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호루라기상(공익제보 특별상)
- KT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문제 제기한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
○ 선정 사유
올해의 호루라기 특별상 부문 수상자는 제주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기했던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입니다.
이해관 위원장을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한 가장 큰 이유는, 정당한 제보로 인해 KT로
부터 무연고지인 지사로 전보 발령을 받는 등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였고 이러한 KT의
보복에 대해서 작년 9월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국민권익위원
회가 민간기업 대상 최초로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2012년 3월 KT 새노조 성명서를 통해 KT가 주관하여 작년 진행된 제주 7대 자연
경관 선정 전화투표가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이용자들에게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KT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4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거주지로부터 출퇴근 시간이 5시간여에 이르는 무연고지로 전보 발령을 문자메
시지로 일방적으로 받는 불이익을 당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민간기업 대상 최초로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KT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분야의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하는 부패방지법에 이어 민간분야의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작년 9월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기
업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어렵게 공익신고를 한 이해관 위원장을 올해의 호루라기
특별상 부문 수상자로 선정함으로써 민간부문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준법의식
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소중한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 수상자 소감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장 절박한 과제는 경제민주화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든 대통
령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으뜸 공약도 경제민주화입니다.

가히 경제민주화는 2012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 할 것입니다.
그 경제민주화의 대척점에는 대기업의 탐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거 독재정권이 권
력의 힘으로 진실을 알리는 이들의 양심적 호소를 억압하며 부정부패로 사리사욕을 채웠

다면 오늘날 대기업은 금력(돈)의 힘으로 이 사회의 양심적 목소리를 잠재우며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있습니다.
KT의 제주 7대 경관 국제전화사기 사건은 그 전형입니다. 국제전화와 아무런 인연이
없는 단순전화투표에 대해 바가지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하는 탐욕스러움, 용기를 내어 진
실을 알린 저를 비롯한 KT 새노조 동지들에게 가혹한 인사 보복을 단행하는 잔인함,
이러한 불이익 조치를 통해 많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진실을 알리는 것에 두려움 느끼게
만드는 비열함 그리고 대기업의 막강한 금력을 통해 대다수 언론으로 하여금 진실에 대해
침묵하게 만드는 교활함에 이르기까지, 왜 대기업의 탐욕에 맞선 경제민주화가 이 시대의
절박한 과제인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국가의 반양심적 행위에 맞서 많은 이들이 고난을 무릅쓰고 양
심의 호루라기를 불었고 그로 인해 군사독재를 끝장내고 정치적 민주화의 전진을 이루어
낸 것처럼 오늘날 대기업의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게 비양심적인 기업의 탐욕을 내부에
서 고발하는 용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제 앞에 KT라는 대기업의

탐욕이 여과 없이 드러났을 때 평소 생각했던 바를 용기 있게 실천했을 뿐인데 과분하게
도 이러한 수상의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진실은 늘 고난과 함께 하는 것이기에 진실의 승리가 값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KT가 제게 행하고 있는 보복조치로 인한 여러 고난에도 불구하고 마음만은 뿌듯합
니다.

아마도 진실을 위해 고난을 감수한 것에 대한 최고의 보상은 기억일 것입니다.

그냥 시간과 함께 잊혀지고 넘어갔을지 모를 사건을 끝까지 기억해주신 호루라기 재단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고난 속에서도 양심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
고 있는 KT 새노조 동지들에게 이 수상의 영광을 돌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