 당하는 시설이 별로 없을 거예. ..
요 명백하게 증거로 남기지 않는 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라고 말하기도 사회복. , ...
지 시설 내에서 어떻게 보면 내부고발자가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많이 제보를 할까... ... ? 
라고 생각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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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운 이유3. 

❍ 취업 이직 시 평판 점검 관행으로 인한 불이익 우려/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이라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채용단계에서 전 직장에 채용 - 

예정 직원의 평판을 점검하고 있는 시설들이 다수 존재함 이로 인해 현 직. 

장에서 괴롭힘 등 피해를 겪거나 목격하더라도 이후 이직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해 별다른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음

저희 팀장님한테 불려가서 여기서 계속 일 할 거면 가만히 있어 라고 사회복지계 뻔하“ ” . 
니까 여기서 평판이 나빠지면 안 되거든요 여기 올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 옮길 때마다 . . , 
다 전 시설에 전화를 해요 그리고 저는 여기 있으면서도 시설장님이 그런 전화를 받는 . 
것을 들었어요 있던 직원이 다른 직장가고 전화 오면 그 대답이 나 같으면 안 뽑아. “ ”

공문으로 경력인정 확인서를 보내요 전 그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건강보험확인서 그걸 . 
떼가면 되는 데 경력인정 확인서가 딱 날아오면 하루 종일 그 사람 욕을 하는 거예요. 
어머 여기 갔구나 아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줄 아니 서류 하나 “ ” “ ?, 

못 하고 무슨 일을 저질렀고 그런걸 다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빼고 적...” . 
으면 되는데 그러면 호봉을 인정받지 못하니까 급여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걸 윗분들도 . . 
알아요. 

사회복지사들이 이직하는데 퇴사할 때마다 너 내가 마음대로 못 가게 할 거야 하는 말도 
자주 하시고 여기는 직원들이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퇴사할 때 순번이 정해져 있어요. 
누가 퇴사 의사를 밝혔으면 사람 찾기 어려우니까 개월 더하고 나가 여기 바닥 좁은 “3 ”, 
거 알지 잘하고 나가야한다고 말씀하셨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너 내가 아무 데도 못 가? 
게 할거야 라고.

그런 걸 조금씩 봐왔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했다가 내가 불이익을 당. 
하니까 나중에 이거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못하는 것도 있어요. . 

❍ 법인에서 관여하지 않음

직원들이 퇴직 시 이후 자신에게 미칠 부정적 평판을 고려하여 직장 내 괴- 

롭힘 등의 사유를 밝히지 않고 퇴직함 이로 인해 법인이나 외부에서는 시설 . 

내부의 문제 발생 사실을 인지할 수 없어 별다른 대응을 할 수 없음

법인은 시설장과 같은 입장인 경우가 많으며 재위탁 등에 의식하여 시설 내 - ,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을 꺼리며 시설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적, 

극적인 조정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움

재단에서도 면접을 계속 또 보고 하니까 알지만 다 직원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보낸 
상황이라 또 나간 사람은 말이 없고 또 나간 사람이 조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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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또 가야하니까요.

법인에서 시설 내에서도 큰소리 나는 걸 두려워해서 시설 내에서 문제가 생기면 소문이 . 
나서 후원금으로 직결되니까 사실 법인에서는 후원금을 모금하고 관리하는 게 제일 큰 
업무이기 때문에 최대한 큰 소리가 안 나게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

시설장들은 재단에서 컨트롤 할 수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지 외부 인사를 세우지는 
않아요 재단의 뜻에 반하는 사람은 세울 수 없듯이 만약 재단이 기독교인데 기독교 아. , 
닌 사람은 뽑을 수 없듯이 그래서 교회 재단인데 그 교회에 년 다닌 사람 제가 그 . 30 , 
교회를 년 다닌 사람이 아니면 그 분을 넘어설 순 없는 거예요30 . 

❍ 시설장의 문제해결 역량 미흡

위탁법인의 특수성으로 인해 비전문가가 시설장을 맡게 되는 경우 실무를 - , 

중간관리자에게 의존하게 되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도 실질적으로 조정, 

하거나 처리할 권한과 역량이 미흡함

문제해결 역량이 미흡한 시설장의 경우 직장 내 피해자에게 문제를 전가하- , 

기도 하는 등 상급자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

시설장님도 직장 내 괴롭힘 다 아시는 데 국장님이 안 계시면 일이 안 돌아가니까 시( ) . 
설장이 종교인이세요 종교인어야만 시설장을 할 수 있는 법인이거든요 이 분은 결재만 . . 
하러 오세요 휴가를 많이 가시는데 국장님이 알아서 뒤처리 하시니까 출근도 캡스를 조. 
작한다거나 출장을 달아 주신다거나 대휴로 돌려서 처리하거나 서류적인 업무를 국장님
이 다 처리하고 계시니까 그런 걸 다 알고 계시니까 국장님이 직원들 괴롭힐 때마다 시
설장이 피해 직원을 다독여주시기도 하세요.

시설장이 그냥 늘 하시는 말씀은 똑같으세요 그 사람이 왜 널 싫어하는지 생각을 해보( ) . 
라고 사실 시설장님이 뭘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시설장님도 부장님. . 
이 뭐라고 했을 때 수긍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말해서 해결될 거 같지 않았
어요 시설장님한테 올라가기까지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데 중간에 커트당하고. .

저는 무관여도 괴롭힘이라고 생각해요 시설장이 약간 이상은 높은데 현실성이 떨어진다. 
고 해야 할까 실무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중간관리자 가해자 에게 의존을 많이 하. . ( )
죠 난 신뢰를 한다 그 중간관라지를 믿는다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 ’. .. . 

예전에 문제 터졌을 때도 윗사람들은 퇴사하지 않으셨어요 밑에 직원만 퇴사했지 관리, . 
자들은 퇴사 없이 인사발령으로 넘어갔어요 결국 최고 관리자가 잘못한 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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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의 영향4. 

❍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악화 됨, 

신체적으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질병이 생김 또한 정신적으로 억울함이나 - . , 

우울 증상을 겪으며 자살 생각을 하기도 함

하혈도 하고 몸도 아프고 그래서 직장을 그만 뒀어요 심리상담은 따로 받지는 않았지만 . 
지원이 있었다면 심리상담을 받았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엄청 받았어요 그러다가 직장에서 쓰러져서 제가 원래 힘들면 쉬는 스타일. ...
인데 티비에서 보면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쓰러지잖아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 . 
웃긴 건 병가 처리를 안 해줬어요 저보다 미약한 사람은 해주는데 저는 안해주고요. 

전임자도 저와 같은 괴롭힘으로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더라구요 제가 나중에 기.  
록에 남을까봐 안 간 거지 저도 그 사람 같이 이런 생각을 해요 죽어버리고 싶거나 내... .,
가 죽어서 저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다면 저 사람들이  후회하지 않을까 도저히 다른 ,  ? 
걸로는 이 사실을 저 사람들이 인지 할 수 없으니까....

당장 그만두고 싶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하고 억울할 때도 되게 . ? .... 
많잖아요 왜냐면 몇 명 안되는 소규모에서 이거 누가 했어 그러면 전 아닌데 윗분들이 . 
마음만 먹고 붙어서 우린 아니고 당연히 너지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 ?” .

죽여버리고 싶죠 아니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애정이 없으면 . 
안되는 거거든요 열정적으로 일 했는데 타 시설로 발령 내려고 하는 이야기를 뒤로 들. 
었어요 그 때 받았던 충격을 정말 너무 커서 그 분노가 너무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때 . ... , 
받았던 상처와 분노가 시간이 많이 지나고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남아있는 거 같아요 그때 이후로 모든 일에 대한 의욕이 사라져 버리고 근데 이대. 
로는 내가 죽을 거 같은 거예요 이대로는 내가 숨을 못 쉬겠어요 근데 당장 먹고 살아, . 
야 하니까 그렇다고 여기를 떠나는 것도 쉽지 않았었고 그래서 직장이 아닌 곳에서 내 ..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기로 했죠.

❍ 업무 능률이 저하됨

업무에 몰입도가 저하되며 언제 직장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의욕이나 사기- 

가 저하됨 대부분 결국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 지속성이 확보되지 못함. 

가정생활이나 가족관계 등 개인 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삶의 질이 저- 

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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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점점 악순환이에요 점점 바보 되는 거 같. , 
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괴롭힘의 이유라고 하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 . 
약자에게 가하는 폭력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당사자는 모르죠 왜냐면 그렇게 늘 살, . 
아 왔고 그런 거를 조직에서 묵인해 줬잖아요 그런 구조가 그리고 괴롭힘을 당할 때 어, . 
떤 생각이었냐면 다른 거보다도 무기력도 있지만 내 자존감이 처음에는 오기가 생기잖아
요 근데 나중에 계속 들으면 되게 삶 자체가 직장은 직장대로 힘들고 집에 가서도 제가 , 
애한테 짜증을 부리고 있고 무기력해지고 배우자랑도 싸우게 되고 괜히 엄한 사람한테. 
그리고 주말 내내 시체처럼 누워있고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우울한 거죠 계속, . .

일하면서 능률도 떨어지고 사기도 떨어지고 제일 컸던 거 같아요. 

옛날에는 이용인들이 주는 기쁨으로 버티고 이겨냈는데 위에서 아무리 갑질을 해도 나를 
향해서 웃어주는 그 미소와 고맙다는 그 말 한마디가 그걸로 버텨냈었는데 너무 큰 그...
것으로도 안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그만 둔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담당하는 이용자 중에서 저를 많이 따르는 분
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 시설장이 그 이용자를 따로 데려다가 소리 지르고 제 . 
생각에는 위협을 한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이제 더는 못 하겠다 저 말고 다른 선생님도 . 
많이 그만뒀어요.

버틸 순 있는데 제가 사회복지 일을 하면서 걸림돌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
요 그리고 이용자들을 대하는 것조차도 제 나름대로 관점이나 철학이 있는데 그걸 온전. 
히 반영 못 하니까 그것이 만약 시설의 철학과 비전하고 안 맞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시. , 
설의 철학과 비전과는 상관없이 단순히 중간관리자의 개인적인 괴롭힘에 휘둘려야 한다
는 것이 내가 이럴거면 뭐하러 사회복지 일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회의감이 들. 
어서 그만두게 된 거죠.



■ 214  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2019

괴롭힘 발생 이유5. 

❍ 직원의 퇴사를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됨

시설이 직원에게 퇴사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다- 

고 봄

시설장이 직접 괴롭힘 가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주로 다른 직원을 시키는 등 -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괴롭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임신을 하면 당연히 시설장이 보기에 불편한 거예요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열외. , 

가 되고 불편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임신 소식을 전하자마자 언제 내보낼까. “00, ?”, 

그러시면 안돼요 요즘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했더니 아니야 아니야 저 사람 데리“ , .”, “ , , 

고 불편해서 일 못해 내보내 그러셔서 계속 그러면 안 된다고 조언을 하죠 저도 중간. .” . 

관리자니까요 그런데도 막무가내이신 거죠 제가 계속 거부했더니 직접 나오셔서 임신한 . . 

직원을 계속 힘든일 시키는 거예요 괴롭혀서 내보내려는 목적인 거예요 임신했으니 너 . . 

나가 이게 아니라 같은 직원인 팀장이 괴롭혀서 내보낸 것으로 하려는 거죠( ) . 

시설장들의 생각은 내가 말하면 다 법으로 따지고 공적인 회사의 의견이 되는데 팀장“ , 

이 말하면 그냥 직원들 이야기잖아 팀장이 내보내 일을 나눌 때  힘든 일을 더 나눠줘, ” 

서 자기가 못하겠다고 손 들게 만들어 최대 한 달 내로 스스로 그만두게 만들어야지 우“

리가 그만두게 하면 안돼 이렇게 말하세요 시설장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걸 계속 거부” . . 

하면 같이 찍히는 거죠 이렇게 돼서 저도 나중에 그만두게 됐어요. .

사회복지에서는 권고사직이 있으면 안돼요 국가 지원금을 받거나 그런 부분에서 권고사. 

직이 있으면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불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권고사직이 없고 스스로 나. 

가게 하는데 그 모든 험한 일을 중간에 있는 관리자를 시키는 거예요.

❍ 권한이 상급자에게 집중됨

시설장을 비롯한 상급자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상급자들이 자신의 -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직원들을 괴롭힌다고 봄 상급자들은 본인이 가장 전. 

문가라는 생각이 있어 다른 직원들을 무시함

상급자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직원들을 괴롭히기도 함- 

나이 드신 분들의 특징이 내가 여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다 닦아둔 곳이야 너희들“ , , 

은 이 깊이를 알 수 없어 질문도 하지마 어디 년도 안된 사람들이 사회복지를 논해10 ? 

사회복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직원들은 의견은 없이 시키는 일만 하고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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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모르는 척 내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모르는 척 악의 평범, , 

성이라고 애기하는 부분이 일상화 돼 있는 거예요 중간관리자들이 얘기해요 다른 시설. . “

은 더 해 이런 건 좀 뭐 어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 자체가 대물림 된다는 거죠.” . 

결재권이 다 위에 가 있으니 뭔가 하나를 해도 저 사람이 좋아하는 의도를 파악해야하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방향성을 파악해야하고 전혀 창의성을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 

우리 시설장님들이 늘 하는 말이 승진해야지 이러한 인사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 ” 

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일과 삶의 양립조차도 안 되는 거고 그니까 에

너지를 쏟고 오는 곳이 직장이 아니라 에너지를 받고 오는 곳이 직장이 돼야지 일과 가

정에 양립이 되는데 이런 구조 내에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 실습생들이 일 년에 두 번 정도 많이 오는데 실습생들을 평가할 때 직원들하고 같

이 들어가서 평가를 하는데 시설장이 경력직들에 대해서는 안 좋은 피드백을 실습생들, ( ) 

이 보는 앞에서 주고 자기가 채용하거나 자기랑 친한 직원들이 실습생들하고 평가 이야

기를 할 때는 이 선생님들이 있어서 실습생들이 많이 배우는 거 같다 그런 식으로 계속 . 

칭찬을 하고 이런식으로 기존 직원들한테 열등감을 계속 심어 주는거죠 그냥 자기 말을 . . 

잘 듣게 하려고.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누군가가 비위를 맞춰주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아요 몸이 안 좋. . 

은 날은 더 심해지거든요 뭐 집어 던지고 소리 지르고. .

❍ 인사 및 급여체제의 구조적 한계

시설 내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동료 경쟁자가 없거나 - 

상급자가 없어야 내가 승진할 수 있어 상급자의 괴롭힘에 다른 직원들이 묵

인하거나 동조하게 된다고 봄.

직원들의 호봉 증가를 반영하여 인건비 등 예산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누- , 

군가는 퇴직해야 나머지 직원들에게 적절한 급여 지급이 가능한 구조임

사회복지시설은 경력이 너무 오래되면 옮길 수가 없거든요 팀장자리는 한정돼있고 윗분. 

들은 잘 안 움직이고 동료애가 생길 수 없는 상황이 내가 경력이 아무리 년 되도 내 . 20

팀장이 나가기 전까진 전 항상 그냥 신입직원이랑 다 똑같은 선생님 인거예요 윗 직원, 

이 나가지 않고는 년 년이 되도 호봉은 올라갈 수 있어도 직급은 그대로인 거예요20 , 30 . 

월급은 한해 더 받으면 만원 그런 거 밖에 안되는 거죠 직원들 사이에서도 아무리 4,5 . 

동료직원이 좋아도 윗 직급이 하나 비었을 때 올라 갈 수 있는 사람은 명뿐인 거예요1 . 

그때 내가 그 자리를 꿰차지 않으면 옆 직원하고도 경쟁이고 윗 직급으로 올라가려면 , 

윗 직급 마음에 들어야 그 자리로 올려 주잖아요 대부분 국장님 시설장님한테 잘 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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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무던히 노력하더라구요 엄청 많이, .

시설장은 직원들의 이야기를 시설장에게 전달해주는 직원을 편애해요. 

중간관리자가 나는 시설장님이 괴롭혀서 시켜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 

직원들에게 모든 업무를 미루고 같이 시설장 욕하고 근데 직원들이 욕한 것을 시설장에. 

게 전한 게 그 중간관리자였던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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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예방 및 대안6. 

❍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을 통한 구제 조치의 실효성 확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되 신뢰할 수 있는 외부 기- , 

관을 통해 진행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봄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상 내부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외부 기관- 

을 통해 신고자의 익명 보장과 해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함

불만이나 건의사항을 시설장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시설에 공식적으로 말해
서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시설장에게 직접 말하면 찍히니까. .

우리들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이야기해도 지자체가 중간에서 . 
다 짤라버리고 시설장이나 이사장이나 관련 분들 이야기만 듣고 시설에서 근무 오래하. . . 
신 분이던지 직원들이 한두 명씩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사회복지단체들은 잘 못 믿겠어요 그런 곳에 이야기 하면 다 중간에 드러날 것 같고.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회복지시설 교육 강화❍ 

가해가 될 확률이 높은 상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 , 

해 인식 및 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일반 직원들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사례 발생 시 대처방법 등에 대한 정보- , 

를 안내하는 교육이 있기를 희망함

취업규칙이요 완벽해요 법인이 너무 튼튼해서 법인에서 내려주는 지침에 좋은 건 다 ? . 
적혀있어요 근데 본인이 몰라요 이용자를 학대하면서 학대라는 것도 모르고 윗 사람들 , . . 
교육해서 될까 싶으면서도 그래도 교육은 해야겠다 말을 한번 듣는 거랑 두 번 듣는 건 , 
다르니까 이 분들이 교육을 받아야지 시설장님들 교육은 맨날 리더십 교육만 들으시고,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이나 괴롭힘 교육을 시설 내에서 자체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강사를 . 
섭외한다거나 저는 교육에 시설장님이나 부장님이 들어오는 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인. . 
권 교육 같은 것도 들어오지 않고 그냥 싸인만 하잖아요 국장이나 괴롭힘의 주체가 될 . . 
수 있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교육하고 그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이 되어야 괴롭힘이 없
어질 거 같아요. 

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생겼잖아요 보수교육처럼 정기적으로 년에 회 정도 교육. 1 1
을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뭐고 그 사례를 알려주고 도움을 받고 싶으면 이런 곳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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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해라 등 이런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모르거든. 
요.

직원 채용 시 이전 재직 시설에 검증하는 관행 근절❍ 
직원 채용 시 이전 재직 직장에게 직원을 검증하는 관행으로 인해 현 직장- , 

에서 피해를 겪거나 목격하더라도 이후 이직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우

려해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음 이러한 불법 노동행위 관행을 근절할 필요가 . 

있다고 봄

괴롭힘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이직할 때 불이익이 갈까봐 이야기를 못하거든요 그런 ( ) . 
게 근절 돼야하는 데 사실 국장님들끼리 네트워크가 잘 되거든요 전에 전화가 왔는데 . . 
국장님이 저라면 그 사람 안 뽑겠어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 것도 없어져야 사람. 
들이 더 많이 어필하고 말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관장들이나 고용주들이 교육이나 인식전환이 돼야 바뀔 거 같아요 법적인 건 너무 잘 . 
피해가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을 익명으로 제보하는데 나중에 시설에서는 다 알더라.. 
구요 왜냐면 본인이 괴롭힌걸 알기 때문에 재 취업시 그런 게 관여되면 강력하게 처. ... 
벌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있으면 직원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과 지원❍ 

직원 영향력을 강화하여 민주적이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 

지원해야 함

시설장 평가제 도입을 고려하고 직원 채용 시 친인척 채용과 관련된 절차 - , 

및 감독 강화가 필요함

노사협의회가 좀 더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현 직장 노사협의회는 안건도 직원들. ( ) 
이 스스로 내고 그 안건으로 노사협의가 이루어져요 물론 여기도 시설장님이 안돼하면 . 
안 되는 거 같긴 한데 어쨌든 내 의견을 말 할 수 있는 게 되게 놀라웠거든요 회의 자. 
리나 직원 회의에도 시설장이 이야기 했을 때 반대되는 생각이 있으면 거침없이 이야기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전 직장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무슨 말하면 네 . 
무조건 해야 하는데 어쨌든 여기는 노사협의회가 힘이 쎈 거죠 말할 수 있다는 게 전 . , . 
직장은 안건 낼 때 국장님한테 허락 받았어야 됐거든요.

회의도 팀장이나 직책있는 선생님이 회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시설장. (
을 비롯한 친인척 직원들이 중간관리자도 누구누구가 하도록 해 이렇게 정해져서 통보) 
식으로 해버리니까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고. .

가족이 운영하는 데는 없어져야 할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모여 이야기 하고 직원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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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평가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직원을 색안경 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괴롭히. 
는 거지요. 

직원도 시설장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설장은 능력 없는 사람도 나는 . 
여기에 계속 있을 사람이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하는데 능력이 없는 분은 저는 아니다 . 
생각해요 본인의 문제가 뭔지 몰라서 짚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년에 번이라든지 . . 1 2
직원이 시설장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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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집단심층면접조사2

종사자 면접조사1. 

참석대상 및 요약1) 

심층면접조사 참석대상❍ 

아동 생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지역자활센터 정신건강 이용시설 협회 실- , , , , 

무자 명이 참석하여 진행함5

표 종사자 요약< 5-2> FGI

영역 질문 주요 응답내용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인식이 

시설에 제대로 있는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 및 인식이 없으며 -

직원들에게 안내 및 공유 없었음

취업규칙 개정하고 자체 교육 실시하여 인식은 -

되어 있음 사건발생시 신고보다는 시설과의 협. 

의가 우선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진행됨

취업규칙에 포함되고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해 회의적 분위기 존재

관련 교육 여부

관련 취업규칙이 -

제정되고 직원들에게 

설명되었는지 여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내용이 포함되-

었다고 인지는 하고 있으나 시설 내 설명이나 

내용공유는 없었음

교육이 실시되었으나 권리보장 확보 관점보다는 -

문제발생 방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기 떄문에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다면 이유

관리자와 실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아들이-

고 인식하는 수위가 다름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정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괴롭힘의 영향 업무효율성이 떨어지고 성과가 저하됨-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유형 형태 내용( , )

특히- , 

사회복지시설에서 

내 업무가 아닌 것을 부당하게 하도록 함-

허드렛일 커피심부름 화단정리 등 시킴- ( , ) 

자원봉사자나 실습생을 받도록 강요함-

공무원 등 관계시설 담당자 및 자녀의 자원봉사 -



제 장 직장내 괴롭힘 면접조사 결과5   221 ■

발생하는 특별한 

유형 형태 내용 의 ( , )

괴롭힘

시간 청탁

시설장의 논문대필 강의자료 작성 시험지 채점 - , , 

등 하도록 함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의 

원인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원인 특히. ,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원인

세대 간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음 기존 - . 

