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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행정상 공표의 하나로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사항공개는 법률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특정정보를 행

정기관이 직접 또는 인터넷이나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인

적사항공개제도는 의무위반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의무위반자에게 그의 의무위반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제재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적사항공개는 헌법

이 보장하는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는 물론 개인정보보호라는 법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 그 자체

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행정상 인적사항공개제도가 갖는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향후 인적사항공개제도의 효율적인 정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Legal exa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f administ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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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to be carried out in one of the Administrative Publicity, Administrative agency

as specific information about the person who has violated the obligation imposed by the law is an unspecified

number people know is through the direct or Internet media it is to be disclosed in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This is, indirect sanctions so as to fulfill its obligations by the addition of psychological pressure that exposes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fact that in breach of his obligations to the breach of duty and it has been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know it is a means. However, publication of these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of

the moral rights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an individual, of course, not only a matter of law tha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has continued also doubts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As a

result, in this paper, to discuss legal issues with the disclosure of management personal information and its

improvement measures, and expected to be able to take advantage of the efficient development of the future of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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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설

2015년 국민의 법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

회에 일반화되어 있는 ‘법대로 살면 손해’라는 의식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된 의

무를 회피하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고, 이렇게

의무를 회피하는 이유의 하나로 ‘법을 지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모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라는 인식

이 자리하고 있다[13].

그동안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된 의무의 이행을 확

보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 의해 시행되었던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 등 행정상

강제제도는 행정행위의 다양성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

하였다[5]. 이러한 이유에서 행정목적에 상응하는 의

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 행정상 의

무불이행이나 불복종 등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적 규제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그 의무위반자나

불복종자의 성명을 포함한 일정사항을 행정기관이 공

표하는 행정상 공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

하여 법률이나 조례1) 등에 근거하여 도입·실시되고

있다.

행정상 공표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는 인적사항공개

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세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

자, 임금체불사업주, 국민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요양기관, 병역의무기피자 등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얄미운 행위들이라고

할 수 있다[12].

이러한 얄미운 행위에 대한 인적사항공개는 의무위

반자의 특정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그의 의무위반 사실

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

하여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간접적 제재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7].

이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의 부정적인 정서를 반영

하여 의무불이행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더라도 사

회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이유에서 찬성하는 입장

도 있지만, 인적사항공개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1)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제2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을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 비록 의무를 이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헌법

이 보장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즉 기본권 침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11].

인적사항공개는 인터넷 등 SNS의 발달에 따라 행

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효과적 제재수단으로 기능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 공개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3].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인적사항공개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바탕

으로 이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인

적사항공개의 의의와 현황 그리고 인적사항공개의 문

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2. 인적사항공개의 개념

행정상 공표는 행정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직접 또는 인터넷이나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

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외부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2].

그리고 이와 같은 행정상 공표는 그 목적에 따라

① 부정·부당한 행위의 사전예방, ② 행정의 투명화·

공개화, ③ 공적 인지, ④ 피해의 확대 방지와 경고,

⑤ 주민 참여, ⑥ 행정기관의 공정성·공개화, ⑦ 의무

이행수단, ⑧ 행정지도의 실효성 확보 등 의무이행 이

외의 목적을 위한 수단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15].

이와 같은 행정상 공표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는 인

적사항공개는 2003년 12월 30일 개정 국세기본법 제85

조의5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관한 근거 규정

이 신설되면서부터 도입되었다.

2.1 인적사항공개의 의의

인적사항공개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의무위

반자에 대한 특정정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여

여론을 통해 의무위반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자극함으

로써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행정상 제재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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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인적사항공개의 유형

인적사항공개제도를 연좌형, 비리형, 정치공세형,

처벌공시형, 예고형, 독려형 등으로 나누는 견해도 있

지만[12], 일반적으로는 비난형, 처벌공시형, 처분예고

형으로 유형화하고 있다[9][11].

2.2.1 비난형

비난형은 공개대상이 되는 의무위반자가 사회적으

로 비난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방

식이다. 이 방법은 일반시민들의 의무이행에 대한 공

감대를 바탕으로 의무위반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이끌어 내어 사회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이 특징이다

[9].

이 방법은 대부분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만 인적사

항공개대상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받게 된다.

2.2.2 처벌공시형

처벌공시형은 의무불이행자가 경제적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았음을 알리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인적사

항공개에 따라 새로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고, 경

제적 불이익이나 처벌 결과를 공개하거나 처벌에 부

수하는 마무리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 등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거나,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의 이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나 신

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불이익을 받게 하거나, 법

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출국금지를 하는 등 인적사항

을 공개함으로써 공개의 효과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

라 새로운 불이익이 시작된다는 특징이 있다[8][12].

