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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의도 영향 요인에 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인들은 조직 구성원이 어떻게 조직 내의 부패를 보고, 신고하려는 의도를 갖게 

되는가의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이번 조사는 내부고발 의도에 

Ajzen’s (1991)의 계획행위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적용, 그 영향 요인을 검

증해 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설문은 시험이 아니어서 정답과 오답이 없고, 모

든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해 개인 신분이 노출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분석결과도 

학술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평소 생각하신 데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바쁘시더

라도 잠시 시간을 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03.11.18.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 

 
위 조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음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parkh@post.cau.ac.kr 

 

 

 

[1-0] 만일 귀하가 조직 내부에서 부패행위를 발견한다면, 다음을 위해 얼마나 힘껏 노력할 것

입니까?  아래 해당 번호를 골라, 문항의 왼쪽 괄호 안에 적어 주십시오. 

 
전혀 아니다     ←          →          매우 힘껏 그럴 것이다 
○1        ○2        ○3        ○4        ○5  

 

(    )  나는 그것을 외부의 적절한 기관에 신고할 것이다. 

(    )  나는 그것을 조직 내에 있는 적절한 사람에게 보고할 것이다. 

(    )  나는 조직 밖에 있는 신고채널을 이용해 그것을 신고할 것이다. 

(    )  나는 조직 내의 보고채널을 이용해 그것을 보고할 것이다. 

(    )  나는 조직 상층부가 그것을 알도록 할 것이다. 

(    )  나는 외부기관에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  나는 국민들이 그것을 알도록 할 것이다. 

(    )  나는 상관에게 그것에 대해 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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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 나를 잘 이해하는 동료들에게 그것에 관해 고충을 털어 놓을 것이다. 

(    )  나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그것을 얘기할 것이다. 

(    )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직접 나서서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    )  나는 아마도 그러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침묵할 것이다. 

(    )  나는 부패행위자에게 그것을 그만두도록 충고할 것이다. 

(    )  나는 못 본 척할 것이다. 

 
 
[2-1] 귀하는 조직 구성원의 내부 부패행위의 보고(신고)에 대한 다음 주장에 얼마나 (그렇다

고) 동의하십니까? 아래 해당 번호를 골라, 문항의 왼쪽 괄호 안에 적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         →       매우 그렇다 
○1        ○2        ○3        ○4        ○5  

 

(    )  내부고발은 조직에 보다 큰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    )  조직 내의 부패행위 보고(신고)는 부패 통제에 필요하다. 

(    )  내부고발은 공익을 증진시킨다. 

(    )  공직사회에서 부패 보고(신고)는 모든 직원의 의무이다. 

(    )  내부고발은 도덕적으로 옳다. 

 

 

[2-2] 귀하가 조직 내 부패행위를 보고(신고)한다면, 다음은 귀하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래 해당 번호를 골라, 문항의 왼쪽 괄호 안에 적어 주십시오. 

 
매우 중요하지 않다 ←       →         매우 중요하다 
○1        ○2        ○3        ○4        ○5  

 

(    )  나의 소속 조직이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사전 예방 

(    )  부패의 통제 

(    )  공익 증진 

(    )  공직자로서의 의무 이행 

(    )  내면의 도덕적 요구에 대한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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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조직 내의 부패행위를 보고(신고)한다면, 다음 사람들은 귀하의 그러한 행위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으로 보십니까?  해당 번호를 왼쪽 괄호 안에 적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          →     매우 그럴 것이다 
○1        ○2        ○3        ○4        ○5  

 

(    )  가족 구성원들 

(    )  직장 동료 

(    )  직속 상관 

(    )  친구 

(    )  이웃들 

 

[3-2] 귀하는 다음 사람들이 귀하가 그러한 부패행위를 보고(신고)하도록 얼마나 용기를 

북돋아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번호를 골라, 왼쪽 괄호 안에 적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        →       매우 그럴 것이다 
○1        ○2        ○3        ○4        ○5  

 

(    )  가족 구성원들 

(    )  직장 동료 

(    )  직속 상관 

(    )  친구 

(    )  이웃들 

 

[3-3] 귀하는 다음 사람들이 귀하의 부패행위 보고(신고)를 얼마나 지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번호를 골라, 왼쪽 괄호 안에 적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        →       매우 그럴 것이다 
○1        ○2        ○3        ○4        ○5  

 

(    )  가족 구성원들 

(    )  직장 동료 

(    )  직속 상관 

(    )  친구 

(    )  이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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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 사람들이 귀하가 조직 내 부패행위를 보고(신고)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는 귀하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해당 번호를 골라, 왼쪽의 괄호 안에 적어 

주십시오. 

매우 중요하지 않다   ←        →       매우 중요하다 
○1        ○2        ○3        ○4        ○5  

 

(    )  가족 구성원들 

(    )  직장 동료 

(    )  직속 상관 

(    )  친구 

(    )  이웃들 

 

 

[4-1] 만일 귀하가 조직 내 부패행위를 발견하고 이를 보고(신고)한다면, 다음 일이 얼마나 

일어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해당 번호를 골라, 왼쪽 괄호 안에 적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       →   매우 그럴 것이다 
○1        ○2        ○3        ○4        ○5  

 

(    )  나의 조직은 각 단계마다 나의 보고(신고)를 방해(또는 무시)할 것이다. 

(    )  내가 보고(신고)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은 너무 커 견뎌내기 힘들 것이다. 

(    )  내가 보고(신고)한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데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    )  나는 조직으로부터 보복을 받게 될 것이다. 

 

[4-2] 귀하가 부패행위를 보고(신고)한다면, 다음은 귀하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래 해당 

번호를 골라, 문항의 왼쪽 괄호 안에 적어 주십시오. 

 

매우 중요하지 않다   ←         →        매우 중요하다 
○1        ○2        ○3        ○4        ○5  

 

(    )  나의 보고(신고)에 대한 조직의 방해나 무시 

(    )  보고(신고)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 

(    )  부패행위를 시정할 낮은 가능성 

(    )  조직의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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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응답자 특성 파악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은 통계로만 처리되어 개인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 

○1 남자  ○2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    ) 

 ○1  20 대  ○2  30 대  ○3  40대  ○4 50대 이상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    ) 

 ○1  고졸 이하  ○2  전문대졸, 대재  ○3  대졸  ○4  대학원 재학, 졸업 

(4) 귀하의 근무(재직) 년 수는? 

(      )년  (      ) 개월 

 

 

귀중한 시간 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