직원은 시설의 입장을 이해하는 편인데 비해 신

입직원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고 봄

관리자 그룹의 세대적 한계로 인한 인식이 부재-

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나 대응방안에 . 

대한 무지함 관리자 교육이 필요함, 

성별에 따라서도 괴롭힘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

재함

군대문화에서 비롯된 조직문화 위계적 상하관계 - , 

문화가 원인임 특히 남성들의 경우 억압적 문화. 

에 익숙하며 피해 경험이 내면화되어 쉽게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되기도 함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집단적 문화가 직장 내 -

괴롭힘의 원인이라고 봄

사회복지시설 특성상 종교기반 법인이 많음 시- . 

설장이 종교인인 경우가 많고 이에 따른 암묵적 

강요가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이 된다고 봄

관행처럼 당연히 여기는 문화 패거리문화 이 권- ( )

력구조로 작동하여 결국 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 

원인이 됨

당사자인 사회복지사들이 노동자로서의 정체성-

이 부족함 사회복지직 특유의 개인의 희생을 감. 

수해야 한다는 입장이 내면화되어 있다 보니 노

동자로서의 권리보장에 대한 주장이 어려운 환

경이 조성됨

직장 내 

괴롭힘 

발생 

관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관계 특히. , 

사회복지시설에서 

괴롭힘이 발생하는 

특수한 관계

시설장 직원의 상하관계에서 대다수 발생함- -

따돌림 등 직원들 간 관계에서 발생하기도 함-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응실태

그동안의 괴롭힘 발생 

시 대응

대부분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함-

시설장이 심부름시킨 직원을 목격하고 이에 대-

해 직원들이 공동으로 시정 요청함

시설내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시정 요청함-

대응방식의 적절성 

여부

해당 당사자 직원이 직접 나서지 않고 공동으로 -

대응한 것은 낙인방지 차원에서 적절했다고 보( ) 

여졌으나 변화에 한계가 있었음(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목격해도 신고할 곳 -

부재함

지자체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지자체와 시설 장- ( )

의 네트워크가 돈독하여 효과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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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계가 협소하여 신고시 낙인찍히거나 이-

직시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됨

특히 소규모 조직에서 한계가 존재함-

시설장에 대한 평가를 하더라도 법인관계자가 -

대부분 친인척이기 때문에 변화에 한계가 있음

시설장이나 관리자의 인식변화 없이는 문제제기-

를 한 직원들만 피해를 봄

직원 

고충이나 

갈등 

처리방식

직원의 고충이나 

갈등의 상담창구 

존재여부

시설내 고충처리 창구가 부재하거나 있더라도 -

제대로 작동하기 힘든 구조임

소규모 조직이 대다수인 사회복지시설 특성상 -

창구가 있더라도 시설장 또는 아는 사람들끼리 

진행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음

외부에 신뢰할 수 있는 별도의 구제통로가 필요-

함

고충이나 갈등 

상담창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

제대로 고충이나 

갈등처리 방식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이유

공식적 처리절차의 작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소규모 시설의 경우 직원이 고충을 얘기해도 해-

결이 어려움 인사이동 어려움 피해자 가해자간 ( , -

분리 어려움)

소규모 시설의 경우 고충처리 위원회가 조직적-

으로 갖춰져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제대로 기능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방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서 

해야하는 조치나 방안

또한 직장 내 - ,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서울시나 정부 

차원의 정책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

운영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함 지속적인 문- . 

제제기가 있어야 시정이 가능하며 법인이나 시

설에서 경각심을 가짐 법인 책임성 강화를 위한 .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함

지역사회 내 감시하거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

지원체계를 공동으로 구축 운영할 필요가 있음,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강력한 행정규제 재위탁- (

시 패널티 부여 가 필요함)

협회나 지방정부도 여건과 자격상 한계가 있기 -

때문에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음 외부. 

에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 구체 시설 등 외부 

지원체계가 필요함

시설장의 권한 분배가 필요함-

처벌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제도적 대안이 필요함- . 

한계가 있더라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

직장 내 괴롭힘 발생관계를 감안해 시설장에 대-

한 교육이 필요함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보다는 . 

구체적 사례를 통한 교육 시설장간 피어수퍼비, 

전 등 효과적인 방식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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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면접조사 내용2)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 
사회복지시설 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없음 있더라도 취업규칙 개- . 

정을 위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제대로 된 인식이 부재함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취업규칙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 부재함- .

교육이 있더라도 직원 권리보장 차원보다는 사건발생시 시설보호와 대응에 - 

초점이 맞추어 진행됨

저희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런 게 시행됐다는 것 자체. 
를 오늘 알았어요 윗분들은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실무자들은 이것에 대해 공유를 . 
하거나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개정이 되어 가지고 바뀌었다는 건 들었고 그걸 취업규칙에 넣었다라는 것까지는 진행은 
됐는데 직원들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교육 같은 건 없었어요 언제까지 취업규칙에 넣. 
어야 한다는 것만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넣는 데만 좀 급급했지 그것에 대한 설명은 부
족하지 않았나...

사회복지사들이 전반적으로 시설에서 선의를 가지고 뭔가를 할 땐 개인들은 희생을 당연
히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를 계속 갖는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 ,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로서의 권리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고 하거나 그런 것에 . 
대해서 질문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부적절한 사람으로 평가되거나 낙인찍히거나 이래서 
근로기준법이나 취업 규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노동자로서 보장받아야 될 부
분에 있어서도 주장하지 못하고 그냥 눈치만 보고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상태.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업무와 관련 없는 상급자의 사적인 일을 부당하게 요구함 특히 시설장이나  - . 

법인 관계시설 특수 관계자의 요구 공무원의 자녀 자원봉사 부탁 실습청탁, ( , , 

논문대필 등 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무자들은 위계관계 상 들어 )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임

동료들끼리는 없는 자리에서 험담을 하거나 교묘하게 따돌리는 형태로도 직- 

장 내 괴롭힘이 이루어짐

자기가 회의를 간다던가 할 때 밑에 직원을 꼭 데리고 간다든가 시설장 본인이 밥 먹을 
때 간식 먹을 때 직원이 지켜봐야 한다든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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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을 대놓고 하지는 않는데 그런 거죠 이 사람이 느낄 거예요 사람이 눈빛이나 나를 . . . 
싫어하는 에너지는 꼭 말을 하지 않아도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없는 자리. 
에서 그 사람 욕을 막 하기 시작하면 이게 점점 물들어져 버리면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는 공기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높은 분이거나 법인 아는 지인이거나 이런 경우 그럼 직원들은 우리들끼리는 수근수근. 
대도 그런 걸 다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죠 공무원이 본인의 자녀의 자원봉사 . 
시간을 채워달라고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한다든가 되게 많아요.

예전 시설장님도 저한테 논문 써야 되는데 대필을 해 달라 그런 경우 되게 많았어요 강. 
의 나간 것 시험지 채점하라고 시키는 경우도 있었어요 공사를 구분 못하는 그런 관리. 
자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원인❍ 
세대 간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 차이가 커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과 - 

대응방식에 대해 차이가 있음 특히 시설장을 비롯한 관리자 그룹의 세대적 . 

한계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부재함

군대문화에서 비롯된 위계적인 상하관계가 사회복지 조직문화에 영향을 미치- 

고 특히 군대문화를 내면화한 남성들의 경우 이로 인해 피해 경험이 내면화, 

되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되기도 함

패거리 문화 성별 연령 직급 등에 의한 에서 비롯되어 집단에 권력이 생길 - ( , , ) 

경우 집단에 속하지 못한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게 됨

사회복지시설 특성상 종교기반 법인이 다수 존재함 시설장이 종교인이기 때- . 

문에 종교가 우선시 될 수밖에 없어 시설장 업무를 직원들이 분담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함

봉사와 헌신을 강조하는 사회복지 조직문화 특성상 자신의 권리주장을 적극- 

적으로 하기 힘든 분위기가 있음 또한 대다수가 소규모 조직이기 때문에 실. 

제 문제제기를 해도 현실적인 해결대안이 나오기 힘든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희생을 내면화한 사회복지사들의 권리주체로의 인식이 미흡함- 

쉬는 날 회의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체근무를 
최대한 배려하지만 못 드릴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럴 때 오래 있는 직원들은 이, . 
해를 해야지 새로 온 직원들은 그걸 내가 왜 이해하냐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 이러면, 
서 트러블이 생겨서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가 있죠.

사회복지사는 선한 일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살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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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했잖아요 미투가 일어나고 인권 선포 운동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이러는데 그것을 못 .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관리자들이 못 따라가요 인정을 못하고. . .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수평적인 관계인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뭉쳐짐이 힘이 생겨버
리는 거죠 그러면 상급자도 이 힘이 있는 조직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 
스럽게 거기에 비위를 맞추는 것들.

남성들이 억압이 더 심하더라고요 왜냐면 군대 갔다 온 남성들은 까라면 까고 싫은 데 . 
억지로 하는 거가 너무 훈련이 돼서 오다 보니까 싫어도 앞에서는 다 해요 뒤에서 담배 . 
피우면서 욕을 하고 뭐 별소리 다 해도 앞에서는 거의 그냥 저희 시설장들이 소수만 여. . 
자고 나머지 다 남성인데 싫어도 그 남성들은 한 번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더라고요 싫. 
어도 뒤에서 욕을 할지언정 그런데 여성들은 다 표시가 나거든요 얘기도 하고 부당한 . . . . 
것에 대해서. 

종교인들 목사 신부 수녀 스님 등 업무를 할 때 이분들은 원래 종교인이기 때문에 아( , , , ) 
무래도 행정적 역량은 부족하니까 결국에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개 단위 사업을 해야 3~4
될 때 그 분은 개 하고 나머지는 그럼 어쩔 수 없이 다른 직원들이 나눌 때 직원들1~2
이 자꾸 업무가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는다고 계속 느끼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응❍ 
피해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함 대다수가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직장 - .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해도 신고를 할 위원회 자체가 시설장의 영

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대응하기 어려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를 할 경우 낙인이 찍히거나 추후 이직 시 평- 

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

특히 지방의 소규모 시설들은 가족이나 친족이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 문- 

제제기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고충처리 위원회가 있어요 있어도 그 위원회에는 시설장이 너 괜찮겠다 한 사람이 들어( ) . 
올 테고 어떻게 바꿔도 시설장님한테 보고가 오는 것 밖에 없는 거에요 저희가 법인이 ( ) . 
엄청 큰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가 워낙 되게 소규모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도제식인 거예요 완전히 잘못하면 . . . 
거의 뭐 사장되는 무슨 큰 노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억. 
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가 그 안에서 어디다 얘기할 수 있는 데도 없고 얘기를 해도 해
결도 그 사람이 해줘야 되고 행위자가 문제도 일으키는데 행위자가 가해를 하고 있는데 .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이 중간관리자고 이러니까 그냥 욕하면서 채. 
점해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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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복지관이나 대규모 법인 같은 경우에는 고충처리가 체계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으나 
소규모나 지방 시설 은 아들 손자 며느리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고 하( ) , , 
니까 이런 소규모 그룹홈이라든지 양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직장 내 고충 및 갈등 처리방식❍ 
고충처리 창구가 부재하며 특히 소규모 시설이나 생활시설은 고충처리 창구- 

가 거의 부재함

소규모 조직이 대다수인 사회복지시설 특성상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충을 제- 

기한다 하더라도 피해자 가해자 분리나 인사이동 등 현실적 조치가 어렵기 -

때문에 실효성이 없음

고충처리 창구가 있더라도 공식적 처리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시설장- . 

이나 아는 사람들끼리 구제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에는 한계

가 큼 따라서 외부에 신뢰할 수 있는 구체통로나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 

음

저희가 직원이 명밖에 안 돼요 조그마한 시설에서 일을 하는데 대부분 다 그럴 거예10 . 
요 저희 센터가 그나마 공간이 있는 편인데 고충처리 위원회 전혀 없구요 만약에 중간. . 
관리자가 문제가 있으면 중간관리자한테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센터장님한테 말. 
을 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또 중간관리자한테 내려와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너 진짜. “
야 이런 식으로?” . 

저희가 큰 복지관처럼 부서가 많은 것도 아니고 시설장님 국장님 과장 일반 사회복지, , , 
사 끝인데 그걸 갖다가 일 발생했으니 너 부서 바꿔줄게 그러면 갑자기 생활지도사 선생
님을 사무직으로 가랄 수도 없고 그분이 그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관리
인을 하랄 수도 없고 주방 조리사를 시킬 수도 없고. 

시설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외부로 알리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걸 신고. 
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신고할 데가 없어서 구에 했더니 그 구 담당자랑 관장님들이랑 . 
부장님이 이미 너무 각별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이상한 애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고 아
니 그런 문제없었다 실질적으로 확인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화살이 . . 
피해자한테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협회에 그런 기구를 마련해 달라는 요
구가 되게 많았는데 협회라도 해도 그런 법적인 제재 권한이 없어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방안❍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 

처벌 위주의 정책은 한계가 있으므로 예방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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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의무화하되 일방적인 교육보다는 구체적 사례제시 상호 수버비전 , , 

등을 통해 실질적인 습득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 특히 시설장에 대한 교육. 

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운영법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함 직장 내 괴롭힘이 시설 내 발생할 경우 - . 

재 위탁 시 패널티 부여 등 행정규제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법인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원책 제시가 병행되어야 함

지역사회 내에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을 함께 감시하거나 모니터링 할 - 

수 있는 공동 대응체계 지원체계 를 구축 운영해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 ) , 

음

협회나 지자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제가 어려움 외부에 신뢰- . 

할 수 있는 독립된 지원체계가 필요함

법을 처벌을 굉장히 강화해서 이것 한 번이라도 걸리면 완전 끝나겠구나 싶을 정도로 강
화해야 돼요 그래야지 시도를 안 하거든요. .

처벌은 다 한계가 너무 많아요 그걸 고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너. . 
무 시설이 강력하게 처벌받는 부분도 사실은 그래서 좀 저는 예방적 차원에 훨씬 더 많. 
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포스터도 발행해서 뿌리고 매뉴얼도 개발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구조를 가져주면 법인에다가 또 지자체마다 자치구 단위로 내려가면 .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민단체들은 상대적으로 사회복지계보다는 좀 더 진보적. 
인 부분이 있으니 그런 자원들이 지역 안에서 공동의 기구로 작동할 수 있게 그런 게 생
겨나면 어떨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구제 절차라든지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시설 안에서는 
규모가 작아서 못한다고 하면 다른 창구를 외부에다가 마련을 해주고 개인들이 거기다가 
요청을 할 수 있고 거기서 구제받을 수 있다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 주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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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면접조사2. 

참석대상 및 요약1) 

심층면접조사 참석대상❍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아동 양육시설 장애인 이용시설 노인 생활- , , , , 

시설의 시설장 명이 참석하여 진행5

표 시설장 요약< 5-3> FGI

영역 질문 주요 응답내용

직장 내 

괴롭힘

과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인식이 시설에 

제대로 있는지

기본적인 내용들은 인식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 -

공지도 하였음

관련 내용 회람하여 직원들이 공유하였음-

관련 교육 여부 관련 . 

취업규칙이 제정되고 

직원들에게 

설명되었는지 여부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게시-

하였음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다면 이유

시설 환경이 법에 맞춰서 운영할 여건이 되지 -

못하는데 직원들이 적법절차를 요구하면 이를 

수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이로 인해 시설차. 

원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못할 수 있음

종사자 본인이 본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

생각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음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정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됨-

인력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예전에는 묵인되- , 

었던 것들이 시대 세대 변화에 따른 인식차이로 ( )

괴롭힘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봄

시설장이 괴롭힘 의도가 없었는데도 듣는 입장- ( )

에서는 괴롭힘으로 볼 수 있어 한편으로는 악용

에 대한 우려가 있음 직원이 시설장 등을 무고. (

로 고발함)

괴롭힘의 영향 이직률이 높아지고 업무성과가 떨어짐-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유형 형태 내용( , )

특히- ,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원을 무시함-

직무능력이 부족한 직원에게 일을 주지 않거나 -

따돌려서 퇴직을 유도함

시설장이 외부에서 보이는 모습과 시설 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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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특별한 

유형 형태 내용 의 ( , )

괴롭힘

서 보이는 모습이 다름

소규모 시설의 경우 열악하기 때문에 괴롭힘 문-

제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의 

원인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원인

특히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원인

시설장이 겪는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직원들에-

게 품

시설장의 권위주의적 인식이 원인이라고 보며- , 

시설규모나 관리자의 마인드 성향에 따라 괴롭, 

힘의 유형과 강도가 달라짐

보조금 지원체제상 인건비가 제한되어 있음 시- . 

설 입장에서 내보내야 하는 직원이 생기고 이 

때문에 시설에서 누군가 악역 괴롭힘 을 맡게 됨( )

예산 부족으로 인해 계약직으로 직원을 채용하-

게 됨 업무관계 내에서 계약직과 정규직 간의 . 

갈등이 발생하기 쉬움

세대간의 인식 차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관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관계 특히. , 

사회복지시설에서 

괴롭힘이 발생하는 

특수한 관계

건강하지 못한 조직문화에서 발생함-

예전에 했던 관행들 경력 낮은 사람에게 일을 - (

많이 주고 허드렛일을 시킴 을 잘못된 것으로 , )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도 지속하는데서 비롯

사회복지계의 특성이라기보다 우리 사회의 전반-

적인 위계적 문화에서 비롯된다고 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응실

태

그동안의 괴롭힘 발생 

시 대응

시설장으로서 위로나 상담에 응함 더 이상 할 - . 

수 있는 것이 없음

대응방식의 적절성 여부 적절하지는 않으나 별다른 방법이 부재함-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피해자 가해자를 분리시켜야 하는데 소규모이기 - -

때문에 시설에 분리할 공간이 없음

직원 

고충이

나 갈등 

처리방

식

직원의 고충이나 갈등의 

상담창구 존재여부

노조는 거의 활성화되지 못함-

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 대규모 복지관 등은 잘 -

구성되어 있음

고충이나 갈등이 

상담창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

사회복지시설 대다수는 고충처리위원에서 맡고 -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는 않음

소규모 시설은 시설내부가 아니라 법인에서 구-

조를 만들어서 중재해야 하는 상황임

노조가 존재하기도 하나 노조역할이 크지 않고 -

노사협의회가 분기마다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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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고충이나 

갈등처리 방식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이유

사소한 것이라서 공식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없-

음 시설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유형의 문제. 

들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방

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서 해야 

하는 조치나 방안

또한 직장 내 - ,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서울시나 정부 차원의 

정책

업무 프로세스 변화 전자결재 도입 팀별로 사- : , 

무실 분리 등을 통해 권한이 집중되는 상황을 

견제하도록 함

상시적인 예방체제 구축 문제가 발생 시 당사- : 

자들끼리 해결이 안되면 바로 윗선이나 시설장

에게 연락해서 관여하도록 해야 함

교육 및 워크숍 실시 직장 내 괴롭힘 구제와 - : 

방지를 위한 실질적 프로세스를 만들어 갈 것인

지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는 교육이나 워크숍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정기적인 점검 실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 :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점검하는 기회가 시설내 

마련되어야 함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매뉴얼 필요 직장 내 괴- : 

롭힘 방지와 예방을 위해 시설장이 점검해야 할 

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해주어야 함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긍정적인 사례들을 발- : 

굴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리를 포함해 ,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

설을 모델로 제시하여 확산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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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면접조사 내용2)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제도에 대한 이해❍ 
기본적 내용에 대해 시설장으로서 파악하고 있으며 시설 내 공지 회람을 실- , 

시하고 있어 어느 정도 제도에 대한 이해가 된 것으로 파악됨 

취업규칙에도 반영하였고 직원들에게 이를 게시하고 있음- 

시설에 따라 인사관리와 관련 없는 부서의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이해도가 떨- 

어질 수 있음 또한 시설 여건상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직장 내 괴롭. 

힘 방지가 포함된 취업규칙 공개에 시설이 소극적일 수 있음

직장 내 괴롭힘은 이 해야하는 교육 필수교육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는 전체적으로 ( ) , 
교육을 다 했죠 물론 취업규칙에도 반영하면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했고 별. 
도로 교육을 실시하고.

일반적으로 취업 규칙을 최고 중간관리자나 기획팀이나 총무팀에서 주로 관장하기 때문, 
에 다른 부서나 팀에서는 모르는 경우들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규칙을 법에 맞게 해 놓잖아요 해 놓으면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법에 맞춰서 다 실천할 .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법에 맞게끔 우리에게 해달라 그. 
러면 시설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굳이 막 공개를 적극적. ...
으로 알려주는 것은 좀 꺼릴 수 있지 않을까...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 
사회복지 분야 직장 내 괴롭힘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추측됨 괴롭힘 - . 

발생할 경우 시설 내 직원들의 업무성과가 저하되고 이직률이 높음

지도감독을 받는 시설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적을 것으로 보이나 그- 

렇지 않은 시설들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많을 것으로 봄

예전에는 괴롭힘으로 인지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시대 세대 변화에 따른 인- ( ) 

식 차이로 인해 괴롭힘으로 인지될 수 있음 한편으로는 악용될 소지도 있어 . 

시설장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음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시설은 직원의 이직률이 많아졌다고 하는 건 직원들이 그 업( ) 
무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일 거고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되게 불안한 요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도점검을 받는 시설들은 그래도 조심스러워하는데 그렇지 않은 쪽들은 이야기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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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들려오는 걸 볼 때 지도점검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은 유관 단체나 시설들끼리 서로 ...( )
네트워크나 연계가 잘 되다 보니까 서로 서로의 속사정을 어느 정도 아는데 지도점검을 (
받지 않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알음알음 이야기가 전해 오는 것을 볼 때는 그쪽이 더 많)
지 않은가

생활시설은 그런 것들을 감내하고 감수하고 과거에는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지. 
금은 바로 칼 퇴근 다 하시더라고요 종사자들 보니까 지금은 아무리 직원이 적어도 근, . , 
로기준법에 의해서 다 챙겨줘야 해요 휴가 가라고 그런데 시설장은 주 시간 주 . . 80 , 100
시간을 일하거든요 근무시간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직원을 챙겨주다 보니. . 
까 직원 달랑 두 명이서 근무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활시설에서 그런 직장 내 괴롭힘 . . 
같은 갈등이 많이 생길 걸로 봐요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시설장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업무관계에서 - . 

