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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가이드 - 제 2 부 – 내부고발자 보호법 

 
Introduction 

내부고발 가이드 두번째 파트에서는 공익 정보공개법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8, 'PIDA') 이 내부고발자에게 제공하는 보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정보공개법, 즉 PIDA는 회사의 사업활동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거나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은 개인을 보호하는 역

할을 합니다.  

어떤 종류의 고발이PIDA 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는 저희 웹사이트에서 내부 고발 가이드 첫번째 파트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Protection - Dismissal and detriment 보호 – 해고와 부당처우 

개인이 protected disclosure(보호받을 수 있는 고발 – 자세한 설명은 첫번째 파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고발로 인한 해

고와 부당 처우로부터 보호됩니다. 즉 개인이 내부 고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터에서 괴롭힘 당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개인이 PIDA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기 위해 최소 근무 기간 조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

인 부당해고로 회사를 고소해야 할 피고용인의 근무 기간이 2년을 넘지 못할 경우 종종 PIDA에 따른 부당처우를 주장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에 기반하여 자동 부당해고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The reason for the treatment 처우 이유 

개인이 고발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또는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는지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내부고발이 당사자의 모든 행

동에 면죄부를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용인이 회사 금고로부터 고용주가 보건안전법규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훔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피고용인은 

정보 공개가 아닌 보안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피고용인은 고발로 인한 부당해고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고용주는 징계 

이유가 고발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다른 예로 실적이 부진한 피고용인이 실적으로 인해 징계를 받는 와중에 내부 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는 부진

한 실적으로 인해 적법하게 처리된 사안이며 피고용인의 능력 부족으로 인한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용인은 자신이 고발로 인해 징계를 받

거나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해고에 이르기까지 부진한 실적과 직원 관리 과정을문

서로 잘 기록해 두지 않은 이상 법정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개인이 내부 고발을 함으로써 부당 처우를 받거나 해고를 당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문서기록을 검토하고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린 관리자에게 질문을 해야할 것입니다. 판사를 설득하지 못할 경우, 예를 들어 실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가 불명확하거나 비논리적일 

경우, 판결이 고용주에게 불리하게 내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내부고발로 인한 부당 해고의 보상금에 상한선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매

우 값비싼 대가가 될 것입니다.  

 

Guidance for employers 고용주가 알아야 할 점  

평범한 경영 인사 결정에 불만을 품은 피고용인이 내부 고발자 보호법에 의존하는 경우는 고용주의 상상 이상으로 빈번합니다.  앞서 언급한 

protected disclosure를 한 피고용인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경영 인사 결정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기록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 결정을 리뷰하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If you have any queries about whistleblowing, or would like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our 
Employment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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