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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에 위치한 National Whistleblower Center는 공
익신고자 보호법 분야를 선도하는 
비정부단체(NGO)입니다. 우리는 30년이 넘게 공익제보자들
을 보호하고 그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작업을 해왔습니
다. 

Korean

공익제보자는 부패, 공무원의 뇌물수수, 야생 동물 범죄 및 기타 법률 위반 행위 등을 종종 개인의 위험을 무릅쓰
면서까지 해당 당국에 제보하는 개인을 뜻합니다. 어떤 법률 하에서는, NGO들도 "공익제보자"로 간주됩니다. 

공익제보자들의 참여는 야생동물 밀매의 근절에 커다란 힘이 됩니
다. 
최근 몇 년 동안 야생 동물 범죄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이는 여러 
국가의 보안과 안정성을 위협해 왔습니다. 
야생동물 밀매는 그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다하는 국제적인 산업이지만, 그에 따른 체포 및 유죄판결률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내부자로서 내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것은 야생동물 관련 범죄의 추적 과
정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또한 효과적인 법 집행 및 개인의 준법정신을 강화하고 멸종 위기에 놓인 동
물들을 구할 것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위한 보상  
외국 공무원의 뇌물수수를 제보한 국제적 공익제보자들은 
미국의 보상법에 따라 3천만 달러 이상을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공해에서의 해양 오염을 보고한, 미국인이 아닌 
공익제보자들에게 3천 1백 8십만 달러를 지불하기도 했습니
다. 

NWC의 글로벌 야생동물 공익제보자 프로그램(Global 
Wildlife Whistleblower Program)은 밀매 및 기타 야생동물 
범죄를 제보하도록 내부자들을 장려하기 위해, 레이시법
(Lacey Law),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 Act), 
부정청구법(False Claims Act) 등과 같은 법률의 공익제보자 
규정을 사용합니다. 

공익제보자란? 

“ 미국 정부는 공해에
서의 해양 오염을 보
고한, 미국인이 아닌 
공익제보자들에게 3
천 1백 8십만 달러를 
지불하기도 했습니
다. 

NWC의 글로벌 야생동물 공익제보자 프로그램(Global Wildlife Whistleblower Program)은 미국 지리학 협회
(National Geographic Society), 스미소니언 협회(Smithsonian Institution) 및 
TRAFFIC 등과 협력하는 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사업인  '2016년 야생동물 범죄 기술 
챌린지(2016 Wildlife Crime Tech Challenge)'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와일드캣 재단
(Wildcat Foundation)에서도 상당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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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 범죄 증거의 제보 
귀하가 불법 행위를 직접 알고 있고 또한 해당 불법 활동을 확인해주는 문서를 가지고 있다면, 야생 동물 범죄에 
대해 공익제보를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목격한 야생동물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고 조직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 집행 기관들은 구체
적인 증거가 뒷받침될 때에 그 정보들을 조사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미국 법률에서는 야생동물 범죄와 싸우기 위하여 설
계된 강력하고 국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조항들이 있
으며, 이에는 공익제보자를 위한 탄탄한 보상 규정도 
포함됩니다. 

이런 보상 법률들은 동물, 물고기, 식물 및 멸종위기
종을 미국으로의, 또는 미국인들이나 미국 관련 회사
들에 의한 불법 수확, 밀매 및 수입으로부터 보호하
기 위한 주요 야생동물 법률의 위반을 적발하는 전 
세계의 공익제보자들을 지원합니다. 

NWC의 글로벌 야생동물 공익제보자 프로그램
(Global Wildlife Whistleblower Program)은 전 세계
의 개인들이 야생동물 범죄를 보고할 수 있는 안전하
고 완벽히 기밀한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며, 추후 
이들이 미국 당국에 자신의 제보를 제출하고 해당하
는 미국 법률에 따라 보상을 신청하는 데 도움을 받
을 수 있도록 변호사들과 공익제보자들을 연결해줍
니다. 

 공익제보자를 위한 보상 및 보호 

www.whistlelowers.org/wildlife 

help@whistleblowers.org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야생동물 보호 법률 위반에 대한 정보를 확보한 개인이라면, 법정 대리인을 구
하여 자신의 정보가 안전하게 취급되도록 보장할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 사진
• 이메일
• 명함
• 과학 보고서
• 비용청구 기록
• 예산 및 재무 자료
• 내부 보고서

• 회의록
• 동영상 및 음성 녹음
• 과학 실험 결과
• 수송 경로 및 운송 방법
• 은행 계좌 정보
• 뇌물수수 및 돈 세탁의 증

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