배제하거나 언어적인 괴롭힘을 하는 경우 등이 있음

소규모 시설의 경우 노동환경이나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괴롭힘의 문- 

제가 더 발생할 소지가 있음

본인을 그냥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설장이 모든 업무에 . 
중간관리자를 두고 직원하고만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굉장히 업
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인 것 같고 중략 그 정도 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 ) 
당이 되는게 아닌가 우려가 많이 되고 있고. 

어떤 시설장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이고 자기 말을 안 듣고 또 일을 잘 안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 한대요 불러서 어디 좋은 자리 알아보나 봐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 “ ?” 
다고 중략 자기가 지시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을 때 직원에게 말 잘 듣게 하는 방법이라. ( ) 
고.

소규모 시설에서는 집단 따돌림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직원이 일을 . 
못하면 작은 조직에서는 다른 사람이 업무를 떠안잖아요 결국은 이 친구가 미운 거죠( ) . . 
그러다 보면 업무 내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원인❍ 
시설장의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이나 마인드를 주요 원인으로 봄 시설장의 스- . 

트레스가 직원들에게 폭력적 방식으로 답습되는 것이 사회복지 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한 발생 원인임

소규모 시설이 많다 보니 상식적으로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직무능- 

력이 부족한 직원이 있는 경우 다른 직원이 업무를 부가적으로 하게 되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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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내 괴롭힘이 발생함

경력이 낮거나 연령이 어린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부가적인 일이나 허- 

드렛일이 강제로 부여됨 이러한 업무 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우리나. 

라의 조직 문화가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으로 사료 됨

봉사와 헌신을 요구하는 전통적인 사회복지 조직문화에 익숙한 시설장 혹은 - 

관리자들과 권리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원들 간의 조직문화 이해에 대한 

온도 차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함

시설장이 종사자한테 대하는 태도라든지 자세라든지 이게 아직도 권위주의적이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것이다 그 안에서 저도 실무자로 있었기 때. 
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시설장이 되어보니까 시설장이 나름대로 고충도 많았겠구나 작은 시설 이렇게 운영하는 . 
것도 힘든데 그분의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았겠구나 그 스트레스를 우리들한테 푸는 . 
경향이 많았겠구나 싶고

경력이 더 있다고 경력이 낮은 사람들에게 허드렛일들을 많이 시킨다거나 하는 거죠 자. 
기는 앉아서 행정만 보고 아이들 안 보고 뭐 가져오는 것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계
속 그러니까 결국 경력이 어리다고 같은 나이라도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 
저희가 또 보니까 기록이라든가 어디 교육 갔다 오면 교육결과보고서 회의하면 회의록, 
을 항상 막내가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돌아가면서 쓰게끔 시스템을 잡아놨는. 
데 그처럼 막내에게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부차적인 거라든가 허드렛일들이 아래 직원
들 경력이 낮은 사람들에게 많이 몰리게 되니까 관리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 
인식하지 못하고 민감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 왔고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나오게 되고 그
런 것들이 나름대로 아마 직장 내 괴롭힘의 한 형태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죠.

기존에는 사회복지를 어떤 봉사라든가 헌신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해 왔는데 지금은 , 
시간을 따진다든가 자기의 어떤 권리를 따진다는 것들에 대해서 관리자들이 좀 불편함( ) 
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 때는 배제를 시킨다든가 정말 마음에 . 
맞는 친구들과만 일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서 괴롭힘이 발생하는 
건 아닌가.

년대 초만 하더라도 제가 여성 관장님들을 본 적이 없어요 다 남성들이었기 때문에 90 . 
다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 그것이 . . 
어느 순간부터 변하는 걸 깨닫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시대를 경험해 온 시설장들이고 . 
그리고 여전히 그 시각으로 아래 직원을 바라봐요 그런데 새롭게 등장하는 젊은 사람들. 
은 지금의 삶이 희생적이기 보다는 내가 급여를 받는 직업인으로서의 구분이 확실하다. 
시설장들은 우리는 허드렛일을 다 했던 사람들인데 너희들은 왜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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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뭔가 미워 그러면 이걸 교묘하게 작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직원들이 느끼는 , 
직장의 괴롭힘일 수도 있고 시설장들 입장에서는 그건 괴롭힘이 아니라 교육이라고 하는 
서로 간의 착각들 이런 걸로 인해서 괴롭힘의 인식이나 강도가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응❍ 
시설 외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인지를 했어도 타 조직이기 - ,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음 위로나 상담 등 정서적 지지 이외에는 대응. 

할 수 있는 것이 없음

시설 내에서 발생할 경우 인사이동 등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거나 - 

업무를 재배치해야 하는데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특성상 현실적인 대응이 어

려움

그냥 제가 마음의 위로를 들어주는 것 공감해주고 그런 것에 있어서 방법이 있다고 하... , 
면 그 윗선이나 이런 분들한테 혹시 상담 요청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한 번 생각해 보지 
않겠냐고 얘기하는 정도지 제가 더 해줄 수 있는 건 없겠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고충을 토로하는데 시설장한테는 얘기하지 말래요 저한테는 계속 얘기하는. 
데 직원이 시설을 폐쇄하면 폐쇄했지 자기는 직장을 잃어버려도 좋다는 마음을 가지고 . 
민원을 넣겠다 본인이 수집을 해놨더라고요 벌써 저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인사이동을 . , .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동할 수 있는 적절한 사람이 없어서 고민이 진짜 컸어요 결국 . ( ) . 
시설장이 다른 사람 오는 것보다는 그대로 안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직접 가서 상담하. 
고 개입하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던 부분이고요. 

직장 내 고충 및 갈등 처리방식❍ 
고충처리위원회 구조를 통해 직원 고충이나 갈등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고- . 

충처리 안건은 주로 복리후생이나 제도개선과 관련된 것이며 직장 내 괴롭, 

힘 등 직원 인권과 관련된 안건은 아직 상정된 적은 없음

사회복지 조직 특성상 회의나 면담 수퍼비전 등을 통해 직원 고충이 처리되- , 

고 있음

노사협의회가 분기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설 내 인권 문제나 - 

직원 복리후생 고충처리 기능이 작동하고 있음, 

저희는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어요 사회복지시설들은 고충처리위원회를 세팅을 해놨기 때. ( )
문에 별도의 상담창구는 거기에서 맡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충이 거의 올라오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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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그전에 팀 간의 조정이나 회의를 통해서 의견들이 수렴된다거나 수퍼비전 형태로 
해소되는 경우들이 좀 있고 고충처리 안건을 꼭 다룬다면 제도적인 것 복리와 관련된 . , 
것들 당직의 시간을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토요 근무를 조정한다든가 운전을 맡고 있는 . 
직원들의 부담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고 아마 괴롭힘과 관련된 고충처리위원회는 여
태껏 열려 본 적은 없어요.

노사협의회가 분기마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시설 내 인권문제나 기타 이런 것들을 노력. 
하고 있고 본인들 스스로도 노력하고 있는 중이시기 때문에 본인들의 복리후생에 관여... 
된 부분에 있어서는 칼같이 들어오십니다.

법인 내 다른 시설을 보니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더라구요 시설장은 빠져요 부장하고 과. . 
장급하고 종사자 대표가 직원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고충이 있으면 분류를 하는 거죠. 
이게 개인적 갈등 문제인지 아니면 협력해서 일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잘못된 협력 사례
라든지 이런 걸 고충처리에 올리면 위원회에서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 
그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건은 자문위원이 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조직은 이렇게 
하라고 해주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방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과 관련된 매뉴얼 제작이 필요함 특히 시설장- . 

들이 해야 할 교육이나 주의 조치사항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나 안내가 마련

되어야 함

단순히 매뉴얼 제작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급 확산 - , 

방법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음 캠페인이나 워크숍 등을 통해 실질적인 조. 

직 내 대안을 구축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해야 함

시설 내 실질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합리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전- . 

자결재 도입하여 업무 효율성과 함께 언어적 폭력발생 우려를 예방하고 팀별

로 사무실을 분리하여 권한을 분산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잘 처리된 사례나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한 사례- 

를 발굴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음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해 직원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처우 및 근로조건 - 

개선 등의 구조적 변화가 근본적으로 필요함

사무실에서 결재를 받는데 아주 모멸감을 당할 정도로 혼이 나거나 이런 것들이 우려가 
돼서 전자결재를 일찍 도입했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관리자들이 자기가 감정이 안 좋을 . ( ) 
때나 기분이 나쁠 때는 더 야단친다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전자결재로 바꾸니 합리적이 
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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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초기여서 그렇겠지만 여지껏 병리적인 관점에서 문제 중심으로 자꾸 이러한 사례들
을 언급하는데 강점관점을 항상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 이, 
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아직 초기니까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긍정적. 
인 조직문화를 지원한다든가 확산하는 것에 대해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매뉴얼이 나오고 아마 실제 프로세스가 나오지 않을
까 싶은데 실질적으로 만들어져도 활용이라든가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하고 그냥 
게시해 두라니까 그 정도로만 나오지 활용은 잘 안 되니까 짧은 캠페인 문구라든가 이. 
런 것들을 하나씩만 게시하든가 캠페인만 해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
다.

시설장들에게 너무 과중한 책임을 두는데 직원 간에 문제가 생겼어도 다 연대 책임을 져
야 되는 문제가 시설장에게 결국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시설장들이 . 
그날그날 최소한 돌아가면서 점검해야 될 일들 이런 실질적인 팁을 시설장들에게 알려 
줄 필요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교육이나 주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들을 명확히 알려 줄 .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시설장 들이 시나 구 관계시설에 계속 말하는 게 법을 지키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 ) , 
만들어 달라 지금 노동법 우리가 못 지키고 있잖아요 직장 내 괴롭힘 직원들은 머릿속. . , 
에 그 노동법이 다 들어가 있는데 왜 그걸 지킬 수 있게끔 근무조건을 만들어주지 않느
냐 이것은 정부 지원이 돼야 되는 건데 정부 지원이 안 되니까 결국 괴롭힘이 될 수 있. 
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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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 면접조사 3. 

참석대상 및 요약1) 

심층면접조사 참석대상❍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 서울복지시민연대 관계자 사회복지노조 활동가- , , , 

갑질 사회복지 상담 노무사 등 명이 참석하여 진행119 4

표 활동가 요약< 5-4> FGI

영역 질문 주요 응답내용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

직장 내 괴롭힘  

인식 정도

최근 매스컴 보도 등을 통해 이해하고 있지만 진정성 - , 

있는 이해가 없음 시설차원에서의 인식은 거의 없는 . 

상태임

직원들이 다양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이나 유형을 -

알지 못하고 단지 조심해야지 라는 정도만 생각, 

직장 내 괴롭힘 

교육

취업규칙 제정과 -

직원 교육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임 노조 차원에서 - . 

찾아가는 교육신청 받았는데 단 개 시설만 신청함2

법 시행정도는 인식하고 있으나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 , 

기존의 규칙이나 규정을 수정하고 신고해야 하지만, 

하지 않은 시설이 다수 존재함

인식이 낮은 원인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인식이 낮음 명확한 괴롭- . 

힘은 알고 있지만 애매한 것은 괴롭힘 범주인지에 대

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노조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조직이 없는 -

것이 문제임

직장 내 

괴롭힘 

실태

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정도

직장갑질 상담은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분야를 별- 119

도로 분류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분야는 별도의 상담창

구를 만들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 접수사례가 상당히 

많은 편임

직장 내 괴롭힘의 

영향

괴롭힘을 경험하면 업무 인간관계 모두 신뢰관계에 - , 

문제가 생기고 평판에 영향을 미쳐 피해자에게 큰 트

라우마가 발생함 더욱이 직장 내에 소문 때문에 이, 

중 삼중고를 겪게 됨 , 

직장 내 

괴롭힘 

유형

괴롭힘의 주요 

유형 형태 내용( , )

특히- ,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유형

종교 강요가 가장 많음 예전에는 노골적이었지만 요- . 

즘은 교묘하게 요구하는 방식임

종교나 후원은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바뀜 선택을 가- . 

장한 사실상 강요를 하는 분위기를 조성함

재단 적립금 형성을 위해 바자회를 강요당함 위탁을 - (

받기 위한 적립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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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가 대학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기 일을 직원-

들에게 전가함

시설장이 중간관리자를 통해 당사자를 괴롭히도록 하-

는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함

채용과 관련된 폭언과 하대가 많음-

결재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직원 간 관계가 -

좋지 않을 때 결제를 계속 반려하는 등의 방식으로 괴

롭힘

팀장이 특정 지원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다른 직원- , 

들과 다르게 일일보고 일지 같은 것을 퇴근 전에 보, 

고하도록 함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의 

원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원인

특히- ,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원인

사회복지시설 채용비리가 많음 채용이 주먹구구식으- . 

로 이루어지고 있음 노조를 만들어도 친인척 직원들. 

이 많아 제대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임 친. 

인척 채용관행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해도 대응할 수 없

는 원인이 되고 있음 

사회복지가 전통적으로 희생 봉사정신을 강조해 옴- , . 

이에 사회복지사들이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이 미흡하여 

자신의 권리주장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움

상급자들의 권한 집중으로 인해 시설이 비민주적으로 -

운영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요원함

시설장에게 법인과 관할 자치구 공무원이 갑이기 때-

문에 시설장에게 직원은 고려대상이 아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관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관계

특히- ,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관계

상급자 하급자 관계가 많음 - -

직원들 간에도 따돌림 등 발생함-

대학선후배 관계도 있음 공사가 구분이 명확하지 않- . 

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함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응실태

괴롭힘 발생시 

대응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평판이나 직장 내 불리한 처우-

를 경험했기 때문에 참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많음.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징계위원회가 -

열린 뒤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남 피해자가 정상적인 . 

근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쫓겨난 사람 이‘ ’

라는 낙인이 찍힘

지자체에 신고를 했는데 공무원이 시설장에게 잘해보-

라고 회신이 옴

대응방식의 

적절성

처리과정에서 사실 확인서나 진술서를 다른 직원들이 -

써 주는데 오도나 호도를 해서 신고자를 나쁜 사람을 

만들어 버림 피해자는 오히려 징계위원회에서 이런 . 

배신감 등이 생겨서 더욱 고통을 받기도 함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사건이 방치되거나 미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

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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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기구가 아니라면 대부분 시설장의 마인드에 -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짐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굳. 

이 신고 조치할 이유가 없음

직원 

고충이나 

갈등 

처리방식

직원의 고충이나 

갈등의 상담창구

노사협의회가 일부 구성되어 있으며 노조는 거의 없-

음 인 이상 사업장만 노사협의회를 두도록 해서 거. 30

기에만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을 뿐임

소규모시설은 아예 상담창구가 부재하여 직원들의 이-

직 요인으로 작용함

시설 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 이용자들의 고충을 위한 -

것이어서 이용자와 직원의 문제가 발생하면 직원이 무

조건 참아야 함 직원고충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함. 

고충이나 갈등이 

상담창구 작동 

여부

건강하지 못한 조직문화를 가진 시설에서 주로 직장 -

내 괴롭힘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담창구 등의 작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고충접수는 하는데 문제 해결보다는 제보자를 색출하-

기 위해 노력하고 무마하거나 위계로 억압하려는 분, 

위기가 있음

직원이 상급자에게 고충을 얘기하면 다시 상급자가 -

문제가 있었던 팀장에게 이야기하는 구조임 

피해자 가해자 분리가 필요한데 소규모 시설 여건상 - -

실제로 분리가 불가능함

고충이나 

갈등처리 방식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이유

이직시 부정적 평판에 대한 두려움이 큼 취업시 전력- . 

을 조회하거나 시설장간 블랙리스트 명단을 공유함. 

인사권이 상급자에게 있어 승진시 불이익이 우려되어 -

신고하지 못함

고충을 이야기 했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

니고 오히려 피해자가 더 피해를 받는 등 결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 하지 않음

퇴사 결정을 하고 고발해야 하는 방식임-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 우려되어 하지 못함-

명백한 좋은 처리 사례들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공

식적인 처리절차를 할 수 있는데 경험이 없음 학습효(

과가 필요함)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방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조치방안

또한 직장 내 - ,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서울시나 정부 

괴롭힘 금지법 교육을 의무해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 . 

괴롭힘을 받았을 때 올바르게 해결된 사례들을 찾아서 

제시할 필요가 있음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야 함-

대표적인 사례를 찾아서 사례집을 배포함-

시에서는 시설에 공식적으로 하달하는 것이 효과적임-

형식적으로라도 절차를 갖추고 취업규칙을 만들도록 (

지도 감독해서 확인하도록 해야 함 공문이 가장 효). 

과적임 인 이하의 작은 시설도 할 수 있도록 방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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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면접조사 내용2)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제도에 대한 이해❍ 
- 사회복지시설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지는 거의 없는 상태 특. 

히 괴롭힘의 개념이나 유형에 대한 인지가 이루어지지 못함 , 
-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에도 개정 취업규칙 ,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였음.

성희롱은 의무교육이지만 이거는 의무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식도 낮고 괴롭힘에 .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에요. 

직장 내 괴롭힘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그냥 하나의 법 시행, 
됐으니까 우리도 그냥 조심해야지 이 정도 인식인 거 같아서. 

일단 법 시행된 이후 취업규칙과 관련되어서 노동부에서 어떤 감독을 한다거나 했던 적
이 한번도 없어요 모범취업규칙 매뉴얼 같은 거는 뿌리기는 했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 
나 이런 게 있다는 걸 아는 거지 대부분 소규모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모를 가능성이 , 
높죠.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 
- 사회복지 분야 괴롭힘 상담건수가 많아 별도의 상담창구를 만들 정도임
- 종사자들은 괴롭힘으로 인해 업무 인간관계 평판에 모두 문제가 생기는 삼, , 

중고를 겪고 있음

차원의 정책

을 정해서 시 방침으로 하도록 해야 할 것임 

인 이상은 시설장에게 신고해도 구제절차가 실질적-10

으로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의 조사와 관리감독 

센터가 필요함

서울시의 근로감독 조직에서 기획사업 등을 통해 사-

회복지시설 취업규칙 정비 교육 등 실시 필요함, . 

괴롭힘의 유형 법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 , 

어야 함 시설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들에게 개별적인 . 

메일 발송 등이 필요함

모범 취업규칙에 신고담당자 조사위원회 등이 포함되- , 

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실효성 미흡함 생활임. 

금조례처럼 시와 근로 계약관계를 맺은 시설에 대해서 

이러한 조치를 의무화 해야 함 별도 조례보다는 노동(

인권 관련 조례에 담는 개정을 하는 것이 효과적임)

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서 종사자 내부에서 변화-

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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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사회복지 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주로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119 . 
직종을 따로 뽑아서 직종별 모임을 운영하는데 사회복지 가 이상하게 따로 특별히 홍119
보를 하지 않는데 꾸준히 가입자가 있어요 정말 홍보 안하거든요. .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고성이 아니더라도 업무에서 소외시킨다던지 불필요한 . 
것들에 대해 요구함에 의해서 업무를 하던지 인간관계에서 신뢰가 없다든지 평판이나 인
상만 줘도 부하직원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서 굉장히 스스로를 괴롭게 한
다라고 그리고 그게 금방 직장 내에서 소문이 돌고 그러다보니까 상급자뿐만 아니라 자, 
기보다 늦게 들어온 부하직원들도 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맞지 않는 그런 것들로 
보게 됨으로 인해서 이중삼중고를 겪게 되요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 종교와 후원의 경우는 선택권을 주지만 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교묘해짐
- 사회복지시설은 폐쇄성이 강해서 괴롭힘이 외부에 알려지기 어렵고 노동자, 

로서의 정체성이 미흡하여 자기 권리주장이나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
은 분위기임

- 사회복지사의 선후배 관계나 결재과정에서 괴롭힘이 상당수 발생함

종교라던가 후원도 아까 교묘하게 지능적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린 게 선택권을 주는 
척해요 우리 시설에서 어쨌든 종교 법인이니까 행사를 할 건데 직원들이 올 수 도 있고 . 
안 올 수도 있다 너에게 선택권을 줄게 다만 이 직원이 오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거같. . 
은 분위기가 조장되는거죠. 

결제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거 같구요 예를 들어 휴가를 쓸 때 원래 휴가는 매년 . 
가는 거잖아요 당연히 승인해주고 어디 가는지 묻는다던가 그게 관계가 좋을 때는 상관. 
없는데 관계도 안 좋은데 왜 물어봐 대답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것까지 직원들은 . 
긴장되고 결재를 계속 반려한다거나 꼬투리 잡기 나름이거든요. 

업무시간에 자기 대학원 과제를 하기 위해서 자기 업무를 팀원에게 다 전가하는 경우는 
있죠 업무시간에 팀장 자리가 보통 출입문하고 먼 자리잖아요 거기서 그냥 과제하고 . . 

팀장이 팀원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맘에 안 드는 거에요 맘에 안드니까 팀장이 어떤 입. 
맛 앞에 기호에 따라서 이 사람의 업무능력을 판단하고서는 추가적인 다른 직원들하고는 
구별되는 예를 들어 너는 일일보고를 하라고 지시를 한다든지 일기 같은 걸 써서 매일 , 
퇴근 전 제출하라 뭐 이런 팀장도 있어요 중략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낙인이 ( ). 
찍히는 거에요. 

사회복지계가 학연으로 사실관계가 끈끈하게 묶여있고 다른 직역이 많이 없고 대부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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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지사들 중심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문화가 일단 첫번째 요인이라 생각이 되
고 다른 직역보다는 폐쇄성이 강한 거죠 외부로 알려질 가능성도 적고. . .

선배들은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위해 조금 더 노력하자고 하는데 이게 갑질이되고 폭행이
되고 강요가 되는 것이냐면서 어설프게 막 프레임을 짜 맞춰버리고 실제로는 공과 사가 . 
엄연히 다른 것이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과 이런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다른 식으로 발현
을 하는 것처럼 매도해버린다는 것이죠. 