2.2.3 처분예고형

처분예고형은 행정기관이 의무불이행자에 대하여

의무불이행에 따른 처벌을 미리 예고하고 유예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거나 일정한 소명이 있을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2)는 뜻을 유보하면서 인적사항을 공

2) 국세․지방세․관세․국민건강보험료의 고액․상습체납

자, 병역의무기피자의 경우 인적사항공개 대상자에게 대상

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주고,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

난 후 인적사항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개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법집행 이전 단계에서 행

해 질 수는 있지만 반드시 법집행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2.3 인적사항공개의 법적 성격

행정기관이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국세 고액·상습체

납자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지방세 고액·상

습체납자의 경우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관세의 고

액·상습체납자의 경우는 관세법 제116조의2, 체불사업

주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국민건강보험료

의 고액·상습체납자와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요양기

관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와 제100조, 병역

의무기피자의 경우는 병역법 제81조의2에 근거하고

있는 것처럼 각각 법률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다.

이와 같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이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행위 자체는 의무불이행자의 인적사항과 의

무불이행 사항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데 불과한

통지로서의 행위일 뿐 특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2][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사항공개대상자의 입장에

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인 가치

가 침해되는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는 처벌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11]. 즉 행

정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행위

자체는 직접적인 행정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을 유도한다는 점에

서 볼 때에는 넓은 의미에서 행정상 제재에 해당한다

고 할 수 있다[11].

2.3.1 학설

인적사항공개행위의 법률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공

개대상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점에서 공개에 따른

권리구제 방법을 논의하는 전제가 되며[9], 이에 대해

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4항, 지방세

기본법 제140조 제3항, 관세법 제116조의2 제3항․제4항, 국

민건강보험법 제83조 제3항, 병역법 제81조의2 제3항),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2항).



92 융합보안 논문지 제16권 제6호 (2016. 10)

제1설은 인적사항공개를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보

면서도 인적사항공개를 비권력적으로 보아야 하는 근

거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제2설은 인적사항공개가 행정기관에 의해 일방적

으로 행하여진다는 점과 그로 인하여 공개대상자의

명예, 신용 또는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는 것을 근거

로 권력적 사실행위로 본다.

제3설은 인적사항공개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구분하

여 제재수단으로서의 공개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고,

정보제공수단으로서의 공개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본다[2]. 그러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목적이나 실효

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인적사항공개가 제재를 전제로

하는가 아니면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가를 명확하

게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15].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로는 첫째, 행정기관이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행위의 목적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외관상으로는 동일하다는 점, 둘째, 제재를 목적으로

한 인적사항공개라고 하더라도 제재로서의 기능을 가

질 뿐만 아니라 정보제공으로서의 기능도 있다는 점,

셋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인적사항공개라고

하더라도 의무위반 사실 등이 공개되었을 경우에 재

제를 목적으로 하는 인적사항공개와 마찬가지로 사회

적 제재를 받게 된다는 점, 넷째, 동일한 인적사항공

개에는 제재로서의 목적과 정보제공으로서의 목적이

라는 두 가지의 목적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2.3.2 소결

인적사항공개가 특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직접적

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사실행위

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9]. 다만, 권력적

사실행위인지 아니면 비권력 사실행위인지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도 행정상의 사실행위가 권력적 사

실행위인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상 사실

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 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

대방의 의사·관여 정도·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경

위, 법령에 의한 명령·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

위가 행하여 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3)

인적사항공개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명예형적

인 성격을 갖는 한편 비록 간접적이라고는 하지만 행

정제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권력적 사

실행위로서의 성격도 갖는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고 본다[7][9]. 다만 제재수단이 아닌 단순한 정보제공

수단으로서의 인적사항공개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2].

3. 인적사항공개제도의 법률적 문제

행정기관에 의한 인적사항공개는 불특정 다수인에

게 특정인의 의무불이행이라는 사실을 알려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면서 국민에게는 행정행

위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기대가능성이라는 법률의 안

정성을 도모한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사항공개

제도에 대해서는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보호와 함께

공개의 한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제도 그 자체의 실

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법률적인 문제로서 헌법과 정보보호관

련법령에 따른 문제와 함께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검토한다.

3.1 헌법상 기본권에 따른 문제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

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고 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법률에 의하여 유보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 의한 인적사항공개가 헌법이 보

장하는 기본권 침해인가 아니면 법률유보조항에 의하

여 제한할 수 있는 권리인가가 문제가 된다.

