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윤리경영 교육자료 (18-9차)

하지만, 인식을 전환하면 내부고발은 건강하고 발전적인 기업 문화를
이루는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게 된다. 미국에선 내부고발자를‘휘슬-

□ 윤리경영 메시지

< 화이자, 내부고발이 밝힌 전대미문의 스캔들 >

블로어(Whistle-blower: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라고 부르는데, 이는
내부고발을 단순한 윤리의 문제를 넘어 기업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내부 제보를 불순·과격분자의 소행으로 취급하지 않고

❍ 2009년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 기업 화이자가 미국에서 불법 판촉행위로 적발된
사건은 시사점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은 벌금 23억 달러(약2조8천억원)를
부과받아 미국 역사상 범법 행위에 부과된 벌금 중에서 가장 많은 액수로도
화제가 되었지만, 그와 함께 화이자의 불법 판촉 행위가 내부자의 폭로에
의해 밝혀져 큰 주목을 끌었다. 내부고발자 보호를 넘어 기업과 개인에
대한 윤리의식의 기준이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했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자랑스러운 행동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내부고발의 활성화는 가래로 막을 일을 호미로 막고 나아가 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 (내부고발이 가져온 결과) 화이자 사건은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한 의료보험 개혁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당시 오바마 정부는 화이자의
불법 판촉 적발에 대해 의료보험 소비자와 연방정부를 수탈하려드는 개인이나

❍ (불법 판촉과 내부고발) 당시 사건에서 화이자는 진통제 벡스트라와 발기부전

조직을 응징하는 정부의 노력의 결실로 규정하고 벌금을 워싱턴DC와

치료제인 비아그라, 콜레스테롤 강하제 리피토, 우울증 치료제 졸로프트 등

전국 49개 주 정부의 연방 의료보험 프로그램 예산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13종의 약품에 대해 ‘불법 판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제약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기 위해 얼마나 터무니없는

벡스트라의 경우 원래 관절염 통증을 줄여주는 용도로 쓰이는 약임에도

사기행각을 반복해왔는지를 전 세계에 알려 민간 의료보험의 폐해를 부각시키는

화이자는 약을 처방하는 의사들을 설득해 다른 증상인 혈압을 내리는 용도로도

한편, 오바마 정부가 추진한 의료보험(이른바‘오바마 케어’) 개혁의 신호탄이

사용하도록 만들었다. 약이 한 가지 효능만 있는 것이 아니며 의사가 승인된

되기도 했다. 이는 모두 화이자에서 자행되었던 부정과 불법에 눈 감지 않은

용도 이외의 증상에 처방할 수 있지만, 그런 처방을 하도록 로비하는 것은

내부 고발자들의 용기가 가져온 결과이다.

명백한 불법이다. 더구나 벡스트라는 약의 다른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된 증상 외의 다른 치료를 위해 처방돼 문제가 되었다. 아울러 화이자는
약품 판촉을 위해 세미나 명목으로 의사들을 호화 리조트로 초청해 골프와
마사지, 식사, 숙박, 왕복항공권 등 경비를 제공한 것까지 들어나 더욱 물의를
빚었다. 화이자의 불법 판촉은 화이자 소속의 6명의 내부고발자에 의해 밝혀
졌으며, 이들은 합계1억 달러가 넘는 돈을 보상금으로 받았다.
❍ (조직 차원의 딜레마) 화이자 사건은 미국 역사상 기업 범법 행위에 부과된
벌금 중 최고액이라는 점에서, 이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기업이 입은 타격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다. 때문에 화이자뿐 아니라 내부고발을
겪는 조직이라면 이를 처리하는 의사결정에 있어 많은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내부고발은 기업의 부조리를 척결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위입니다.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중요한 것은 내부고발의
긍정적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고 내부고발자와 조직을 바라보는 시선을
건강하게 바꾸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 없이 개인이 처절한
희생을 감수하며 오직 용기와 양심에 의지해 거대한 조직에 맞서는 일은
좀처럼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기업윤리브리프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