직장 내 괴롭힘 발생원인❍ 
- 직원채용이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이 시설운영을 장악하고 있, 

어서 대응하기 어려움 또한 민간위탁으로 인해 공무원에 의한 괴롭힘이 발. , 
생하기도 하고 법인 이사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짐, 

- 전통적으로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을 강요하는 사회복지 시설 특유의 문화에서 
비롯됨

사회복지시설이 좀 채용비리가 많은 거 같아요 사무국장을 자기 조카로 채용하면 그러. 
면 신고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지니까 고충을 이야기 할 수 있는 통로가 그리고 얘기한. 
다고 해도 지들이 지들끼리 다 해 먹는 거니까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고 그 사람만 없
어지는게 그 시설에 평화로운 거니까 그렇게 채용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도 되는 그런 
문제도 문제를 곪게 하는데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 같아요 

한국 사회복지가 희생이라던가 헌신 이런 것들을 강요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채용. 
비리 라던지 시설장의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더라도 어떤 복지관이나 시설은 이용자
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고충이라던지 직원들이 당하는 괴롭힘은 굉장
히 부수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처리되는 곳이 많은 거 같아요.

시설장에게 법인 이사장이 완전 갑이죠 임명권이 자기에게 법인 이사장에게 있기 때문. 
에 그렇기 때문에 시설장에게 자기 직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중략 그니까 ( ). 
시설장들은 이사장에게 포커싱이 되있고 위탁 주는 관청에 포커싱이 되있죠 나머지 직, . 
원들은 잘할 이유가 없죠 

매우 안 좋은 악질적인 사례 중에는 동원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약속을 잡아놓고 . 
어느 술집 어느 노래방 잡아놓고 거기서 같이 만나는 거죠 그런 건 최근에도 있었어요. . 
공무원하고 같이 만나는 거죠 그게 일종에 직원을 접대부처럼 쓰는 거에요. .

제가 경험한 거는 구청의 공무원이 담당과에서 술을 사주는 거에요 우리한테 술을 사주. 
는데 여자직원한테 성희롱을 방불케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소문이 자자한게 저 구청의 
과장은 술 먹으면 개가 된다 그러니 적당히 밥만 먹고 도망가자 중략 술값은 구청에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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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과장님 잘먹었습니다 하는 건데 거기서 시설의 장이나 사무국장이 평등한 관계에 
기반한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서 굽신거린다든지 과장님 덕분에 우리 복지관 잘 
굴러갑니다라는 멘트를 던진다던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응❍ 
- 피해자는 참는다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많음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면 정상. 

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사람이 됨 처리 과정에서 배신감 등 상처를 받음. 
- 적절히 처리된 사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대응을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강함

사회복지계 안에 평판이나 직장생활 안에서의 불리한 처우 그런 것들을 뻔히 예상이 되
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냥 순응하고 아니면 정 못 견디면 본인이 알아서 
퇴사를 선택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요

사건이 미온적으로 조사를 한다거나 그 사람을 그냥 조직 내의 부적응자 이상한 사람으, 
로 낙인 찍고 불이익을 가하니 좋은 케이스가 있어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다른 조직에서 
그런다할지라도 우리 조직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내가 나서서 한다면 정말 인
사상 여러 조직 관계상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굳이 나서서 정 맞을 필요는 없다고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신고하거나 문제제기를 했을 때 올바르게 해결
된 사례를 현장에서 잘 모르는 거 잖아요. 

직장 내 고충 및 갈등 처리방식❍ 
- 직원 고충이나 갈등의 상담창구는 종사자 인 이상만 노사협의회에 두고 30

있고 소규모 시설은 없는 상태임 시설 차원의 고충처리위원회는 이용자를 , . 
위한 것이지 종사자를 위한 것이 아님

- 직원 고충이나 갈등처리 기구는 직장 내 위계관계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제보자 색출에 초점을 두고 있음, 

- 평판과 내부 승진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충이나 갈등을 표출하지 못함

인 이상 사업장 이제 노사협의회 설치가 의무니까 노사협의회 내에 고충처리위원회를 30
둬서 중략 그렇지 않은 시설들을 보면 아예 노사협의회 내에 고충처리위원회 말고 시설( ) 
전체위원회의 고충처리 위원회 요런데다가 직원들의 고충을 얘기하라 이런 주문이 있는
데 사실 시설의 고충처리위원회는 가장 이제 주 목적은 이용자들의 고충이거든요 중략( ). 
직원이 무조건 참는 직원이 시설의 위신을 위해 무마하는 그런 방향으로 처리될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직원들의 고충이 제대로 접수가 안 된거 같구요. 

팀원이 팀장과의 분리라던가 팀장의 잘못된 행위를 그 위의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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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고를 했을 때 피해직원의 기대와는 달리 그 위의 상급자는 다. 
시 팀장에게 가서 네 밑의 직원이 네가 이렇다고 하더라 너 어떻게 할거냐라고 하니까 
또 차 적인 괴롭힘을 오히려 받는거죠2 .

고충에 대해서 접수는 하는데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한 대요 누가 그러니까 . 
제보자들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누가 이런 어떤 내부의 아니면 
외부의 그런 거에 관심을 쏟고 그 사람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다. 

실제로 취업할 때 전력 조회하거나 중략 이제 시설장 카톡방에서 소위 블랙리스트 명단( ) 
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구요 예를 들어 시설에 문제제기를 정당하게 했다던지 어쨌든 시. 
설장한테 불편한 인간들에 대한 명단들이 시설장 카톡방에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구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방안❍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올바르게 처리된 사례를 발굴하, 

여 전파 필요 종사자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며 사회복지사들에게 괴롭힘. , 
의 유형과 조치를 충분히 숙지시켜야 함

- 시에서 공식적으로 취업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하고 관리 감독하겠다는 공문, 
발송 및 조치가 필요함

시에서는 시설에 이런 걸 공문으로 하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구요 어쨌든 형식적으. 
로라도 절차를 갖추도록 이것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도록 그리고 지도감독을 통해서 , , 
확인하고 정확하게 보는 거죠 이런 방법이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것이 주입되고 그러고 . 
나서 협회에서 보수교육을 할 때 교육을 통해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신고하거나 문제제기를 했을 때 올바르게 해결
된 사례를 현장에서 잘 모르는 거 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괴롭힘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 
얼마나 심각한지를 조사하는 단계지만 실제로 해결되고 내가 참거나 퇴사하지 않고서도 
방법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 사회복지과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 시장 방침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런 문제. 
가 없도록 조치합니다 이걸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집어 넣는다라고 방침 결정을 하고 그, 
걸 인이하든 인이하든 다 포함한다고 하면 법은 인 이하가 아니지만 시 방침으로5 10 10
는 인이하까지 다 할수 있죠 10

서울시는 인권센터뿐만 아니라 일종의 근로감독관 역할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아예 기획사업으로 서울시 위탁관계를 맺고 있는 시설들의 취업. 
규칙을 정비한다던가 괴롭힘이 법시행 된거니까 한번 교육을 한다던가 할 수는 있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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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의 유형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고 자기가 어떤 케이스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설중심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개
인 중심으로 데이터는 한사협이든 서사협이든 갖고 있으니 개인 사회복지사에게 다 보내
서 이런 게 법적으로 용이하고 여기까지는 보호를 못 받는 맹점이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설을 시에서 별도로 만들고 시차원에서 의무교육을 하고 이런 최
소한의 내용들을 조례로 만들어서 적용범위와 현실성 있게 일단은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조례가 된다면 그런 조례가 있는 데는 아직 없거든요 중략( ). 
노동인권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노동인권교육이 권고되게 되어있는데 할 . 
수 있다로 되어있는데 해야한다로 바꾸고 사회복지시설은 반드시 해야한다로 조례개정 
만해도 충분한 거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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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면접조사 4. 

참석대상 및 요약1) 

심층면접조사 참석대상❍ 
- 팀장급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연구 및 상담 경험이 풍부한 노, 

무사 사회복지현장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전공 교수 등 명이 참석하여 진행, 3

표 전문가 요약< 5-5> FGI

영역 질문 주요 응답내용

직장 내 

괴롭힘

과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

직장 내 괴롭힘  

인식 정도

사람들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가해자이라고 생각-

하지 않고 독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정도임  

협회 차원에서 임금인상 등의 권익인상을 위해 노력하-

고 있지만 이런 법과 제도 내용을 확산은 개별 시설보, 

다는 협회 단위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봄

직장 내 괴롭힘 

교육

취업규칙 -

제정과 직원 

교육

직장 문화나 조직문화에 따라 다름 소규모 시설일수- . 

록 이러한 교육이 미흡함

인식이 낮은 

원인

노동부에서 유튜브 등으로 통해서 인식을 개선하기 위-

해서 노력하고 있음 근로기준법은 인 미만 취업 취. 5 , 

업규칙은 인 미만 사업장이 사각지대임 실제로 근로10 . 

기준법 변경이 이런 사각지대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임

소규모 조직일수록 사업주 시설장에 대한 교육이 필- , 

수적임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정도

사회복지시설이 -

타 직장에 비해 

괴롭힘이 더 

많이 혹은 적게 

발생하는지

언어적으로는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는 등 타 직업에 비-

해 괴롭힘이 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사회복지 전문가인 시설장이 아닌 경우 특히 기업운- , 

영자가 시설장이 될 경우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함

대민업무가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을 대응하는 직-

종의 경우 괴롭힘이 많음 사회복지는 주로 취약계층을 . 

대하기 때문에 괴롭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봄 감정노동 중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못하면 문제가 . 

내부로 전이되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가족이나 친족이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회계관리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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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채용시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살 수 있음

직장 내 

괴롭힘 

유형

괴롭힘의 주요 

유형 형태 내용( , )

특히- , 

사회복지시설에

서 발생하는 

특별한 유형

문서생산이 많은데 결재를 피드백 없이 계속 반려하는 -

형태로 괴롭힘 

클라이언트가 이런 문제제기를 했다는 식으로 클라이-

언트를 빌어서 시설장이 직원을 괴롭힘 민원이 발생하. 

면 그 사실에만 초점을 두고 시설장이 이용자 편에 섬

민원이 제기되면 담당 직원이 괴롭힘의 대상이 됨-

이용자 중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데 사실에 입각하지 않는 말들을 시설장이 필터링 없

이 그래도 듣고 이것을 근거로 직원을 평가함

거주시설의 경우 법적인 휴게시간 확보가 이루어지지 -

않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것

후원을 강요함-

법인이 종교를 고려하여 채용할 수는 있으나 종교행- , 

위를 반드시 해야만 승진시키고 종교시설에 기부하게 

하는 행위들이 다수 존재함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의 

원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원인

특히- , 

사회복지시설에

서 발생하는 

특별한 원인

보조금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공공의 지도감독을 -

받아야 하는데 항상 급하게 자료 요구를 하기 때문에 , 

근무강도가 높아 괴롭힘이 생길 수 밖에 없음

폐쇄적인 조직문화로 인해 내부적으로 덮어야 할 만한 -

일이 생기면 내부 고발을 하지 못하도록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관계

괴롭힘 발생 

관계

특히- , 

사회복지시설에

서 괴롭힘이 

발생하는 특수한 

관계

상급자 하급자 관계가 대다수이지만 아랫사람도 태업- - , 

하는 등으로 하는 경우가 있음

사회복지시설이 특수성상 비공식적인 관계 가족친지- ( , 

선후배 등 로 인해 공사 구분이 미흡함)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응

실태

괴롭힘 발생시 

대응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함-

성격이 내성적이나 소극적인 직원을 케어해주고 도움-

을 주는 분위기가 아님 성격을 업무와 연계해서 말하. 

는 경향이 있음 

직원 

고충이나 

갈등 

직원의 고충이나 

갈등의 상담창구

소규모 시설의 경우 고충처리 창구가 존재하지 않음- . 

노사협회의 등이 있기 어려운 구조임

이용자 고충처리 창구 설치여부는 평가 필수항목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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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방식

만 직원 고충처리 창구설치는 존재하지 않음

고충이나 갈등이 

상담창구 작동 

여부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

고충이나 

갈등처리 방식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이유

개인적으로 감내하거나 퇴사하는 구조임 관할 자치구- . 

에 신고하지만 공공도 권고수준의 조치밖에 할 수 없

고 별도의 강력한 조치를 하기 어려움 

사회복지업무는 위계가 단순하기 때문에 갈등이나 고-

충을 상급자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움 특히 소규모 시설. 

에서는 외부에 이야기 하려고 하지 않음

봉사와 희생을 강조하는 사회복지 특성상 문제 발생시 -

외부에 알리지 않고 감내하려는 하는 경향이 많음

내부 고발을 했을 경우에 누군가 처벌받는 등 개선이 -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를 

경험하기 때문에 고충처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음

근로기준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

창구가 있어도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으면 할 수 없음 -

사회복지계가 좁다 보니 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 

문제나 갈등발생의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꺼려함

시설 내에서 계속 문제제기하고 계속 그 자리에 근무-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방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조치방안

또한 직장 내 - ,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서울시나 정부 

차원의 정책

처벌이 규정 강화되어야 함 시 차원에서 사회복지시- . 

설에 강력한 시정 하달 공문을 통해 이 있다면 효과가 ( )

있을 것으로 봄.

시설 평가 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예방 조처를 포함-

하도록 하면 실효성이 있을 것임 다만 형식적인 것이 . , 

아니라 실제로 구조 작동 여부를 평가하도록 해야 함

괴롭힘의 구체적 행위에 대하여 협회나 시 차원에서 -

안내 필요 특히 시설장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회복지사협회에 신고 절차 어플 등 를 구성하여 사건- ( )

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 신고할 수 있는 조직이나 위원회가 반드시 -

있어야 함 시설장인 가해자인 경우에는 지도감독 지자. 

체에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함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을 포함하-

여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서울시 산하시설은 노동법과 무관하게 특별지침을 만-

들어서 소규모 시설들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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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면접조사 내용2)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제도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괴롭힘 행위자를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독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임 사회복지 관련 협회에서도 법과 , . 
내용 확산에 그다지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봄.

- 소규모 조직일수록 제도에 대한 인식이 취약함

아주 독특한 관장이 명 있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괴롭힌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독특1 , 
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법인에서 인사 나서 다른 곳으로 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 . 
냥 괴롭힘이라는 것을 감내해야 하는 것을 그냥 하나의 고약한 직장생활이라 생각하지 
이걸 뭐 개선해야 한다든지 어디다 이야기해야 한다든지 환경을 바꿔야 한다든지 여기, 
까지는 안 온 것 같아요. 

사회복지협회차원에서 민간사회복지사들의 권익을 위해서 임금인상이던지 권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권익이나 인권차원의 제도나 법 윤리를 계속 확산시킬 . , 
수 있는 그런 단위에서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나마 시설장님들이 인식을 조금 했다잖아요 직장 내 괴롭힘 이 단어는 안다는 . .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행위가 괴롭힘인지 구체적으로 몰라요 뭐 하다못해 막말을 하거. . 
나 욕하는 걸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못되면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그. 
런 것들을 알려줘야 하는 것 같아요.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 
- 사회복지 전문가가 아닌 시설 운영자의 경우 일반 기업처럼 시설을 운영하면

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가능성 있음
- 취약계층 대민업무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로 인해 조직적으로 괴롭힘 발생가능

성 높음
- 가족이나 친족들이 법인을 운영할 경우 주요 업무에 직원들을 배제하거나 직

원 채용 시 부정이 발생할 확률이 높음

문제가 드러나는 시설은 사회복지를 했던 관장이 아닌 다른 직종 예를 들면 사기업을 운
영했다든지 경제활동 이익을 추구했던 분들이 시설장이 되는 경우 사기업에서 몸에 밴 
방식을 사회복지직 직원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 사회복지분야에서 이익을 내야하는 제조. 
나 가치가 결국 손익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복지는 그런 제조를 하는 것이 아.. 
닌데 그런 활동들을 계속 요구하다보니 가치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생기다보니 서로 부. 
딪히는 게 생기는 것 같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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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많이 접하는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을 대하는 업무를 할 때 괴롭힘이 , 
사업장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사회복지시설은 대하는 분들이 . 
취약한 분들이고 언어적 소통이 어렵고 화를 많이 내실 수 있고 폭력상황에 많이 노출, , ,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고요. . 
스트레스를 관리 잘 하지 못하면 직원들이나 동료 등 내부에게 전이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취약한 분야라 할 수 있어요.

가족들이 운영하는 곳이 중략 문제는 뭐냐 하면 가장 힘든 게 예민한 돈 문제를 가족이 ( ) 
관리하면서 어떻게 처리하지 모를 때 나중에 시에서 지도점검 나와서 문제가 터졌을 때 
공동책임을 물으면은 굉장히 억울할 수 있거든요 그건 괴롭힘의 수준을 넘는 거거든요. .

의사결정에서 배제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중요한 일은 가족회의 비슷한 원장 사위 조. , , 
카들이 결정하고 중략 다른 직원들을 소외시켜서 문제가 되는거 같아요 소외시키고 의( ) . 
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키고. 

요즘에는 복지시설에서 직원들을 뽑을 때 공고절차를 걸쳐가지고 형식적인 것은 공정하
게 하는 것처럼 해요 실제로 뽑힌 직원들을 보면 내부적으로 이야기 되었던 분들이 들. 
어와요 승진이나 배제되는 직원들이 발생하고. .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 결재 시 피드백 없이 계속 반려하는 등 괴롭힘
- 이용자 민원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괴롭히거나 무조건적인 민원인 편들기 

등을 통해 괴롭힘
- 후원을 강요하거나 종교행위와 기부를 승진에 반영함
- 하급자가 태업을 통해서 상급자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기획해야 할일도 많고 문서생산할 일이 많은데 직원입장에서는 그런 문서들이 빨리빨리 . 
승인 나고 결재가 되어야만 업무를 처리하고 원활하게 본인들이 퇴근하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간관리자가 피드백 없이 무조건 배제하고 다시 하라고 하는 피드백. . 
이 있어야 어떤 내용을 수정하던가 하는데 그런 내용도 없이.

클라이언트를 핑계로 그 말을 과장해서 쪼는 거죠 이건 어느 직장에도 있을 거예요 그. . 
런데 이 대인서비스를 사회복지는 민감하잖아요 주민들이 우리 시설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 우리 직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 . 

사회복지 대상자 중에는 고질적인 민원인과 별개로 약간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이, 
특히 저소득층 지역에 의외로 많아요 이 분들이 사실에 입각하지 않는 말들을 막 하거. 
든요 시설장들은 이것을 필터링해야 하는데 그냥 그분은 현장을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 .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그대로 들어요 그게 사실인지 알고 그 분들은 정확. . 
한 판단이나 보고 들은 것에 입각하지 않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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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에게는 힘든 일이죠.

후원은 그냥 뭐 사회복지사에게 솔선수범해야지 그런 거예요 솔선수범하는 많이 해요. . . 
신규직원도 들어오자마자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시설은 후원금을 모집하는 창구거든요. . 
그러다보니 직원들이 필수로 의무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종교행위 헌금을 강요하던지 예배를 강제해서 그것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던지 아니면 . . . 
중간에 종교행위를 안했을 때 사직사유가 된다던지 그런 것이 문제라고 봐요. .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상사가 하급자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아랫사람이 상사를 괴롭
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태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을 하지 않고 신문을 보는 경. . 
우가 있어요 이런 건 윗사람이 보기엔 짜증나거든요 그런데 상사 중에 말 성격상 말 못. .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원인❍ 
- 보조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공에서 급하게 자료요구를 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경우 조직 내 스트레스로 인해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음 
투명하지 않은 시설운영이 발생 원인임 시설 내 불합리한 일을 감추려고    - . 

압박하는 과정에서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봄

사회복지시설은 보조금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당연히 관의 지도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
어요 이 관계에 있어서 물론 공무원도 규정에 의해 일하지만 너무 급하게 뭔가를 요구. 
할 때는 평화로운 직장분위기가 전투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이지만 가. 
장 힘든 게 국정감사 기간 때 막 내일 새벽까지 내라고 하면 이건 서로 괴롭히지 않으려 
해도 괴롭힘이 생길 수 밖에 없어요 사회복지 업무라는 것은 대게 연간단위사업계획을 . 
만들어서 순탄하게 하다가 예상치 않은 일들이 생겨요.

저희가 괴롭힘이 발생하는 조직의 특성으로 내부가 투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이 이야
기 하거든요 내부에서 덮어야 하는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걸 말하지 못하도록 압박하. 
는 과정에서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고요 내부고발 이후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시설. . 
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지 이런 것도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응❍ 
- 별다른 대응이 없음 공공에 개인적으로 신고하면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정도. 

로 그침
- 사회복지 동료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제대로 케어해 주지 못함

근데 성격이 조금 내성적이거나 소극적인 사람에 대해서 혹은 그 다음에 자신감 없는 사
람에 대해서 케어해주고 해주는 분위기가 아니고 업무적으로 부적격한 사람으Cheer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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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낙인찍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개인적인 사적인 방식으로 전화를 하죠 관리자 명이 계장님이 이런 이런 지. 1
시를 한다 폭언을 한다 그리고 어떤 막말을 한다 그런 부당한 후원행위를 강요한다 그, , . 
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얘기들은 몇 년간에 쌓여서 그 시설을 나중에 회장을 바꾸거. 
나 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런 폭언이나 직장 내 괴. 
롭힘을 할 수 없죠. 

우리가 교육현장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어요 우린 선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불만. , , 
불평을 말을 하면 안되는 직종이다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어서 힘들면 힘들다 얻어맞. , 
으면 아프다 이야기 해야 하는데 우리 직종은 웬만한 건 참아야 해 나는 좋은 모습을 , 
보여야해 너무 우리가 너무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을 그걸 이야기 할 수 있. 
는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해요. 

국장이나 관장도 큰 범주 안에서 사회복지 선배이거든요 법인에 계신 분은 사회복지와 . 
관련되지 않은 분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얼굴 붉히면서 대들 수 있는데 관장 원장은 . . , 
내 대학선배는 아니지만 큰 범주안에서 사회복지 선배이다 보니 거기에서 위계질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거기다 소규모시설의 경우 명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늘 얼굴 . 4 , 
쳐다보고 내 옆에 옆에 대학의 선배인데 거기다 대고 내가 막 머리를 들이대고 내가 좀 
불이익 받았다고 막 하기가 정말 그만둔다 생각하지 않는 이상 어려운거죠. 

직장 내 고충 및 갈등 처리방식❍ 
- 소규모시설이 많아서 고충이나 갈등상담 창구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

움 직원들을 위한 고충 처리 창구는 없음. 
- 특정 지역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고충처리 노력을 해보았지만 잘 신고하지 않

는데 이는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과 감내해야 하는 분위기가 문제, 
임 또한 신고를 했을 때 신고자가 더 피해를 입거나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 
을 경험하기 때문에 굳이 문제를 표출하려하지 않음 즉 신고창구가 있고 . , 
분위기가 조성되어 되지 않으면 문제제기 하지 않음

소규모 시설에서는 그런 창구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감내를 하거나 퇴사거. 
나 퇴사 이외에는 아니면 지도감독 하는 부서인 구청의 부서에다가 사적으로 애로사항. 
을 이야기 한다거나 하는 정도이고요. 