3.1.1 인격권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3) 헌법재판소 1994. 5. 6. 89헌마35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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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인격권과 행

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7조는 “모든 국

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프라이버시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인격권은 생명, 신체, 건

강, 명예, 성명, 초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향

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제1문에

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과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근거 규정으

로 하여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도 ‘개인정보자기통제권’

이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통제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

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

에 관하여 스스로 통제·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

다고 하고 있다.4)

이렇게 볼 행정기관의 인적사항공개가 비록 법률에

근거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의무불이행자의 입장에서

는 자기통제권을 벗어난 개인정보의 공개는 자신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헌법 제10조에

의한 인격권의 제한이라고 할 것이다.

3.1.2 양심의 자유․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또는 종교의 자유는 인적사항공개제도

에 대해서 보편적 타당성을 갖는 문제는 아니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기피자의 인적사항공개에 대

한 검토에서는 필연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는 문제

이다.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

다.”고 하고,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

유를 가진다.”고 하여 양심의 자유와 종교를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4) 헌법재판소 2005. 5. 25. 99헌마513 전원재판부.

인간내면의 확신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9조가 규정

하는 양심은 신앙과 같은 선상에 위치하고 있고, 양심

은 종교적 동기에서 부여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범

위 내에서 양심과 신앙을 구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종교에 근거한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이른바 ‘양심

적 병역거부자’인 병역의무기피자의 인적사항을 공개

하는 것은 헌법 제19조에 의한 양심의 자유와 제20조

에 의한 종교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결정)의 자유, 양심유지의

자유, 양심실현의 자유를 그 내용을 하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를 거부할 소

극적 양심실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한다[6]. 이렇게

볼 때 양심실현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나 다

른 헌법적 질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

2항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양심에 반하더라도 병역의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도 있다.

대법원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자에

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하여 양심

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5)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으로 “입법자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

이나 법적 의무의 개별적인 면제와 같은 대안을 제시

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 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입법을 권고하였

다.6) 국가인권위원회도 2005. 12. 26. 양심적 병역거

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권고 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대체복무제의 도입 그리고 대체

복무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기구와 절차의 수립 등을

권고하였다.

3.1.3 기본권의 충돌

인적사항공개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프라

이버시권이 충돌하는 문제가 제기된다[7]

5)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6) 헌법재판소 2004. 8. 26. 2002헌가1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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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인적사항공개는 법률이 규정한 의무위반사항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여 대상자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훼손을 경고함으로써 실효를 거두려는 제도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가 문제된다[5].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적사항공개의 필요성과 개

인의 프라이버시권 사이에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는 견해이다. 즉 프라이버시권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

고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인적사항공개는 개인의 인권과 국민

의 알권리 등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공개의

필요성과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권 사이에서 이익형량

의 범위 내에서 인적사항공개가 허용된다고 한다[5]

[7].

다만 의무위반과 관계가 없거나 공개된 인적사항을

언론기관이 취재하여 보도하는 경우에는 언론기관의

표현의 자유나 국민의 알권리와 공개대상자의 프라이

버시권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3.2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제점

개인정보보호법 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개인정보

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

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은 제3조에서 “공공기

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2.1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

개인정보보호법 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의 유출·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

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정보보호

법 은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과 제17조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근거

로 하여 우리나라 헌법에서 ‘개인정보자기통제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선언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2.2 개인정보자기통제권의 제한

이와 같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헌법에 근거한 독

자적인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가 무조건적이

고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정보주체의 권리는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

는 아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기 때문에 국방,

경찰, 수사, 재판, 조세 등을 위한 공권력의 발동과 관

련하여 또는 타인의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

를 제한될 수 있다.

공권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조사와 저

장, 제공, 공개 등은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에는 반드시 법

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처리

를 허용하는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그 법률은 법치국

가의 원리에 의하여 명확성원칙에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디까지나 우리 법률체계에서 개인의 정보에 대한

원칙은 개인정보자기통제권이며, 개인정보의 공개 즉

인적사항공개는 오직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그

리고 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명확한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다. 다만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정보처리의 방식

과 내용 등에 따라 수권 법률의 명확성 요구의 정도

는 달라질 수는 있다는 것이다.

4. 인적사항공개제도 운영의 문제

4.1 실효성과 비례의 원칙

선행연구에 의하면 국세나 지방세의 고액·상습체납

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는

고액·상습체납자가 거의 없다고 한다[10].

인적사항공개는 인적사항공개를 통하여 달성하고

자 하는 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

한 수단이어야 하며, 공개대상자가 입게 될 피해가 최

소화되어야 한다[5].

다시 말하면 인적사항공개에 따라 침해되는 의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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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자의 인격이나 프라이버시는 정신적·비재산적 이익

이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비하여 중대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적사항공개를 위한 의무

위반자의 정신적·비재산적인 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공적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적 이익에는 단

순히 질서유지와 같은 공익만이 아니라 의무이행자와

의 형평성이라는 가치가 고려되어야 한다[4].

