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핫라인, 내부고발프로그램

3.1 핫라인의 개념
핫라인 또는 휘슬블로잉(whistle blowing, 조직 또는 조직
내부 구성원의 불법, 비윤리적,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등
에 대해 전보를 신고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로 내부신고제도, 내
부고발제도, 공익제보제도)이라고 하는 내부 혹은 외부의 제보
시스템은 리스크 관리 도구에서 빠지지 않는다. 핫라인이 기업
내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한다. 실제
핫라인을 구축해 주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컨설팅 업체도 많
다. 핫라인과 같은 제보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것
은 리스크 관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
니다.

3.2 핫라인의 한계
핫라인은 윤리경영을 위한 도구로도 필수적인 것으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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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서도 반드시 포함되는 것
이지만, 실제로 핫라인이 효과를 거두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많은 회사가 핫라인을 설치해 두지만 실제 핫라인을 통해 중요
한 정보를 획득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의 장식에 불과
한 경우도 허다하다.
가장 큰 이유는 익명성의 보장에 대한 신뢰가 약하기 때문에
괜히 핫라인을 통해 부정행위를 제보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
을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직원이라면 인사상 불이익을, 협력회
사인 경우에는 거래중단을 포함한 지속적인 거래관계에서의 불
이익을 염려할 수밖에 없다. 일반 고객의 경우엔 기업 내부의 부
정을 알기 어렵다.

3.3 핫라인의 성공 요건
핫라인의 성패는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인
데, 이 부분을 아무리 회사에서 신경을 쓰더라도 구성원들의 신
뢰를 얻어내기 어렵다는 것이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 시스템은 그저 장식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이고, 때론 실적을 쌓기 위해서 그저 건수만 채우는 일이 발생
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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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을 고려하면 완벽한 익명성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거
나, 비밀이 보장된다고 구성원들에게 납득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이런 제보로 인해 보복받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
솔직하게 털어놓으라고 격려받을 때에 망설여지는 가장 큰
이유는 솔직하게 얘기한 것으로 인해 후환이 두렵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직장회식자리에서 상사가 이 기회에 자기에 대한 불만
이 있으면 다 털어놓으라고, 다 들어주고 반영하겠다고 얘기할
때 순진하게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 직
장생활의 불문율이 되었을까. 솔직하게 얘기하더라도 후환이 없
다는 것, 즉 ‘비보복 원칙’이 기업문화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핫라인의 성공가능성을 훨씬 더 높이는 길이다.
핫라인과 관련하여 이 시스템을 회사 내부에 둘 것인가 아니
면 외부에 맡길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비용 절감
을 이유로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서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고 그
들의 메시지, 음성이 자동화된 시스템에 기록되거나 혹은 그 리
포트를 수령하기 위해 할당된 동료에게 얘기해야 한다면 “비밀
스럽고 익명이어야 할” 제보의 본질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또한 핫라인을 통해 제보된 내용과 관련하여 회사는 즉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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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 제보가 사실이 아닌
경우라도 즉각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가 알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핫라인이 활용되려면, 그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그리
고 효과적으로 회사 내에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종국적으로, 목표는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이 그들이 솔직히
드러내도록 격려되고 있다는 것, 법규 위반의 우려를 보고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핫라인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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