제가 지역 사회복지사협회 년간 일하면서 고충처리위원회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따로 3 , 
배너를 만들어서 한번 해봤어요 년간 한건도 들어오질 않았어요 저희가 홍보를 하지 . 3 .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 무슨 교육위원회 무슨 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등 나중에 가니깐 , , 
위촉패만 만들었지 돈만 낭비했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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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어떤 이기는 모습이라든지. , 
누군가 처벌받는 모습이라든지 개선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내부고발 , . 
한 분들이 퇴사를 하거나 좀 더 나쁜 상황에 처한 것을 봐왔기 때문에 어떤 더 용기를 
내서 본인 스스로 말한다고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중략 그래서 저는 절차나 제도나 법 ( ). 
누군가 그렇게 했을 때 한명 일벌백계 한명이라도 처벌받는 모습이 언론에 발표도 되고 
해야지만 희망을 갖고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을까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방안❍ 
- 공공이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 시설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련 조치를 마련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평가에 반영해야 함, 
- 처벌규정 강화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직장 내 괴롭힘 재 발생을 근절해

야 함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을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시설장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임

- 현실적으로 고충처리 위원회 구조를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시설들을 위한 처
리 대응 솔루션을 마련 제공해야 함( ) , 

- 시나 협회 등에 공식적인 처리 구조를 마련하고 신고절차나 처벌규정을 만, 
들고 인지시킬 필요가 있음

구청이나 관할하는 곳에서 문서가 내려왔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취업규칙에 넣는지 이. , . 
렇게 시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공문.

평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평가를 할 때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시설에 . 
대한 평가나 인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게 필요한데 중. . 
요한건 이게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서류 만들고 내는 평가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내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평가기준을 잘 설정해야 하는 것 같구요 사회복지 . 
시설들이 작다보니 시설에만 맡기기 어려운 것 같고 협회나 시 단위에서 라든지 안내를 
하고 시설장들을 좀 바꿀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인 미만 소규모 시설수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특별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10 . 
있고 교육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고 하는데 실제 시설 하나하나마다 가는 것은 ,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작은 시설은 시설장이 어떠냐에 따라 좌우되는 거잖아요 그런 . . 
작은 조직에서는 시설장에 대한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들이 년에 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성폭력 성1 8 , 
희롱 직장 괴롭힘이 한 꼭지로 가서 시간 중 시간 반이라도 의무는 아니지만 한 꼭지, 8 1
로 가서 강의를 할 수 있으면 여러가지 사례를 이야기하면 보수교육에 그런 꼭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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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 산하시설은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노동법과 무관하게 직장 내 성폭력 지침을 만
들어서 구체적으로 딱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걸 응용해서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은. 
데 문제는 규모가 작은 곳은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그런 상담을 많이 받아요 왕따. . 
를 시킨다 명을 정말 자살하고 싶다 병원을 다닌다 하는데 그걸 솔루션을 제공해줘야 1 . . 
하는데 원장이나 이런 분들도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섣불리 . . 
잘못 접근했다가 차 가해까지 이루어지고2 . 

저는 처벌규정도 조금 더 강화되어야 실효성 있는 처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명이 . 
퇴사 하셨잖아요 그런데 남아있는 명은 거기에서 그대로 근무하거든요 또 누군가가 왔. 3 . 
을 때 안 그럴거란 보장은 없거든요 피해자가 가면 가해자들은 계속 남아있게 돼요 그. . 
렇기 때문에 연결고리를 끊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했다는 인식을 
할 수 있게 하는 뭔가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교육을 넘어서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 
않는 실질적 사례들이 있었으면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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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으며 여러 실태조사를 통하여 그 ,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다양한 사례를 통. , 

해서 표출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부재한 상황임

-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

하여 이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다음과 같

은 과업을 수행하였음. 

❍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및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국내외 다양

한 직장 내 괴롭힘 정의와 유형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모형과 요인을 확인하여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적용하였

음

우선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 , 

실시하였음 기존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설문지가 사회복지시설의 특수성. 

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문헌 및 이론적 고찰 전문가 자문 워킹, , , 

그룹 운영을 통해서 사회복지 분야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위한 구조화

된 설문지를 개발하였음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종사자에 대한 일 면접조사와 관련 전문- 1:1

가 시설장 활동가 종사자 등 관계자에 대한 심층집단면접조사를 통해서 직, , , 

장 내 괴롭힘의 사례 괴롭힘의 원인과 경로 대응방안과 종사자가 느끼는 , , 

대응에 대한 의견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음 주요 조사결과와 함의는 다. 

음과 같음

직원 보호조직 현황과 직장 내 괴롭힘 인지 정도1.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는 모두 명이 응답하였음 응답자 1140 . 

중에서 노사협의회 등 직원조직은 있다고 응답한 종사자는 로 절반 수51.1%

준이었음 또한 노동조합이 있는 곳 은 로 나타났으며 노동조합에 . , ‘ ’ 15.7% , ‘

가입하고 있다 고 응답한 종사자는 로 나타남 직원들에게 발생하는 직’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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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내 괴롭힘을 포함하여 직원 고충과 갈등을 상담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상담창구가 없는 곳이 로 많았음28.6%

따라서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해줄 수 있는 직원조직이나 노동조합이 없는 - , 

시설이 많아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시설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제가 작동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구체적으로  .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시설규모가 큰 시설과 생활시설에 노동조합 노사협의, 

회 등 직원 권익보호 조직이 상대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직장 내 괴롭

힘 등 발생 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지 정도는 

조금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로 인지 정도는 매우 ‘ ’ 49.7%, ‘ ’ 46.2%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 취업규칙에 직장 . 

내 괴롭힘 방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있다‘ ’ 

매우 잘 알고 있다 로 나타남34.8%, ‘ ’ 45.2% .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지 정도는 대체- , 

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 ,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면서 인지 정도가 높아졌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사회복, 

지시설에서 중요성이 증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교육 등을 통하여 유사

한 교육을 받은 것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임 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 

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과 인권교육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도 이해됨

직장 상황에 따라서 살펴본 결과 대체로 규모가 클수록 직장 내 괴롭힘에 - 

대한 인지 정도가 높고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는 것에 대해서도 약간 많이 인지하고 있었음 따라서 소규모 시설에 대한 .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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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경험2.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에서 지난 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 한 비율은 ‘ 1 ’

로 나타남65.1%

경험자들의 특성을 확인한 결과 여성 대 이용시설 종사자의 경험률이  - , 20-30 , 

높게 나타났으며 소관부서에 따라서는 여성 가족 분야 복지시설이 높았음, , . 

또한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선임과 실무자의 경험이 많았음 시설규모는 , ( ), . 

명 규모의 시설이 높고 소규모 시설은 낮게 나타남 인 이상은 노10-49 , . 30

사협의회 등 직원조직이 설치되어 있는 반면 인 미만은 존재하지 않는 것30

이 원인으로 판단됨

노사협의회 등 직원조직 노동조합 직원 고충 및 갈등 접수창구 존재 여부- , , 

에 따라서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

타났음 상대적으로 직원을 대변하고 보호할 수 있는 노사협의회 노동조합 . , 

등 직원 권익보호 조직이 존재하는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뚜렷하게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사회복지시설 관련 특수성이 반영된 직장 내 괴롭힘 문항을 제외하고 분석

한 일반적인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 은 로 나타남‘ ’ 59.6%

일반적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도 앞서 분석한 전체 현황과 마찬가지로 여성- , 

대의 실무자급 이하의 사회복지종사자 이용시설 종사자 비정규직 종20-30 , , 

사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직장 내 . , 

괴롭힘 경험과 관련해서도 사회복지종사자를 보호하거나 대변할 수 있는 조

직이 존재하는 경우에 괴롭힘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일반적인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을 확인한 결과 업무환경 악화 가 - ‘ ’

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외에는 정서적 괴롭힘 정신적 괴롭51.7% . ‘ ’ 45.3%, ‘

힘 성적 괴롭힘 신체적 괴롭힘 의 경험 순으로 나타’ 31.8%, ‘ ’ 10.9%, ‘ ’ 3.9%

남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일반적으로 업무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정서적으로 괴. 

롭히는 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아울러 성적 괴롭힘도 상. 

당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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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영역과는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특수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은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49.2%

사회복지시설의 특수한 직장 내 괴롭힘 경험도 여성 대 이용시설 종- , 20-30 , 

사자 비정규직 선임 및 실무자의 경험률이 높았음 시설규모는 명 규, , . 10-49

모의 시설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높게 나타난 반면 명 미만의 소규모 , 5

시설은 낮았음 직원조직 노동조합 직원 고충 및 갈등접수 창구 존재 여부. , , 

에 따라서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이 높았음 사회복. 

지시설과 관련된 특수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도 조직 내 종사자 지원조직

이 존재하는 경우에 경험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상대적으로 규모가 . , 

큰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괴롭힘을 많이 경험하고 있음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특수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을 확인한 결과 근로환- ‘

경 안전 미확보 가 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외에도 후원강요 등 경제’ 32.6% . ‘

적 괴롭힘 종교의 자유침해 비윤리적 업무강요’ 25.9%, ‘ ’ 19.6%, ‘ ’ 16.7%, 

특수관계자의 업무 강요 학대신고 저지 의 경험 순으로 나타‘ ’ 15.2%, ‘ ’ 6.8%

남 복지서비스 이용자 등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 등 문제에 노출되어있는 사. 

회복지시설에 있어서 근로환경이 확보되지 않고 여전히 후원과 종교 강요와 ,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사회복지시설 관련 특. 

수한 괴롭힘도 유형별로 대체로 비정규직 종사자 이용시설 종사자 중간 규, , 

모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판단

됨

직장 내 괴롭힘 목격 경험3. 

❍ 전체 직장 내 괴롭힘 목격 경험은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직접 경57.7% , 

험보다는 다소 적었음

노사협의회 노동조합 등 직원들을 위한 조직이 존재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목격한 경험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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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관련 특수성을 반영한 문항을 제외한 일반적 직장 내 괴롭힘 목격 

경험은 가 있었음52.7%

개인 및 직무특성에 따른 분석에서는 여성 대 이용시설 종사자 비정- , 20-30 , , 

규직 선임과 실무자 명 규모 시설 종사자의 목격 경험이 높아서 직접 , , 10-29

경험과 동일 하였음

일반적인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 목격 경험을 확인한 결과 업무환경 악화- ‘ ’

가 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외에도 정서적 괴롭힘 정신적 44.4% . ‘ ’ 39.5%, ‘

괴롭힘 성적 괴롭힘 신체적 괴롭힘 의 목격 경험 순’ 34.4%, ‘ ’ 11.1%, ‘ ’ 4.0%

으로 나타남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업무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정서. 

적으로 괴롭히는 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아울러 성적 괴. 

롭힘도 상당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특수한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 목격 경험을 확인 결- 

과 근로환경 안전 미확보 가 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외에도 후원강‘ ’ 29.6% . ‘

요 등 경제적 괴롭힘 종교의 자유침해 비윤리적 업무 강’ 21.6%, ‘ ’ 17.2%, ‘

요 특수관계자 신체적 괴롭힘 의 목격 경험 순으로 나타남’ 14.7%, ‘ ’ 4.0% .  

사회복지기관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후원이나 , 

기부를 강요하는 등 경제적 괴롭힘과 종교 강요 등 종교 자유침해와 같은 괴

롭힘이 상당 수준 발생하고 있는 것임

직장 내 괴롭힘의 관계와 원인 영향4. , 

❍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의 관계는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가 ‘ ’

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장이 직원에게 동료가 동료에게43.6% , ‘ ’ 22%, ‘ ’ 

의 순이었음 기타 의견으로는 공무원 상위기관 임원 관리 감독기관 15.9% . , , 

등이 제시됨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상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위탁업무를 맡고 . 

있는 공무원과 법인의 임원 등으로 부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는 

것임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이유로 비 민주적 리더십과 시설 기관 운영 이 ‘ ( ) ’ 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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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괴롭힘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응답 됨 그 외에 경직된 조직문. ‘

화 시설 기관 구성원들 간 의사소통 부족 과도한 업무’ 13.22%, ‘ ( ) ’ 12.78%, ‘

로 인한 스트레스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 12.49% . 

조직문화를 민주적이고 개발적인 형태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조직지원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조직지원이 증가할

수록 괴롭힘 발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족 조직 내에서 직원에 대한 . , 

지원이 많은 경우에 괴롭힘 발생이 적은 것임 

❍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 발생하는 정신적, 

신체적 영향은 근무 의욕이 감퇴 되었다 가 로 가장 많았고 이직을 고‘ ’ 59% , ‘

민하였다 분노나 불안을 느꼈다 의 순으로 나타남’ 47.9%, ‘ ’ 41%

자살충동을 느꼈다 병원에 통원하여 약을 복용하였다 등과 - ‘ ’ 5.2%, ‘ ’ 5.4% 

같이 심각한 상황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종사. 

자는 대부분 근무의욕 감퇴로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정신건강 악화를 가져오는 것임, 

직장 내 괴롭힘 이후의 행동과 조치5. 

❍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의 행동으로는 시설 내 동료에게 상‘

담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가족 또는 지인에게 상담했’ 36.4%, ‘ ’ 22%, ‘

다 등으로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한 행동은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 21.4% 

응답 됨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직원조직 상담 은 로 나타났으며 - ‘ ’ 5.4%

공공기관 에 상담 또는 신고하는 경우는 에 불과함 따라서 대체로 문‘ ’ 2.1% . 

제해결을 공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동료나 친구 등에게 비

공식적인 위로나 상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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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한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유로는 행동을 해도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직무상 ‘ ’ 12.3%, ‘

나에게 불이익이 생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사나 동료와 관계가 ’ 5.7%, ‘

더 악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등으로 나타남 ’ 4.5% 

대체로 사회복지시설에서 괴롭힘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 제대로 처리된 경험- 

이 없는 종사자들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됨

❍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후 기관의 대응은 어떤 조치도 ‘

하지 않았다 가 로 가장 많았음’ 35.2% . 

그 외에 피해자에게 사실 확인을 위한 면담을 하였다 상사나 동료- ‘ ’ 19.6%, ‘

에게 사실 확인을 하였다 피해자 요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 13.5%, ‘

해 상담을 하였다 였음 반면에 가해자를 징계 처분하였다 와 피해자’ 10.6% . ‘ ’ ‘

에게 시설의 조사결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는 각각 로 공식적인 절차와 ’ 2.7%

과정을 따르는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시설대응에 대하여서는 납득되지 않는다 는 의견이 - ‘ ’

로 나타남 대체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더라도 공식적인 절차와 49.4% . 

방법으로 대응하는 기관이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 한편 사회복지시설에서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가 로 근로기준법 개정, 66.1%

이 이루어 진지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

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인권교육과 혼돈하여 응답하였. 

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설명하고 관련 지침을 만드는 등 - 

예방과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는지에 대하여서는 노력하고 있다‘ ’ 49.9%, 

매우 노력하고 있다 로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이 예상보다 높았음‘ ’ 15.6% . 

즉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 

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현재 사회복지시설 차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가 로 가장 높았음‘ ’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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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취업규칙 등의 내부 규정을 마련하였다 상담창구를 설치- ‘ ’ 34.8%, ‘

하였다 의 순으로 응답 됨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자료를 배포하거나 ’ 24.1% . ‘

게시하였다 면담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하였다’ 18.9%, ‘ 

등이 응답 됨10.6%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방안6. 

❍ 응답자가 속한 사회복지시설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필

요한 노력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가 ‘ ’

로 가장 높았음43.2%

그 외에도 취업규칙 등의 내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 ‘ ’ 30.4%, ‘

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면담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 30.1%, ‘

태조사를 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상담창구를 설치’ 28.8%, ‘

해야 한다 등으로 나타남’ 25.1% 

❍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괴롭힘에 대‘

한 처벌강화 가 로 가장 높았음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 19.80% .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었음

그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지도감독 강화 직장 내 괴롭힘 - ‘ ’ 14.50%, ‘

관련 사회복지시설 표준지침 마련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 12.43%, ‘

예방교육 실시 의 순으로 나타남’ 10.12%

직장 내 괴롭힘의 개인 정신건강과 조직성과에 대한 영향7. 

❍ 직장 내 괴롭힘이 경험 여부에 따른 분노와 우울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분

노와 우울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종사자의 값이 통계적으로 더 높



제 장 요약 및 함의6   265 ■

은 것으로 나타남

일반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경험 여부에 따른 분노와 우울의 차이를 확인한 - 

결과 분노와 우울 모두 일반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종사자의 값이 통

계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사회복지시설의 특수한 직장 내 괴롭힘이 경험 여부에 따른 분노와 우울의 - 

차이를 확인한 결과 분노와 우울 모두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특수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종사자의 값이 통계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에 따른 서비스 질과 직무몰입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서비스 질과 직무몰입 모두 전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없는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음

일반적 직장 내 괴롭힘 경험에 따른 서비스 질과 직무몰입의 차이를 확인한 - 

결과 서비스 질과 직무몰입 모두 일반적인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없는 경우

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음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특수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에 따른 서비스 질과 직- 

무몰입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서비스 질과 직무몰입 모두 사회복지시설의 특

수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없는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험8. 

❍ 개별 심층면접을 통하여 일반적인 직장 내 괴롭힘 유형과 사회복지시설의 

특수한 괴롭힘 유형이 모두 목격되었음 즉 신체적 괴롭힘 정신적 괴롭힘. , , , 

정서적 괴롭힘 등 일반적 괴롭힘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음 

특히 업무환경 악화는 시설장이나 상사가 명확한 근거없이 직원 인사관리- , , 

예컨대 휴가나 승진 업무량을 자의적으로 조정하며 차별함 법인의 친족이 , .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친족 직원과 다른 직원을 차별하기도 함 시설. 

장에게 문제제기를 한 직원의 경우 어려운 업무 또는 허드렛일 하도록 하거

나 힘든 부서로 이동시키는 등 업무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괴롭힘

이 나타남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 내 여러 업무를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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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비난의 대상이 됨 대체 인력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않거. 

나 업무상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주지 않기도 함

사회복지시설 괴롭힘 유형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나타나는 직장 내 괴롭힘 유- 

형으로는 종교적 자유 침해 경제적 괴롭힘 특수관계자 업무 강요 학대 신, , , 

고 저지 비윤리적 업무 부과 근로환경 안전 미확보 등으로 나타남 특히, , . , 

종교자유 침해는 원하는 않는 종교행위 종교시설 출석 예배 참배 등 를 하도( , · )

록 하는 괴롭힘이 있었음 표면적으로 원치 않을 경우 응하지 않아도 되나 . 

거부하기가 쉽지 않음 종교시설의 신자들이 시설의 이용자들이 중복될 경우 . 

이용자 신자 들이 직원들을 평가하기도 하였으며 종교시설의 업무를 시설에서 ( )

대행하기도 함 경제적 괴롭힘은 바자회 등 후원행사에 할당량을 부과해서 . 

이를 달성하도록 하거나 정기적인 후원을 강요하는 형태로 경제적 괴롭힘이 

나타남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 목적으로 물품 등을 판매하거나 구입. 

을 강요하였음 특수관계자 업무 강요는 법인의 친족 친인척 이 시설운영에 . ( )

직간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부당한 업무를 부과하거나 사적 업무에 직원을 

동원하는 경우 등이 제시됨 학대 신고 저지는 시설과 직원을 보호한다는 명. 

분으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학대나 횡령 등의 문제를 은폐하면서 문제를 제

기한 직원을 괴롭히는 것으로 나타남 비윤리적 업무 부과는 자금 횡령 등 . 

비윤리적 업무를 강요함 근로환경 안전 미확보는 이용자로부터 민원이 발생. 

할 경우 확인절차나 공식적인 조처가 없이 해당 직원에게 잘못을 물어 퇴사

시키거나 민원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

❍ 직장 내 괴롭힘 대응방법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속, 

적인 괴롭힘 발생 시 이직을 고려하거나 실제로 퇴직을 하는 등 개인적 차

원에서 대응하고자 하였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옹호할 경우 본인이 괴. 

롭힘을 당하기 때문에 괴롭힘을 방관하거나 어쩔 수 없이 동조하기도 함 이. 

처럼 지속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학습된 무기력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회에 역할 미흡하였고 행정당국의 지도감독은 - , 

미비하였음 이런 상황에서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음. . 

즉 사회복지 조직 내 실질적 변화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법 제정의 실질적 ,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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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운 것은 취업 이직 시 평판 점검 관행/

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었음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이라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채용단계에서 전 직장에 채용 - 

예정 직원의 평판을 점검하고 있는 시설들이 다수 존재함 아울러 법인에서 . 

관여하지 않고 오히려 법인은 시설장과 같은 입장인 경우가 많음 또한 시, . , 

설장의 문제해결 역량이 미흡함

괴롭힘으로 인해 종사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고 업무 능률이 - , , 

저하됨 업무에 몰입도가 저하되며 언제 직장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의욕. 

이나 사기가 저하됨

❍ 괴롭힘이 발생하는 이유는 직원의 퇴사를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 함.  

권한이 상급자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상급자들이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

는 직원들을 괴롭힌다고 봄 상급자들은 본인이 가장 전문가라는 생각이 있. 

어 다른 직원들을 무시함

인사 및 급여체제의 구조적 한계가 있음 시설 내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한- . 

정되어 있으므로 동료 경쟁자가 없거나 상급자가 없어야 내가 승진할 수 있

어 상급자의 괴롭힘에 다른 직원들이 묵인하거나 동조하게 된다고 봄

❍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을 통한 구제 조치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되 신뢰할 수 있는 외부 기- , 

관을 통해 진행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봄 또한 직장 내 괴롭힘 . , 

관련 사회복지시설 교육 강화가 필요함 직원 채용 시 이전 재직 시설에 검. 

증하는 관행 근절이 필요

무엇보다도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과 지원이 필요함 직원 영향- . 

력을 강화하여 민주적이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지원해야 

함 시설장 평가제 도입을 고려하고 직원 채용 시 친인척 채용과 관련된 절. , 

차 및 감독 강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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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집단심층면접조사9. 

종사자 면접조사1) 

❍ 사회복지시설 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며 있더라도 취업규, 

칙 개정을 위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제대로 된 인식이 부재함 교육이 이루. 