한편, 병역법은 인적사항공개대상이 되는 병역의무

기피자를 병역의무자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

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거나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같은 법 제81조의2

제1항 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 재징병검

사,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같

은 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

무요원 소집이나 교육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같은 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적사항공개대상이 되는 병역의무기피

자 중에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이른바 ‘양심적 병

역거부자’ 6,090명 중에서 형이 확정된 자가 5,695명

(징역 5,669명, 집행유예 26명)으로 93.5%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들은 비록 인적사항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

인다[14].

4.2. 절차의 적정성 문제

행정행위의 적정성은 절차적(procedural) 적정성과

함께 실체적(substantive) 적정성을 갖추어야 한다.

행정기관에 의한 인적사항공개는 일반적으로 행정

기관에 의한 공개대상자선정과 1차심의위원회, 2차심

의위원회를 거쳐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절차로 진행되

고 있다.

4.2.1 위원회의 지위

인적사항공개를 규정한 근거법률에 따라 행정기관

은 공개대상 요건을 갖춘 자들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병역법에서는 각각 국

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병역의무기

피공개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들 위원회에

서 심의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인적사항을 공

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

정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 병역법에서는 각

각 인적사항을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때에는 인적사

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각각 규정7)하고 있기

때문이다.

4.2.2 공개 방법

인적사항은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이

나 게시판,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

에 게시하는 방법으로,8) 지방세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관보 또는 공보 게재, 행정자치부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

는 방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9) 병역의무기피자의 인적사항은

병무청 또는 관할지방병무청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

개하도록 하고 있다.10)

이와 같이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방법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공개기간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망이나 인터넷홈페이지

를 통한 인적사항의 공개는 초고속정보화사회에서는

자칫 한 인격체의 종말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견해는

쉽게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여 심의윈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였다고 주장하겠

지만 이른바 ‘잊혀 질 권리’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

을 때에 그 대상자는 너무 큰 고통을 받게 될 수도 있

다는 것이다[8].

7)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다목, 지방세기본

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3호, 병역법시행령 제160조 제1

항 제2호.

8)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5항.

9)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제4항.

10) 병역법 제81조의2 제1항, 병역법시행령 제16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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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이중처벌에 대한 문제

인적사항공개가 형벌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다

고 하여 행정벌이라는 근거도 부족하지만 정보화사회

에서 SNS가 갖는 역기능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처

벌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고 할 것이다[12].

행정기관에 의한 인적사항공개는 명목상으로는 행

정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촉구한다는 목적을 갖지만 그 이면에는 제재를 예고

하거나 제재를 위한 절차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제재

수단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질서벌에

포함된다고 한다. 즉 의무불이행자의 인적사항을 공개

하여 의무불이행자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

여 질서유지를 꾀한다는 점에서 행정벌에 속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적사항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헌법원리에

부합하는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 등의 한계를 분명하

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12].

5. 결 론

행정기관은 질서유지라는 공익적인 입장에서 법률

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

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의무위반을 제

거하여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동안 행정기관은 의무위반행위가 있을 때 대집

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 등 행

정상 강제제도를 통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였지만 현

대행정에서는 이와 같은 전통적인 수단만으로 의무이

행을 확보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인적사항공개제도 등 행정상 공표제도가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롭게 등장하였

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가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가 규정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자기통

제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선언하였다. 다

만, 이와 같은 개인정보자기통제권이 비록 헌법이 보

장하는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

요할 때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은 분명한 것이

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기본

권의 보장과 공공복리라는 측면에서 상당성의 원리와

적정성의 원리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행정행위의 합목적성보다는 인적사항공개가

의무위반자에게 미칠 수 있는 낙인에 대한 충분한 검

토가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심의

하게 되는 심의위원회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즉

심의기관으로서의 형식적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아니

면 의결기관으로서의 권위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둘째, 최종적인 공개에 앞서 그 적법성이 아닌 정

당성 여부를 신속하게 심사할 수 있는 사법(司法)절차

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일단 인적사항이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일

정기간이 경과하거나 의무이행이 있었을 때에 공개된

인적사항을 말소하여야 할 행정기관의 의무와 함께

‘잊혀 질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행정기관에 의한 인적사항공개제도가 공공질

서를 위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사행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은 물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률 그리고 인

적사항공개제도를 규정한 법률까지도 원칙적으로는

개인의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보화 사회에서 일단 공개된

정보는 정보를 공개한 목적 이외의 방법으로 제삼자

에 의하여 남용되거나 악용되고 있음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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