어지지 않고 있으며 취업규칙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 부재함 교육이 있더라. 

도 직원 권리보장 차원보다는 사건 발생 시 시설보호와 대응에 초점이 맞추

어 진행됨

❍ 업무와 관련 없는 상급자의 사적인 일을 부당하게 요구함 특히 시설장이나  . 

법인 관계시설 특수관계자의 요구 공무원의 자녀 자원봉사 부탁 실습청탁, ( , , 

논문대필 등 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무자들은 위계관계 상 들어 )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세대 간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 차이가 커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식에 대해 차이가 있음 특히 시설장을 비롯한 관리자 그룹의 세대적 . 

한계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부재함

군대문화에서 비롯된 위계적인 상하관계가 사회복지 조직문화에 영향을 미치- 

고 있으며 패거리 문화 성별 연령 직급 등에 의한 에서 비롯되어 집단에 , ( , , )

권력이 생길 경우 집단에 속하지 못한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게 됨

사회복지시설 특성상 종교기반 법인이 다수 존재함 시설장이 종교인이기 때- . 

문에 종교가 우선시 될 수밖에 없어 시설장 업무를 직원들이 분담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함 또한 봉사와 헌신을 강조하는 사회. , 

복지 조직문화 특성상 자신의 권리주장을 적극적으로 하기 힘든 분위기가 있

음 아울러 희생을 내면화한 사회복지사들의 권리주체로의 인식이 미흡함.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함 대다수가 소규. 

모 시설이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해도 신고를 할 

위원회 자체가 시설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대응하기 어

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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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를 할 경우 낙인이 찍히거나 추후 이직 시 평- 

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

❍ 고충처리 창구가 부재하며 특히 소규모 시설이나 생활시설은 고충처리 창구

가 거의 부재함 소규모 조직이 대다수인 사회복지시설 특성상 직장 내 괴롭. 

힘 등 고충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피해자 가해자 분리나 인사이동 등 현실적 -

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음

고충처리 창구가 있더라도 공식적 처리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시설장- . 

이나 아는 사람들끼리 구제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에는 한계

가 큼 외부에 신뢰할 수 있는 구체통로나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강

력한 처벌이 필요함 처벌 위주의 정책은 한계가 있으므로 예방 차원에서 직. 

장 내 괴롭힘 금지법 교육을 의무화하되 일방적인 교육보다는 구체적 사례, 

제시 상호 수퍼비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습득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 특, . 

히 시설장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운영법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고 지역사회 내에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 , 

괴롭힘을 함께 감시하거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공동 대응체계 지원체계 를 ( )

구축 운영해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시설장 면접조사2) 

❍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기본적 내용에 대해 시설장으로서 

파악하고 있으며 시설 내 공지 회람을 실시하고 있어 어느 정도 제도에 대, 

한 이해가 된 것으로 파악됨 취업규칙에도 반영하였고 직원들에게 이를 게. 

시하고 있음

❍ 사회복지 분야 직장 내 괴롭힘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추측됨 괴롭힘 . 

발생할 경우 시설 내 직원들의 업무성과가 저하되고 이직률이 높음

예전에는 괴롭힘으로 인지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시대 세대 변화에 따른 인- ( ) 

식 차이로 인해 괴롭힘으로 인지될 수 있음 한편으로는 악용될 소지도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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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음.

❍ 시설장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업무관계에서 . 

배제하거나 언어적인 괴롭힘을 하는 경우 등이 있음 소규모 시설의 경우 노. 

동환경이나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괴롭힘의 문제가 더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원인으로 시설장의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이나 마인드가 

큼 시설장의 스트레스가 직원들에게 폭력적 방식으로 답습되는 것이 사회복. 

지 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한 발생 원인임

❍ 시설 외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인지를 했어도 타 조직이기 ,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음 위로나 상담 등 정서적 지지 이외에는 대응. 

할 수 있는 것이 없음

- 시설 내에서 발생할 경우 인사이동 등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거나 

업무를 재배치해야 하는데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특성상 현실적인 대응이 어

려움

❍ 고충처리위원회 구조를 통해 직원 고충이나 갈등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 

러나 고충처리 안건은 주로 복리후생이나 제도개선과 관련된 것이며 직장 , 

내 괴롭힘 등 직원 인권과 관련된 안건은 아직 상정된 적은 없음.

- 사회복지 조직 특성상 회의나 면담 수퍼비전 등을 통해 직원 고충이 처리되, 

고 있음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과 관련된 매뉴얼을 제작 필요함 특히 시설장. 

들이 해야 할 교육이나 주의조치 사항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나 안내가 마련

되어야 함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잘 처리된 사례나 건강한 조직문화를 . 

형성한 사례를 발굴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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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 면접조사 3) 

❍ 사회복지시설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지는 거의 없는 상태 특. 

히 괴롭힘의 개념이나 유형에 대한 인지가 이루어지지 못함 , 

-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에도 개정 취업규칙 ,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였음

사회복지 분야 괴롭힘 상담건수가 많아 별도의 상담창구를 만들 정도임❍ 

- 종사자들은 괴롭힘으로 인해 업무 인간관계 평판에 모두 문제가 생기는 삼, , 

중고를 겪고 있음

❍ 종교와 후원의 경우는 선택권을 주지만 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교묘해짐 사. 

회복지시설은 폐쇄성이 강해서 괴롭힘이 외부에 알려지기 어렵고 노동자로, 

서의 정체성이 미흡하여 자기 권리주장이나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

은 분위기임

❍ 직원채용이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이 시설운영을 장악하고 있, 

어서 대응하기 어려움 또한 민간위탁으로 인해 공무원에 의한 괴롭힘이 발. , 

생하기도 하고 법인 이사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짐, 

- 전통적으로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을 강요하는 사회복지 시설 특유의 문화에서 

비롯됨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는 참는다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많음 정식으. 

로 문제제기를 하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사람이 됨 처리 과정에서 . 

배신감 등 상처를 받음 적절히 처리된 사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대응을 .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강함

❍ 직원 고충이나 갈등의 상담창구는 종사자 인 이상만 노사협의회에 두고 30

있고 소규모 시설은 없는 상태임 시설 차원의 고충처리위원회는 이용자를 , . 

위한 것이지 종사자를 위한 것이 아님 직원 고충이나 갈등처리 기구는 직장 . 

내 위계관계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제보자 색출에 초, 

점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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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교육을 의무화

하고 올바르게 처리된 사례를 발굴하여 전파 필요 종사자들의 의식 변화가 , . 

필요하며 사회복지사들에게 괴롭힘의 유형과 조치를 충분히 숙지시켜야 함, 

- 시에서 공식적으로 취업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하고 관리감독하겠다는 공문발, 

송 및 조치가 필요함

전문가 면접조사 4)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괴롭힘 행위자를 가해자라고 생각하

지 않고 독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임 사회복지 관련 협회에서도 법, . 

과 내용 확산에 그다지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봄

❍ 사회복지 전문가가 아닌 시설 운영자의 경우 일반 기업처럼 시설을 운영하

면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가능성 있음

- 취약계층 대민업무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로 인해 조직적으로 괴롭힘 발생 가

능성 높음 또한 가족이나 친족들이 법인을 운영할 경우 주요 업무에 직원. , 

들을 배제하거나 직원 채용 시 부정이 발생할 확률이 높음

❍ 결재 시 피드백 없이 계속 반려하는 등 괴롭힘이 발생하고 이용자 민원을 ,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괴롭히거나 무조건적인 민원인 편들기 등을 통해 괴롭

힘을 함

- 후원을 강요하거나 종교행위와 기부를 승진에 반영함

- 하급자가 태업을 통해서 상급자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직장 내 괴롭힘은 보조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공에서 급하게 자료요구를 

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경우 조직 내 스트레스로 인해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투명하지 않은 시설운영이 발생 원인임 시설 내 불합리한 일을 . , . 

감추려고 압박하는 과정에서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봄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별다른 대응이 없음 공공에 개인적으로 신고하면 .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정도로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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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동료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제대로 케어해 주지 못함

❍ 소규모 시설이 많아서 고충이나 갈등상담 창구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

움 직원들을 위한 고충 처리 창구는 없음.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공공이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 시

설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련 조치를 마련 수행하도록 요, 

구하고 평가에 반영해야 함. 

- 처벌규정 강화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직장 내 괴롭힘 재발생을 근절해야 

함 또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보제공 . , 

및 교육을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시설장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것임 현실적으로 고충처리 위원회 구조를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시. 

설들을 위한 처리 대응 솔루션을 마련 제공해야 함 또한 서울시나 협회 ( ) , . , 

등에 공식적인 처리 구조를 마련하고 신고절차나 처벌규정을 만들고 인지시, 

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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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대응모형1

본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 

하기 위한 정책을 예방대책 구제정책 제도개선 대책 으로 구분하여 제시‘ ’, ‘ ’, ‘ ’

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대응모형6-1＜ ＞ 

구분 예방 및 대응방안

예방

교육(1) 

사회복지시설 괴롭힘 금지 교육 의무화 (1) 

시설의 종사자 인권교육 연 회 시간 에 포함 기관평 - ( 1 4 ) , 

가지표에도 교육참여 포함 

목격자 대응 교육 실시(2) 

직장 내 괴롭힘 목격자 대응 교육 실시 관련 절차와  - , 

내용 제공

시설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강화(3) 

시설장 교육 이수 여부를 임용계약 및 재위탁 시 필수 - 

요건으로  제시 신규 시설장 임용시 의무적으로 실시, 

홍보 (2)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대응체계 홍보 시민(1) : 

인권보호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신고 및 상담 홍보 - 

사회복지시설 내부의 홍보 강화(2)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과 협력을 통해 시설 내부에서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홍보 실시 관련 법제도 , 

및 신고방법 홍보

(3) 사회복지시설 

인권경영 도입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도입 필요 - , 

시설이 자발적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개선하려는 문화 

조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예방하도록 함 인, 

권경영 도입 검토 필요

구제 신고 및 상담 (1) 

시스템 구축

인 이상 규모 시설 내부 고충처리 과정 및 역량 강1) 10 : 

화

기존의 고충처리 과정에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포함  - 

하여 대응하게 하고 고충처리 과정을 강화하도록 함. 

이를 위해 성희롱 담당자 교육처럼 고충처리 담당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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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처리절차 등에 대한 역량강

화 교육프로그램 지원

인 미만 규모 시설 시설외부에 상담창구 개설 및  2) 10 : 

소규모 시설 종사자 권익옹호 지원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및 자치구 인권센터 등을 활용 - 

하여 시설 외부의 별도의 상담창구 개설 권역별로 소, 

규모시설 종사자 권익옹호 조직 구성

(2)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 

힘 상담 조사 

매뉴얼 개발 

보급

사회복지시설 특징을 반영한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조 - 

사 매뉴얼 개발 보급 피해자 보호를 위한 요청 사항 , 

명시 소규모 시설의 경우 시설 외부 기관 활용 방법 , 

제시

(3)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심리치료 및 의료비 소송비 지원(1) ,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및 의료비 지원을 시설 내부  - 

규정으로 명문화 사안이 중대할 경우 소송비 지원도 , 

가능하도록 함

차 피해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2) 2

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재발  - 2 ,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모니터링 및 시설 내부 제도 

개선 점검 서울시 자치구의 지도감독 시 관련 내용 점, 

검

(4) 가해자 재발 방 

지 체계 구축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1) 

처벌이 아닌 대안적 문제해결방식으로 가해자를 위한  -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교육 후 가해자도 다시 직, 

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가해자 처벌 시 무관용 원칙(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 - 

벌할 수 있도록 함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을 시설 , 

내부 규정으로 명문화

제도

개선

(1) 사회복지시설  

민주적 운영을 

위한 투명성 강화

종사자의 운영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1) 

의사결정 구조에 직원대표 참여를 통해 평등한 의사결 - 

정 구조 마련 시설운영위원회 종사자 대표 참여 의무, 

화 시설장 채용 및 평가 시 종사자 의견 반영을 의무, 

화하여 평가시 반영 

채용의 공정성 확보(2) 

표준 이력서 사용 의무화와 외부위탁 채용 활성화 친 - , 

인척 채용 시 채용과정과 업무의 공정성 확보 시설과 , 

관할 행정기관의 결탁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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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지도(2) 

감독 시스템 개선

위탁계약 및 인증 시설 평가 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1) , 

관련 항목 포함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노력 항목   - 

포함 위탁 심사 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포함한 인, 

권보장 계획서 작성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시 , 

인권보장 방안 포함

사회복지시설 감사 시 인권분야에 직장 내 괴롭힘 금(2) 

지 포함

서울시 및 자치구 사회복지시설 감사 시 직장 내 괴롭 - 

힘 금지 관련 항목 추가

신규 시설장 임용 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의무(3) 

화

신규 시설장 임용 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을 의 - 

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인건비 지원에 반영

(3) 존엄한  노동

환경 보장

사회복지시설 표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마련(1) 

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서 내 직장 내 괴롭힘 금 - 5

지 및 인권보호 조항 삽입을 의무화 함 사회복지시설, 

의 특수한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을 반영한 표준 취업규

칙 마련

사회복지시설 내 학대 은폐 구조 개선(2) 

사회복지시설에서 학대 발생 시 행정처분 과정 점검  - 

필요 연구조사를 통한 실태와 개선점 제시 필요 시설, , 

의 학대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조례 개정(3)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 - , 

제 조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직장 내 괴7

롭힘 금지가 추가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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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세부 추진방향2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1. 

교육1)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의 의무화  (1) 

현재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은 기본적으로 종사자 인권교육 연 회 시간 을  ( 1 , 4 )❍ 

실시하고 있으며 이것이 시설 평가지표에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현행 종사, . 

자 인권교육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과 관련된 교육을 포함하고 시설 

평가지표에 관련 교육 실시여부와 시간을 포함하도록 함

- 근거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 조 제 항: 10 1

- 제 조 인권교육 시장 및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10 ( ) , ① 

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

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목격자 대응 교육 실시(2)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한 목격자 대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잠재적 문제 ❍ 

행동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행동 목격 시 개입.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내용을 제공해야 함. 

목격자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부서 및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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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대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유 강화 (3) 

사회복지사협회 또는 직능단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관협회 노숙인시설( , , ❍ 

연합회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시설장 대상 교육과정을 구성하) 

고 연 회 이상 시간 참여하도록 함 시설장의 교육이수 여부는 시설장 임, 1 (3 ) . 

용 계약 및 시설 재위탁 시 필수 요건으로 제시

또한 신설에서 신규로 시설장을 임용 시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이❍ 

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권고

홍보2)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대응체계 홍보 시민인인권보호관 (1) :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대응체계는 다음과 같음❍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http://news.seoul.go.kr/economy/archives/503703)



■ 282  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2019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대해 서울 - 

시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후 절차에 따라 조

사 시정권고 사후조치 등이 이루어짐, , 

서울시 인권담당관 인권침해 괴롭힘 성희롱 등 사건 상담  - ( 2133-6378): ( , ) ☎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괴롭힘 성희롱 등 사건  - ( 2133-7979) : ( , ) ☎ 

조사 및 시정권고

 - sangdam@seoul.go.kr / 7979@seoul.go.kr

사회복지시설 내부의 홍보활동 강화(2)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시설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복지, , ❍ 

시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함

관련 법제도 및 신고 방법 등 홍보 - 

- 이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련 매뉴얼 개발 동영상 제작 공(APP) , , UCC

모전 등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사 예비 사회복지사 인식개선을 제고하고 인권( ) 

친화적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함

시설에서 제도 홍보로 는 게시판 메일 급여명세서 회의 교육과정 등 ILO , , , , ❍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정책과 계획을 광범위하게 전파할 것을 제안 함 

고용노동부( , 2019)

사회복지시설 인권경영 도입3)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인권경영 도입 필요❍ 

인권경영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주요 인권규범과 원칙을 존중하는 인권적  - 

시설운영을 말함 즉 국제인권규범과 원칙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바탕으로 . 

시설이 자발적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개선시키려는 문화를 조성하는 노력이

임 이를 위해 인권리스크에 대한 실사 과정과 인권침해와 같은 문제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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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 적절한 구제책을 마련하고 제공함

- 제 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에 인권경영 관련 내용이 포함되‘ 3 (2018-2022)’

어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 에 인권경영 관련 , ‘2019 ’

지표를 신설하여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공표함

-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 년 서울시의 투자 출연 기관에 인권경영 도입을 권고함 이에 따라 2018 · . 

서울시 투자 출연 기관은 인권경영을 도입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도 인권경영을 도입하여 운영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인권리스크를 실사를 통해 점검하고, 

문제 발생 시 적절한 구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직장 내 괴롭힘 구제방안2. 

신고 및 상담 시스템 구축1) 

 인 이상 규모 시설 (1) 10 : 내부 고충처리 과정 및 역량 강화

인 이상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은 내부 고충처리 과정을 강화하고  담당자10❍ 

를 지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를 다루도록 함

- 직원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시설에는 직원의 고충처리를 위

한 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가 있고 이것은 시설 평가 지표에 포함되어 있음( ) . 

예를 들면 년 서울형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에는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2018

및 인지여부 고충처리 결과 공지 여부를 평가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음, 

- 기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제를 같이 다루도록 하는 

등 고충처리 과정을 강화하도록 하고 이를 평가지표에 포함함

- 또한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설의 고충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 등을 

통하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참고 여성가족부는 예방교육통합관리 를 통해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원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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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상담원의 실무역량을 강화시키는 지원을 하고 

있음

인 미만  소규모 시설 (2) 10 : 시설외부의 상담창구 개설 및 소규모 시설 종사

자 권익옹호 지원

인 미만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은 개별 조직에 고충처리자 등 직장 내 괴10❍ 

롭힘 관련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두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별도의 . 

상담창구가 외부에 필요함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및 자치구 인권센터 등을 활용하여 시설 외부의 별 - 

도의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홍보하여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함

- 소규모 시설은 노동조합 직원협의회 등 시설 내에서 직원들의 권익을 보호, 

해줄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어려움 따라서 권역별로 소규모 종사자들의 권. 

익옹호 조직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인권센터 등에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공

식화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소규모 시설 권익옹호 조직은 직원보호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함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조사 매뉴얼 개발 보급2)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에서는 직장 내 ‘ · ’❍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를 사건접수 상담 조사 괴롭힘 사실 확인 조치-> -> -> 

모니터링으로 제시하고 있음 그리고 사업장의 규모 특성에 맞게 절차를 -> . , 

수행할 담당기구 구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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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교육자료: , 

사회복지시설의 특징을 반영한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조사 매뉴얼을 개발하 ❍ 

고 보급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의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사례의    - 

구체적 제시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맞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조사 매

뉴얼이 필요함 이러한 매뉴얼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요청사항을 . 

확인하여 근무장소 변경 휴가부여 등의 조치를 하도록 내용이 포함되도록 , 

함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설 내에서 이러한 상담 조사를 진행하기    - 

어려운 구조일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외부 기관 예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 : , 

자치구 인권센터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매뉴얼에 제시해주어야 함)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3) 

심리치료 및 의료비 소송비 지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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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명문화하고 정신적 어려움을 치료❍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자체의 지원제도가 필요함

사회복지시설 내부 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심리치료 및 의료  - 

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사안이 상당히 중할 경우에는 이를 법적으. 

로 고발 또는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에 소송비 지원도 가능하도

록 해야 할 것임

서울시 조례에 따른 지원 필요❍ 

서울시 차원에서는 이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 

관한 조례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제 조 제 항 제 호에 시장은 사회복지사 . 9 1 5

등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음 년 시행될 (2022

예정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등 종사자들의 정서적 손상에 대한 치유 프로). 

그램 운영을 서울시 산하의 노동권익센터 등에서 지역별로 시행하는 것도 고

려해볼 수 있을 것임

차 피해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2) 2

차 피해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2❍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 상담자 조사자 등 조   - , , 

사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피해자와 관련자의 신원에 대하여 철저한 비

밀유지를 통해 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함2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고 서약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체계가 마   - , 

련되어야 함

재발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인권이 존중되는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비슷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즉 행위자에 대한 . 

재발방지 조치와 시설의 제도개선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함

사건 종결 후 일정기간 동안 주기적 예 반기별 으로 해당 행위자가 괴롭힘  - ( : )

행위를 재발 보복 등이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하여 시설에서 어떠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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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필요

서울시 및 자치구의 시설 지도감독 시 관련 내용 점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시설의 노력과 내용을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도 - 

감독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가해자 재발 방지 체계 구축4)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1)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대응방식으로 가해자에 처벌적 해결 이외에도 ❍ 

대안적인 문제해결방식도 함께 필요함

-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의견 대립이 첨예할 수 있으며 그 의도성을 따지는 것, 

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벌이 없을 경우도 생길 수 있음 또한 . 

궁극적으로 동일 직장 내에서 괴롭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해자에 대

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함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잘못된 인식으로부

터 발생하는 괴롭힘을 최소화하고 가해자도 교육 후 다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필요❍ 

현재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 

여 운영하는 곳이 없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 

어야 할 것임

- 개별 시설별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은 어려운 일임 따라서 서울시에. 

서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제 운영은 사회복

지사협회 및 협회 등에 위탁하여 방안 검토

가해자 처벌 시 무관용 원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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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및 에서 근절 대책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가해자에 대한 FGI❍ 
강력한 처벌이었음

- 물론 처벌조항 강화만이 올바른 해결책의 전부일 수는 없으나 초기 정착 단

계에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현행 제도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발생 . 

시 징계 수준에 대해 시설의 자율에 맡기로 있어서 상대적으로 관대한 징계

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도

록  해야 함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 명문화❍ 
- 시설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 즉 중징계 이상이 이, 

루어지도록 상벌규정 내 양형규정을 강화하여 취업규칙으로 개정함

- 서울시 차원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을 시설 내부 규정으로 명문화

할 수 있도록 권고함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제도개선3. 

사회복지시설 민주적 운영을 위한 투명성 강화1) 

종사자의 운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1) 

사회복지시설의 불평등한 권력 구조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발생시키고 근절하❍ 
기 어려운 이유임 평등한 권력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사자들. 
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필요
함 

시설운영위원회 종사자 대표 참여를 의무화❍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에 근거하여 공사 공 - ‘ ’ ·
단 출연기관에서 노동자 이사제 를 도입하여 기관운영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 『 』
있음 사회복지법인도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에 노동자 이사제 도입이 필요. 
하나 현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에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21 ‘
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라고 하여 도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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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다른 노력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에 종사자 대표를 참여하게 

함으로 권력 관계를 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시설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을 제고 및 생활자 권·

익 향상 등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음 보건복지부 년 사회복지시설 관· ( , 2019

리안내 현재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종사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은 하고 ). 

있으나 의무가 아니어서 종사자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또는 부장이. 

나 국장 등 실무책임자가 참여하고 있어 종사자를 대표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시설의 전 종사자들의 투표로 선출된 종사자 대표의 운영위원회 참 

여를 의무화하고 이를 시설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야 함

-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 운영위원회: 36 ( )

시설장 채용 및 평가 시 종사자 의견 반영❍ 
- 시설장은 시설의 인권보장 책무자로서 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

음 따라서 시설장이 인권보장 책무를 다하고 있는 지를 종사자가 평가할 필. 

요가 있음. 

- 현재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서 시설장을 채용하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

어 실제 함께 일할 종사자들의 의사는 반영되지 못함 이로 인해 종사자들이 . 

반대하는 시설장이 채용될 위험이 있으며 직장 내 갈등을 가져오는 이유가 

되고 있음

- 또한 시설장의 재계약 등도 운영 법인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시설 

내 종사자들과의 갈등이 많거나 인권보장을 하지 않는 시설장도 법인의 승인

만 받으면 재계약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설장. 

의 재계약 시 직원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함 

- 시설 위탁 심사 및 평가에 해당 부분 반영 시설장 보조금 지급 시 이를 기, 

준으로 차등 지급 기준 마련

채용의 공정성 확보(2)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가로막는 것 중 하나는 공정하지 못한 채용과 ❍ 
이로 인해 야기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과 지속 및 해결의 어려움임 따라. 
서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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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과 같음

표준 이력서 사용 의무화와 외부위탁 채용 활성화❍ 
-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에서는 년 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 2019 ‘2020

처우개선 계획 을 발표하였음 이에 따르면 공개채용 위반 시 해당 직원에 ’ . 

대한 인건비는 기관에서 자체 부담하도록 공개채용원칙을 강화하였음. 2020. 

자 신규채용부터 적용1.1

-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표준이력서 안 사용을 권고하였음( ) . 

공정한 블라인드 채용을 위해서는 권고가 아닐 표준이력서 사용을 의무화하

여야 하고 이를 인건비 지원에 반영해야 할 것임

- 한편 현재 개별 시설별로 채용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채용업

무를 외부에 위탁하여 채용하는 방법을 활성화활 필요도 있음 

친인척 채용 시 채용과정과 업무의 공정성 확보❍ 
- 법인 특수 관계자인 종사자들로 인한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정부에서도 년 월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2019 2 ‘

책 에서 친인척 등의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였음 이에 따’ . 

르면 친인척 채용 비리 발생 시 경영평가 가중 감점 공공기관 사규에 반영, 

하여 매년 신규 채용 된 자 중 임직원의 친인척 촌 이내 친족 및 혈족 인(4 ) 

원수를 기관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개선안에 제안하였음

- 교육부에서도 월 발표한 사학혁신 추진방안 에서 임원 및 설립자와 친족12 ‘ ’

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를 공시하도록 하는 하여 사학법인의 책무성을 강화하

도록 개선안을 제시했음

- 지난 년 월 부산시에서 이와 관련한 대책 안을 마련하였고 부산시 사2019 5 ‘

회복지법인 시설 업무가이드 에 제시된 이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법인의 임원 대표이사 이사 감사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친인척관   ( , , ), • 

계이거나 해당 인물에게 사실상 고용된 자가 보조금 지원 복지시설에서 채용을 

진행 할 때에는 시설운영위원회 외부위원과 법인에 임명되어 있는 외부추천이

사가 반드시 면접위원의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절차를 강화

이미 채용된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도 승진 인사이동 등 보직이 변경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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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시의 강화된 공개모집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복지시설 보조금 및 후원, 

금 등 집행 업무를 법인 이사장이나 시설장의 친인척이 수행할 수 없도록 함

이러한 지침 위반 시 보조금 반환토록하고 있음  • 

특수관계자 란 시설 설치운영자인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의 - ‘ ’ , ․

관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가 촌 이내의 혈족. 6

나 촌 이내의 인척. 4

다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 ❖

유지하거나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 참고 부산시 사회복지법인 시설 업무 가이드: 2019 ·

- 서울시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시설과 관할 행정기관의 결탁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 서울시와 관할 자치구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시설과 관할 행정기관의 결탁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함. 

- 교육부에서도 교육청 등 퇴직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 제한을 강화하여 퇴직 

전 재취업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대책을 월에 발표12

함 

-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에는 기초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관련 부서에서 퇴직‘ ’

한 공무원이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사회복지시설에 재취업하는 것을 막

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법상 재취업 방지에 관한 규정이 없음 이. 

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 필요. 

- 이미 부산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행 중임

부산시 사회복지시설에 시설장으로 취업하는 사람 중 부산시에서 사회복지  • 

시설 관련 업무를 한 퇴직자에 대해서는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

으로 재취업을 제한

이미 재취업해 있는 퇴직 공무원의 로비 문제에 대해서도 보완함 부산시  . • 

의 경우는 퇴직공무원이 시설의 장으로 있는 복지시설이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할 경우 사업선정 심사 시 감점하기로 하여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로비 , 

압력에 대하여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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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도 이러한 제도적 보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만 사회복지시설을 . 

포함한 서울시 지원 시설 등에 대한 결탁을 막기 위해 전 공무원을 대상으

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 부산시 사회복지법인 시설 업무 가이드: 2019 ·

평가 및 지도감독 시스템 개선 2) 

위탁계약 및 인증 시설평가 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항목 포함 (1)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반영❍ 
- 사회복지시설은 년마다 의무적으로 시설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음 시설 평3 . 

가 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노력을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평가에서 평가지표 직원의 인권 이 2018 ‘ 6. ’

있고 직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여 질 높은 서비스의 기반을 마, 

련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이 지표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된 . 

교육 등의 조치 및 구제시스템 마련을 포함하도록 함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중 직원의 인권 영역에 고충처리위원‘ ’ ⦁ 
회 구성 및 인지여부를 평가하도록 제시되어 있으므로 평가지표에 직장 , 
내 괴롭힘에 대한 시설의 명문화된 규정 및 지침 존재 여부 이에 대한 공, 
지여부와 직원 인지여부 처리 절차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함, 

- 또한 평가지표 이용자 인권침해 예방 에서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내용‘ 22. ’

을 현재 직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곳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포함하여 종사자에게 인권교육 

받도록 함

- 참고 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평가설명회 자료집: 2018

사회복지시설 위탁심사 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포함한 인권보장 계획서 ❍ 
작성하도록 함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위탁 심사 시 현재는 사업 운영 계획에 조직운영계획, 

인력수급계획 고용안정 계획 재정운영 계획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 , . 

중 고용안정계획으로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 보험 근로4 , 

조건 등만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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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추가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보장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 인권, 

보장계획에 이용자 및 종사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이 때 종사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안 마련을 위한 계획이 .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근거 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2018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시 인권보장 방안 포함하도록 함❍ 
- 서울시는 복지인프라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인증을 실

시하고 있으며 인증법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 위탁자 선정 심의 시 일정점수·

점 내 가점부여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3 )

- 평가 항목 중 산하운영시설에 대한 책임성 부분에 산하시설의 직장 내 IV. 

괴롭힘 예방을 위한 노력을 인증심사지표로 추가 제시함

- 근거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안내서 : 2019 

사회복지시설 감사 시 인권분야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포함(2) 

서울시 및 자치구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 감사 시 직장 내 괴롭힘 금❍ 
지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서울시 및 자치구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   - , 
사의 내용 중에는 인권분야도 포함되는 데 직장 내 괴롭힘 분야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감사 항목 중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점검하도록 해야함 . ❍ 
년 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 인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2019 7 10

적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관련 내용을 추가하도록 했으나 전문 인력이 부
족한 상당수의 사회복지 시설은 취업규칙 개정을 하지 않았거나 개정 사실을 
직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정부의 관리 감독 책임에는 종사자들의 인권 보호도 포함되므로 정기 감사에

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임 

- 근거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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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시설장 임용 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의무화 (3)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에서는 년 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 2019 ‘2020❍ 
처우개선 계획 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장 채용 최소 자격기준을 신설하였음’

최소 자격기준 위반 시 해당 시설장의 인건비는 기관이 자부담하도록 하   - 
고 있음

이 기준과 함께 임용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 
해야 함

이미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은 원장 자격취득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 
위해 자격취득 이전에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하고 있음 즉 보건복지부령으로 . 
정하는 사전직무교육 시간 이상 을 이수해야 자격이 주어짐‘ (80 )’

- 이처럼 사회복지 시설에서도 시설장을 신규로 임용할 때 의무적으로 민주적 

시설운영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포

함시킴

- 교육의 이수여부를 시설장 인건비 지원조건에 포함시키도록 함

- 참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 [ 1]

존엄한 노동환경 보장3) 

사회복지시설 표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마련(1) 

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서 내에 관련 조항 삽입을 의무화5❍ 
-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5

되도록 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함 이와 같이 법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 

은 바람직스럽지 못함

- 사회복지시설 중 소규모 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제시하고 계약서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인권보호 조항의 삽입을 의무화함

- 이를 인건비 지원에 반영함

사회복지시설의 특수한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을 반영한 서울시 표준 취업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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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
- 현행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매뉴얼에는 사회복지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하

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이번 연구결과 드러난 사회복지 분야의 특화된 괴롭. 

힘 유형을 정리하여 서울시에서 표준취업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개정하도록 

함

- 이를 인건비 지원에 반영함

사회복지시설 내 학대 은폐 구조 개선(2) 

시설에서 학대 발생 시 행정처분 과정 점검 필요❍ 
- 시설 내에서 학대 성폭력 등이 발생하게 되면 현재는 처벌 위주로 행정처분·

이 진행됨 인권침해 등으로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시설은 시장 군수 구청. · ·

장이 회 적발만으로도 시설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있음1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조의 별표 위반행위가 종 이상 또는 26 2 < 4>: ‘ 4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 성폭력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

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 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2 1

차 위반 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처벌위주의 행정처분은 오히려 학대 사실을 은폐하는 구조를 가져오게 됨. 

본 연구에서도 학대 신고를 하려는 종사자를 오히려 괴롭히는 경우가 있었음

- 현재의 학대사건 발생 시 처벌만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보다는 학대 발

생 배경과 맥락을 세심하게 점검하여 학대 발생을 야기하는 구조를 개선함. 

또한 시설의 학대예방 노력 및 구조적 문제를 감안하여 행정처분의 내용을 

다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연구조사를 통해 실태와 개선점 제시 필요

시설의 학대 발생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 시설 종사자로서 시설 내부에서 발생한 학대를 신고하는 경우는 내부 공익제

보자이므로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함 조례에 따르면 시장이 .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기에 서

울시 또는 산하 공공기관에 공익제보자를 특채하도록 함 이미 서울시 교육. 

청은 사학비리를 폭로하여 해고된 교사를 공립교사에 특별채용했으며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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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역시 공익제보자를 경기도의료원감사실장에 채용했음

- 근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또한 시설의 개방성이 학대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설의 개

방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함

조례 개정(3)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제도화되도록 조례 개정 필요❍ 
- 이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제 조 제 항 제 호에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 9 1 5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음 년 시행될 예정(2022 )

- 조례 제 조 종합계획 수립에서 사회복지사의 근무여건개선과 함께 직장 내 7

괴롭힘 금지 내용을 추가하도록 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 조 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사회복7 ( ) ① 

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3 .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② 

함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근무여건 개3. , 

선 사기진작 등 지위향상에 관한 계획, 

제 조 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사회복7 ( ) ① 

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3 .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② 

함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근무여건개3. , 

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사기진작 등 

지위향상에 관한 계획

- 근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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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설문지1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사항< >

수집정보 시설특성 정보 연락처 온라인 답례품 발송용: , ( ) ❍ 
보유기간 년 월까지 조사 결과 보고 후 연락처 정보는 전량 폐기: 2019 12 ( )❍ 
수집목적 시설특성 확인 및 검증: ❍ 
수집기관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닐슨컴퍼니코리아: ( )❍ 

본인은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닐슨컴퍼니코리아 에서 자료수집을 대, ( )
행하고 있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연구 조사와 관련해서 본인의 ' ' 
설문응답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 조의 규18『 』

정 등에 따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
다.

동의함① 
동의하지 않음 설문 종료( )②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시간에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 사회복, 
지 종사자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것입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 조 비밀의 보호 와 개인정보보호법 제 조에 의거하여 철저33 ( ) 3
히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으로 처리되어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응답완료 후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해 주신 분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본 설문은 옳고 그름이 없으므로 귀하께서 평소 생각하신 대로 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소 불편하고 번거로우시더라도 각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년 월                                  2019 10

연구주관 서울시 인권담당관 : ▣ 
연구책임자 이용재 교수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 

   E-mail: 123peter@hanmail.net / Tel. 041-560-8126

설문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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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험이 년 이상1 퇴직자는 퇴직 년 이내 이십니까 ( 1 ) ? 
예 설문 계속진행 아니오 설문 중단( )   ( )① → ②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Ⅰ

귀하의 2.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여   남?                        ① ② 

귀하의 3.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                        세              

귀하가 4. 근무하는 시설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하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노인 이용시설(①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시니어클럽, , , ( ), 

소규모 노인복지관 등)
노인 생활시설②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심터 등( , , )
아동 이용시설③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다함께돌( , , , , , 

봄센터 등)
아동 생활시설④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 , , , )
장애인 이용시설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 , , , 

시설 등)
장애인 생활시설⑥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중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 , , , , 

애인공동생활가정 등)
노숙인 이용시설⑦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 , , , , 

등)
노숙인 생활시설⑧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등( , , )
사회복지관⑨ 
결핵 한센시설, ⑩ 
지역자활센터⑪ 
정신보건 이용시설⑫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등( )
정신보건 생활시설⑬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등( , )
성매매피해자 이용시설⑭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등( , )
성매매피해자 생활시설⑮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가정 등( , , , )
성폭력피해자 이용시설⑯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
성폭력피해자 생활시설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
가정폭력피해자 이용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등( , )⑱ 
가정폭력피해자 생활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 ⑲ 
한부모가족 이용시설⑳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등( )
한부모가족 생활시설㉑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미혼모자가( ( · · ), ( · · ), 

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일시지원복지시설 등( · · ), )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㉒ 
청소년 생활시설㉓ 청소년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 , ) 

귀하의 5. 고용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정규직 주 시간 이상 정규직 주 시간 미만( 40 )        ( 40 )       ① ② 
비정규직 기간제 계약직 비정규직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 근로( , )       ( )    ③ ④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시간제 파트타임( )           ( , )⑤ ⑥ 
일용직                        비임금근로자 겸직 무급( , )⑦ ⑧ 
기타 (                )⑨ 

정규직 기간의 정함 없이 고용보장 전일제로 일하는 근로 유연근로시간제에 따른 시간 미만 및 시간 이상 : , - 40 40※ 

비정규직 기간제 년 내 일정기간의 근로계약을 정하여 근로: 2※ 

비정규직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 근로 일정기간의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한다는 조건으로 근로: , ※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 비정규직 시간제 단시간 근로파트타임일 시간 미만주 시간 미만 근로: , ( 8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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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6. 현재 직위는 어떻게 되십니까? 
상급관리자 부장 국장 등 중간관리자 과장 팀장 등( / )    ( / ) ① ② 
선임 대리 주임 등 실무자 복지사 지도사 등 기타 ( / )           ( / )      (        )③ ④ ⑤ 

귀하는 어떤 7. 직종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사     ① 
상담직 정신보건전문요원 상담지도원 임상심리상담원 등( , , )②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사 원, ( )     ③ 
직업재활직 재활교사 사회재활교사 직업훈련교사 자립지원전담요원 직업지도원 등( , , ,  , )      ④ 
보건의료직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특수교사 등( , , , )⑤ 
돌봄 및 보육직 방과 후 교사 요양보호사 보육 교 사 등( , , ( ) )⑥ 
사무 행정직 경리 회계 전산담당 사서 등/ ( , , , )⑦ 
기능 관리직 영양사 조리사 위생원 노무 운전기사 고용직 기능직 등/ ( , , , , , , )⑧ 
기타 (               )⑨ 

귀하께서 8. 현재 시설에서 근무한 총 재직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총                                                년        개월           

귀하께서 9.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한 전체 총 재직연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총                                                년        개월           

귀하가 근무하는 10. 시설의 직원 규모 시설장 제외( )는 어떻게 되십니까? 
명 미만     명     명      명     명 이상       5 5~9 10~29 30~49 50① ② ③ ④ ⑤ 

귀하의 재직하는 시설에는 11. 직원조직 노사협의회 등( )이 있습니까?
없다         있다       모르겠다① ② ③ 

귀하가 재직하는 시설에는 12.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없다                          있지만 가입하고 있지 않다① ② 
있고 가입하고 있다            모르겠다③ ④ 

   
프로그래밍 문 에서 문 에서 모두 응답자 [ - 11 1 or 3, 12 1 or 4 skip]

귀하의 직원조직이나 노동조합은 직원의 고민 불만 고충 갈등 등을 13. , , , 상담해주거나 해결을 위
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원하고 있지 않다        지원하고 있다           모르겠다① ② ③ 
   

귀하의 시설에는 14. 직원의 고충이나 갈등 등을 접수하는 상담창구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없다 번으로 있다 번으로 모르겠다 번으로( 16 )    ( 15 )   ( 16 ) ① → ② → ③ → 

프로그래밍 없다 선택시 단일 응답으로 처리[ -1 ]
귀하의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15. 상담창구에 귀하께서 실제로 상담한 내용을 선택해 주십시오.

중복응답( ) 
없다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②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해③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정서상 문제에 대해④ 

다음은 귀하의 직장 상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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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 및 경력에 대해⑤ 
임금 근로시간 업무배치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 ,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⑦ 

귀하는 16.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 
전혀 모른다     잘 모르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① ② ③ ④ 

 
귀하는 17. ‘사회복지시설 취업규칙 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내용이 포함되어야 ’ 한다는 사실을 알

고 있습니까?
전혀 모른다     잘 모르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① ② ③ ④ 

귀하는18. 최근 년 동안 직장 생활에서 다음 상황으로 귀하의 존엄성이 침해되거나 적대적 위 1 “ , 
협적 모욕적인 업무환경이 조성되었다 고 느낀 적, ” 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그런 경험을 ? 얼마
나 자주하였습니까?

프로그래밍 무작위 노출[ - ]

다음은 직장 내 괴롭힘 경험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Ⅲ

번
호

문항 전혀
없음

개월에 6
회 1-2

정도
월 회1 주 회1 매일

1 나의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했다 ① ② ③ ④ ⑤
2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했다, , , ① ② ③ ④ ⑤

3
나에게 내 본연의 업무와 상관없이 힘들고 모두가 꺼
리는 업무를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4 정당한 이유없이 내 본연의 업무와 관계없는 허드렛일
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5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를 
제외했다

① ② ③ ④ ⑤

6 내 성과를 가로채거나 성과 달성을 방해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에게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 
록 압력을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8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했다 예( : 
를 통한 감시CCTV )

① ② ③ ④ ⑤

9
사고위험이 있는 업무를 할 때 나에게 주의사항이나 , 
안정장비를 전달해주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에게 상사의 관혼상제나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
된 일을 하도록 했다 예 개인심부름 등( : )

① ② ③ ④ ⑤

11 나에게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했다 ① ② ③ ④ ⑤

같은 시설의 직원 상사 법인관계자 감독기관 관계자 등으로부터의 경험을 모두 포함해서 응, , , ※ 
답하여 주십시오. 
최근 년 이내에 직장을 옮긴 경우 최근 년 동안 다녔던 모든 직장에서의 경험을 모두 포함1 , 1※ 
해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래 상황을 경험하였더라도 그러한 경험 때문에 존엄성이 침해되거나 적대적 위협적 모욕, , , ※ 

적인 업무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전혀 없음 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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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누군가 업무수행 과정에 정당한 이유없이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거나 시비를 걸었다

① ② ③ ④ ⑤

13 누군가 내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렸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에게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했다 예 물건던지( : 
기 주먹질 등, ) ① ② ③ ④ ⑤

15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 또는 행동
을 나에게 했다 이메일 전화 성적농담 성추행 등( , , , ) ① ② ③ ④ ⑤

16 나에게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를 부당하게 의심하거나 누명을 씌웠다 ① ② ③ ④ ⑤
18 누군가 내 물건을 허락없이 가져가거나 망가뜨렸다 ① ② ③ ④ ⑤

19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 ) 
을 주는 언행을 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내 의사와 관계없이 회식참여를 강요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을 강요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를 업무 외의 대화나 친목모임에서 제외했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의 정당한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무시했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필요한 추가근무 야근 주말출( , 
근 등 를 강요했다)

① ② ③ ④ ⑤

25 정당한 이유없이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징계를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6
원하지 않는 종교행위 예 종교기관 출석 예배 참배 ( : , ·
등 를 나에게 하도록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에게 원하지 않는 후원 및 기부 예 돈 물품 개인( : , , 
재능 바자회 티켓강매 등 를 하도록 하였다, ) . ① ② ③ ④ ⑤

28
나에게 급여나 수당의 일부를 떼어서 내도록 하였다
상납( )

① ② ③ ④ ⑤

29
나에게 법인 및 시설장의 특수관계자 예 친인척 지인 ( : , 
등 의 부당한 요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 

① ② ③ ④ ⑤

30
나에게 업무와 무관한 상급기관 법인 지도감독기관 ( , 
등 관계자의 개인적 요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1
시설 내 학대나 폭력피해를 인지하였으나 나에게 신고 
등 법적절차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에게 불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에게 부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도록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4 나에게 기관의 실적이나 문서를 조작하도록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5
이용자의 폭언이나 폭행시도에 적절한 보호와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에게 이용자의 과도한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
고 사과하도록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37 이용자 민원 발생시 모든 책임을 나에게 전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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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19. 최근 년 동안 1 직장 생활에서 다음 상황을 목격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프로그래밍 무작위 노출[ - ]

번호 문항 있음 없음
1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했다 ① ②
2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했다, , , ① ②
3 본연의 업무와 상관없이 힘들고 모두가 꺼리는 업무를 주었다 ① ②

4 정당한 이유없이 본연의 업무와 관계없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
았다

① ②

5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외했다 ① ②
6 성과를 가로채거나 성과 달성을 방해했다 ① ②
7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주었다, ① ②
8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했다 예 를 통한 감시( : CCTV ) ① ②
9 사고위험이 있는 업무를 할 때 주의사항이나 안정장비를 전달해주지 않았다, ① ②

10 상사의 관혼상제나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했다 예 개인심부름 ( : 
등)

① ②

11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했다 ① ②

12
누군가 업무수행 과정에 정당한 이유없이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거나 시비를 걸었
다

① ②

13 누군가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렸다 ① ②
14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했다 예 물건던지기 주먹질 등( : , ) ① ②

15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 또는 행동을 했다 이메일 전화 성적( , , 
농담 성추행 등, ) ① ②

16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했다 ① ②
17 부당하게 의심하거나 누명을 씌웠다 ① ②
18 누군가 물건을 허락없이 가져가거나 망가뜨렸다 ① ②
19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 ) ① ②
20 의사와 관계없이 회식참여를 강요했다 ① ②
21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을 강요했다/ ① ②
22 업무 외의 대화나 친목모임에서 제외했다 ① ②
23 정당한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무시했다 ① ②
24 의사와 관계없이 불필요한 추가근무 야근 주말출근 등 를 강요했다( , ) ① ②
25 정당한 이유없이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징계를 하였다 ① ②
26 원하지 않는 종교행위 예 종교기관 출석 예배 참배 등 를 하도록 하였다( : , · ) ① ②

27
원하지 않는 후원 및 기부 예 돈 물품 개인재능 바자회 티켓강매 등 를 하도록 ( : , , , )
하였다. ① ②

28 급여나 수당의 일부를 떼어서 내도록 하였다 상납( ) ① ②

29
법인 및 시설장의 특수관계자 예 친인척 지인 등 의 부당한 요구를 수행하도록 ( : , )
하였다. 

① ②

30 업무와 무관한 상급기관 법인 지도감독기관 등 관계자의 개인적 요구를 수행하도( , ) 
록 하였다

① ②

31 시설 내 학대나 폭력피해를 인지하였으나 신고 등 법적절차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① ②
32 불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① ②
33 부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도록 하였다 ① ②
34 기관의 실적이나 문서를 조작하도록 하였다 ① ②
35 이용자의 폭언이나 폭행시도에 적절한 보호와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았다 ① ②
36 이용자의 과도한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사과하도록 하였다 ① ②
37 이용자 민원 발생시 모든 책임을 전가하였다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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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20. 가장 많이 경험하거나 목격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일반적인 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시설장이 직원에게①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② 
동료가 동료에게③ 
외부인 시설장 친인척 법인관계자 등 이 시설장에게( , )④ 
외부인 시설장 친인척 법인관계자 등 이 직원에게( , )⑤ 
부하직원이 상사에게⑥ 
기타(                                      )⑦ 

사회복지시설에서21.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이유를 귀하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대로 개를 선2
택해 주십시오 .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① 
시설 기관 구성원들 간 의사소통 부족( ) ② 
비민주적 리더십과 시설 기관 운영( )③ 
업무권한 및 책임의 불명확성④ 
경직된 조직문화⑤ 
법인의 부적절한 운영 개입 ⑥ 
종사자에 대한 낮은 처우  ⑦ 
상시적 인력부족 부적절한 업무일정 등 열악한 업무환경, ⑧ 
시설 기관 위수탁 제도 등에서 비롯된 고용 불안정성( ) 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보 및 교육 부족⑩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⑪ 

프로그래밍 특별한 영향은 없었다 선택시 단일 응답으로 처리[ -11 ]
귀하는 22.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이후 정신적 신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었습니 

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중복응답? ( ) 
분노나 불안감을 느꼈다.① 
자살 충동을 느꼈다.② 
근무의욕이 감퇴되었다③ 
직장에서 의사소통이 줄어들었다.④ 
잠을 잘 못자게 되었다.⑤ 
병원에 통원하거나 약을 복용하였다⑥ 
감정조절이 잘 되지 않게 되었다⑦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⑧ 
이직을 고민하였다⑨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⑩ 
특별한 영향은 없었다⑪ 

프로그래밍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선택시 단일 응답으로 처리[ -1 ]
귀하는 23.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중복응답? ( )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번으로( 24 )  ① → 
시설 직원조직 노동조합 협의회 상담창구 등 에 상담했다 번으로( , , ) ( 25 ) ② → 
시설 내 상사에게 상담했다 번으로( 25 ) ③ → 
시설 내 동료에게 상담했다 번으로( 25 ) ④ → 
시설 외부의 사회복지 동료에게 상담했다 번으로( 25 ) ⑤ → 
공공기관 구청 시청 고용노동부 인권위원회 서울시민인권보호관 등 에 상담 신고했다 ( , , , , ) · ( ⑥ → 

번으로25 ) 
가족 또는 지인에게 상담했다 번으로( 25 ) ⑦ → 
잠시 시설을 휴직했다 번으로( 25 ) ⑧ → 
시설을 퇴직했다 번으로( 25 ) ⑨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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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 )  
행동을 해도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① 
직무상 나에게 불이익이 생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② 
시설에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③ 
상사나 동료와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④ 
이직 시 방해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⑤ 
승진 시 불이익이 우려되기 때문에⑥ 
계약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⑦ 
상담할 창구나 직원조직이 없었기 때문에⑧ 
어떤 행동을 취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⑨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⑩ 

프로그래밍 특별히 어떤 조처도 하지 않았다 선택시 단일 응답으로 처리[ -1 ]
귀하의 25. 시설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후 어떤 대응을 하였습니까 중복응답? ( ) 
어떤 조처도 하지 않았다① 
피해자에게 사실 확인을 위한 면담을 하였다② 
가해자에게 사실 확인을 하였다③ 
상사나 동료에게 사실확인을 하였다④ 
피해자의 요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을 하였다⑤ 
피해자에게 시설의 조사결과에 대해 설명하였다⑥ 
피해자를 징계 처분하였다⑦ 
가해자를 징계 처분하였다⑧ 
피해자에 대해 치료지원 휴직 복직지원 등의 지원을 제시하였다  , , ⑨ 
피해자에게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권고했다⑩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조정 및 합의를 시도하였다⑪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⑫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26. 시설의 대응에 대해 귀하는 어느 정도 납득하였습니까? 
전혀 납득되지 못했다         별로 납득하지 못했다① ② 
어느 정도 납득하였다         매우 납득하였다 ③ ④ 

귀하는 27. 현재 시설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다                         있다   ① ② 

귀하의 시설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종사자들에게 설명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등28.  직장 
내 예방과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 번으로 거의 노력하지 않는다 번으로( 30 )     ( 30 ) ① → ② → 
노력하고 있다 번으로 매우 노력하고 있다 번으로( 29 )           ( 29 ) ③ → ④ → 

 
프로그래밍 모르겠다 선택시 단일 응답으로 처리[ -8 ]

귀하의 시설은 29.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실시하고 ? 
있는 모든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중복응답 . ( ) 

상담 창구를 설치하였다① 
취업규칙 등의 내부규정을 마련하였다②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③ 

다음은 직장 내 괴롭힘 대응방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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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자료를 배포하거나 게시하였다④ 
면담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하였다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적기관 정보를 제공하였다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⑦ 
모르겠다⑧ 

프로그래밍 모르겠다 선택시 단일 응답으로 처리[ -8 ]
귀하가 속한 사회복지시설이 30.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귀하가 생각하는 우선 순위대로 개를 선택해2 표시해 주십시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상담창구를 설치해야 한다① 
취업규칙 등의 내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③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자료를 배포하거나 게시해야 한다④ 
면담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⑥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⑦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⑧ 
모르겠다⑨ 

  
귀하는 사회복지시설 3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개선 또는 마련되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가 생각하는 ? 우선 순위대로 개를 선택해2 표시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① 
협회 등에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②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회복지시설 표준지침 마련③ 
직장 내 괴롭힘 대응매뉴얼 제작 및 배포④ 
직장 내 괴롭힘 홍보강화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시설장 교육⑥ 
사회복지노조 또는 직원조직 활동의 활성화⑦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지도감독 강화⑧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강화⑨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⑩ 

프로그래밍 무작위 노출[ - ]
다음은 32. 조직지원 인식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곳에 . √표시해 주십

시오

다음은 조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Ⅴ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조직 시설 은 나의 목표와 가치들을 사려깊게 고려( )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조직 시설 으로부터 도움을 얻, ( )
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조직 시설 은 나의 복지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 )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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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무작위 노출[ - ]
다음은 이용자 클라이언트 에 대한 33. ( ) 서비스 질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 

운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프로그래밍 무작위 노출[ - ]
다음은 귀하가 34. 소속된 시설에서 맡고 있는 업무에 관한 질문 직무몰입( )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 
표시 해주십시오. √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이용자가 필요로 할 때면 언제든지 대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자발적으로 이용자에게 도움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대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이용자에게 확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예의바르고 정중하게 이용자를 응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이용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가
지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관심을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이용자를 고객으로서 배려하면서 응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이용자의 최상의 이익을 진심으로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이용자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생활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은 나의 업무와 관
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에게 있어 업무란 그렇게 중요한 것이 못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개인적으로 업무에 상당히 몰두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업무와 더불어 모든 생활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관심사 대부분이 업무로부터 생겨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와 업무는 따로 떼어 놓고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밀
접히 관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의 대부분은 업무지향적이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가능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시설 은 ( )
알아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조직 시설 은 내가 직장에서 얻게 되는 일반적인 만( )
족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조직 시설 은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다( )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조직 시설 은 나의 의견을 중요시 여긴다( )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조직 시설 은 내가 직장에서 달성한 것을 자랑스럽( )
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조직 시설 은 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업무를 ( )
수행할 수 있도록 나를 돕고자 애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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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 무작위 노출[ - ]
다음은 35. 불안와 우울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주 동안 귀하가 주로 느낀 바에 관한 것 중. 2~3

에서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표시 해주십시오.  √

응답을 완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하신 분들께 개월 이내에 모- . 1
바일 상품권 편의점 상품권 천원권( 3 )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상품권 제공 완료 후 기존에 수집. 
된 개인정보는 모두 폐기됩니다. 

모바일 상품권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1) .
동의           비동의   ① ② 설문 종료( )

동의할 경우 상품권을 받을 휴대폰 번호 (2) (                        )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걱정 때문에 잠을 잘 못 잔 적이 많았습니까? ① ② ③ ④
2 계속해서 긴장감을 느낀 적이 자주 있었습니까? ① ② ③ ④
3 인생이 절망적이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4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어렵지 않게 느껴졌습니까? ① ② ③ ④
5 전반적으로 자신이 일을 잘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까? ① ② ③ ④
6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7 우울감과 불행감을 느낀 적이 많습니까? ① ② ③ ④
8 자신감이 없어졌다고 느꼈습니까? ① ② ③ ④
9 그 전과 같은 정도로 외출을 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10
당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
까?

① ② ③ ④

다

8
나는 현재의 업무가 나의 존재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 시간의 대부분을 현재의 업무에 몰두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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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Convention 190 –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Conférence 

internationale du Trav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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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CONCERNING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ND 
HARASSMENT IN THE WORLD OF WORK, ADOPTED BY 

THE CONFERENCE

AT ITS ONE HUNDRED AND EIGHTH SESSION, GENEVA, 
21 JUN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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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190

CONVENTION

CONCERNING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ND 
HARASSMENT IN THE WORLD OF WORK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108th (Centenary) 
Session on 10 June 2019, and Recalling that the Declaration of 
Philadelphia affirms that all human beings, irrespective of race, 
creed or sex, have the right to pursue both their material well-being 
and their spiritual development   in conditions of freedom and 
dignity, of economic security and equal opportunity, and Reaffirming 
the relevance of the fundamental Convention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nd

Recalling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such a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Recognizing the right of everyone to a world of work free from 
violence and harassment, including gender-based violence and 
harassment, and

Recognizing that violence and harassment in the world of work can 
constitute a human rights violation or abuse, and that violence and 
harassment is a threat to equal opportunities, is unacceptable and 
incompatible with decent work, and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a work culture based on mutual 
respect and dignity of the human being to prevent violence and 
harassment, and

Recalling that Members have an important responsibility to prom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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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eneral environment of zero tolerance to violence and harassment 
in order to facilitate the prevention of such behaviours and 
practices, and that all actors in the world of work must refrain 
from, prevent and address violence and harassment, and

Acknowledging that violence and harassment in the world of work 
affects a person’s psychological, physical and sexual health, dignity, and 
family and social environment, and

Recognizing that violence and harassment also affects the quality 
of public and private services, and may prevent persons, particularly 
women, from accessing, and remaining and advancing in the labour 
market, and

Noting that violence and harassment is incompatible with the 
promotion of sustainable enterprises and impacts negatively on the 
organization of work, workplace relations, worker engagement, 
enterprise reputation, and productivity, and

Acknowledging that gender-based violence and harassment 
disproportionately affects women and girls, and recognizing that an 
inclusive, integrated and gender-responsive approach, which tackles 
underlying causes and risk factors, including gender stereotypes, 
multiple and intersecting forms of discrimination, and unequal 
gender-based power relations, is essential to ending violence and 
harassment in the world of work, and

Noting that domestic violence can affect employment, productivity 
and health and safety, and that governments, employers’ and 
workers’ organizations and labour market institutions can help, as 
part of other measures, to recognize, respond to and address the 
impacts of domestic violence,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concerning 
violence and harassment in the world of work, which is the fif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dopts this twenty-first day of June of the year two thousand and 
nineteen the following Conven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Violence and Harassment Convention, 2019:



■ 316  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2019

I. Definitions
1) Article 1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a) the term “violence and harassment” in the world  of work  refers  to  

 a range of unacceptable behaviours and practices, or threats thereof, 
whether a single occurrence or repeated, that aim at, result in, or are 
likely to result in physical, psychological, sexual or economic harm, and 
includes gender-based violence and harassment;

(a) the term “gender-based violence and harassment” means violence 

and harassment directed at persons because of their sex or gender, or 
affecting persons of a particular sex or gender disproportionately, and 
includes sexual harassment.

2. Without prejudice to subparagraphs (a) and (b)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definitions in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may provide for a single 
concept or separate concepts.

I. Scope
2) Article 2

1. This Convention protects workers and other persons in the world of 

work, including employees as defined by national law and practice, as well 
as persons working irrespective of their contractual status, persons in 
training, including interns and apprentices, workers whose employment has 
been terminated, volunteers, jobseekers and job applicants, and individuals 
exercising the authority, duties or responsibilities of an employer.

1. This Convention applies to all sectors, whether private or public, both 

in the formal and informal economy, and whether in urban or rural areas.

3)
4) Article 3

This Convention applies to violence and harassment in the world 
of work occurring in the course of, linked with or arising out of 
work:

(a) in the workplace, including public and private spaces where they are 

a place of work;

(a) in places where the worker is paid, takes a rest break or a meal, or 

uses sanitary, washing and changing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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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uring work-related trips, travel, training, events or social activities;

(a) through work-related communications, including those enabled b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 in employer-provided accommodation; and

(a) when commuting to and from work.

I. Core principles
5) Article  4

1. Each Member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shall respect, promote and 

realize the right of everyone to a world of work free from violence and 
harassment.

1. Each Member shall adopt,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nd 

circumstances and in consultation with representative employers’ and 
workers’ organizations, an inclusive, integrated and gender-responsive 
approach for the prevention and elimination of violence and harassment in 
the world of work. Such an approach should take into account violence and 
harassment involving third parties, where applicable, and includes:

(a) prohibiting in law violence and harassment;

(a) ensuring that relevant policies address violence and harassment;

(a) adopting a comprehensive strategy in order to implement measures to 

prevent and combat violence and harassment;

(a) establishing or strengthening enforcement and monitoring mechanisms;

(a) ensuring access to remedies and support for victims;

(a) providing for sanctions;

(a) developing tools, guidance, education and training, and raising 

awareness, in accessible formats as appropriate; and

(a) ensuring effective means of inspection and investigation of cases of 

violence and harassment, including through labour inspectorates or other 
competent bodies.

3. In adopting and implementing the approach referred to in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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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is Article, each Member shall recognize the different and 
complementary roles and functions of governments, and employers and 
workers and their respective organizations, taking into account the varying 
nature and extent of their respective responsibilities.

6) Article 5
With a view to preventing and eliminating violence and harassment 

in the world of work, each Member shall respect, promote and 
realize 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namely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effectiv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the effective abolition of child labour and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in respect of employment and 
occupation, as well as promote decent work.

7) Article 6
Each Member shall adopt laws, regulations and policies ensuring 

the right to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occupation, including for women workers, as well as for workers and 
other persons belonging to one or more vulnerable groups or 
groups in situations of vulnerability that are disproportionately 
affected by violence and harassment in the world of work.

. Protection Ⅲ and prevention
8) Article 7

Without prejudice to and consistent with Article 1, each Member 
shall adopt laws and regulations to define and prohibit violence and 
harassment in the world of work, including gender-based violence 
and harassment.

Article 8
Each Member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violence 

and harassment in the world of work, including:
(a) recognizing the important role of public authorities in the case of 

informal economy workers;

(a) identifying, in consultation with the employers’ and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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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s concerned and through other means, the sectors or 
occupations and work arrangements in which workers and other persons 
concerned are more exposed to violence and harassment; and

(a) taking measures to effectively protect such persons.

9) Article 9
Each Member shall adopt laws and regulations requiring employers 

to take appropriate steps commensurate with their degree of control 
to prevent violence and harassment in the world of work, including 
gender- based violence and harassment, and in particular, 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to:

(a) adopt and implement, in consultation with workers and their 

representatives, a workplace policy on violence and harassment;

(a) take into account violence and harassment and associated psychosocial 

risks in the managemen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 identify hazards and assess the risks of violence and harassment, 

with the participation of workers and their representatives, and take 
measures to prevent and control them; and

(a) provide to workers and other persons concerned information and 

training, in accessible formats as appropriate, on the identified hazards and 
risks of violence and harassment and the associated prevention and 
protection measures, including on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workers 
and other persons concerned in relation to the policy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of this Article.

. Enforcement Ⅳ and remedies
10) Article 10

Each Member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a) monitor and enforce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violence 

and harassment in the world of work;

(b) ensure easy access to appropriate and effective remedies and safe, 

fair and effective reporting and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and 
procedures in cases of violence and harassment in the world of work,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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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plaint and investigation procedures, as well as, where appropriat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at the workplace level;

2)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external to the workplace;

3) courts or tribunals;

4) protection against victimization of or retaliation against 
complainants, victims, witnesses and whistle-blowers; and

5) legal, social, medic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measures for 
complainants and victims;

c) protect the privacy of those individuals involved and confidentiality, to 
the extent possible and as appropriate, and ensure that requirements for 
privacy and confidentiality are not misused;

d) provide for sanctions, where appropriate, in cases of violence and 
harassment in the world of work;

e) provide that victims of gender-based violence and harassment in the 
world of work have effective access to gender-responsive, safe and effective 
complaint and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support, services and 
remedies;

f) recognize the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and, 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mitigate its impact in the world of work;

g) ensure that workers have the right to remove themselves from a work 
situation which they have reasonable justification to believe presents an 
imminent and serious danger to life, health or safety due to violence and 
harassment, without suffering retaliation or other undue consequences, and 
the duty to inform management; and

h) ensure that labour inspectorates and other relevant authorities, as 
appropriate, are empowered to deal with violence and harassment in the 
world of work, including by issuing orders requiring measures with 
immediate executory force, and orders to stop work in cases of an 
imminent danger to life, health or safety, subject to any right of appeal to a 
judicial or administrative authority which may be provided by law.

. Guidance, Ⅴ training and awareness-raising
11) Article 11

Each Member, in consultation with representative employers’ and 
workers’ organizations, shall seek to ensur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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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iolence and harassment in the world of work is addressed in 

relevant national policies, such as those concern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and migration;

(b) employers and workers and their organizations, and relevant 

authorities, are provided with guidance, resources, training or other tools, 
in

accessible formats as appropriate, on violence and harassment in 
the world of work, including on gender-based violence and 
harassment; and

(a) initiatives, including awareness-raising campaigns, are undertaken.

. MⅥ ethods of application
12) Article 12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applied by means of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as well as through collective 
agreements or other measures consistent with national practice, 
including by extending or adapting exist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easures to cover violence and harassment and developing 
specific measures where necessary.

. FinalⅦ  provisions
13) Article 13

The formal ratificat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for 
registration.

14) Article 14
1. This Convention shall be binding only upon thos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whose ratifications have been registered 
with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1. It shall come into force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ratifications of two Members have been registered with the Director- 
General.

1. Thereafter, this Convention shall come into force for any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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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its ratification is registered.

15)
16) Article 15

1. A Member which has ratified this Convention may denounce it after the 

expiration of ten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Convention first comes 
into force, by an act communicated to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for registration. Such denunciation shall not 
take effect until one year after the date on which it is registered.

1. Each Member which has ratified this Convention and which does not, 

within the year following the expiration of the period of ten years 
mention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exercise the right of denunciation 
provided for in this Article, will be bound for another period of ten years 
and, thereafter, may denounce this Convention within the first year of each 
new period of ten years under the terms provided for in this Article.

Article 16
1.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shall notify all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of the registration of all 
ratifications and denunciations that have been communicated by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1. When notifying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of the registration of 

the  second  ratification  that  has  been  communicated,  the 
Director-General shall draw the attention of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to the date upon which the Convention will come into force.

17) Article 17
The Director-General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shall 

communicate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for 
regist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full particulars of all ratifications and denunciations 
that have been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Articles.

18) Article 18
At such times as it may consider necessar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shall present to the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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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a report on the working of this Convention and shall 
examine the desirability of placing on the agenda of the Conference 
the question of its revision in whole or in part.

19) Article 19
1. Should the Conference adopt a new Convention revising this 

Convention, then, unless the new Convention otherwise provides:

(a) the ratification by a Member of the new revising Convention shall 

ipso jure involve the immediate denunciation of this Convention,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5 above, if and when the new 
revising Convention shall have come into force;

(a) as from the date when the new revising Convention comes into force, 

this Convention shall cease to be open to ratification by the Members.

1. This Convention shall in any case remain in force in its actual form 

and content for those Members which have ratified it but have not ratified 
the revising Convention.

20) Article 20
The English and French versions of the text of this Convention are 

equally authoritative.

The foregoing is the authentic text of the Convention duly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during its One hundred and eighth Session which was held at Geneva 
and declared closed the twenty-first day of June 2019.

IN FAITH WHEREOF  we  have  appended  our  signatures  this  
day of Jun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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