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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공개제도는 국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해 국민이 접근하고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의 국정감시와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민주사회 유지발전을

위한 핵심 수단이다. 그러나 정보공개는 본질적으로 재량권 감소,

정책실수에 대한 논란 소지가 있는 민감한 정보를 감추려는 행정

관료와 국정정보에 제한없이 접근하려는 정보요구자간 잠재적인

대립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1998년 정보공개법 제정 이래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보공개 청구가 크게 증가했지만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정보공개를 가로막는 강력한 힘과 경향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정기관의 실제 정보공개 거부

이유와 과정을 분석하여 정보공개를 방해하는 힘과 경향성을 규명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정보공개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기관의 정보공개율과 조직 및 기능

특성, 권력변수 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총체적 변수를

이용한 피상적인 연구에 그친 점을 알 수 있었다. 최근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행태와 관료제 요인, 기관의 권력 및 업무특성 요인, 정보 및

환경요인과의 관계 분석을 통해 정보공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비난책임회피이론, 일선관료제론 등

행정관료의 정보공개 거부 배경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으나,

정보공개 시스템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행정기관의 정보 공개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집중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정보공개법은 합법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강력한

공개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국민과 언론, 시민단체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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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정보공개요구권을 행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정보공개 실패의 이유와 배경, 그리고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이유와 대응방법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행정기관이 어떠한 법적 근거와 논리를 내세우며 적법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위법한 공개거부 처분을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1998년

부터 2015년까지의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건중 민원인이 행정

심판을 제기한데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공개하도록 인용한

총 213건의 재결에 나타난 행정기관의 거부이유와 대응패턴을 분석

했다. 사건분석을 거쳐 21개 세부 거부형태를 도출한 후 공통점에 따라

유형화한 결과 ①법정 비공개 사유형식, ②제 3자 반대 이유, ③공개

방식 위반, ④거부이유 제시 미비, ⑤정보 부존재 통지, ⑥결정 장기

지연, ⑦청구 부적격 주장 등 7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론

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①기관의 권력, 업무특성 등의 조직요인

②청구정보 유형 요인, ③청구인 요인(이해당자인지 일반국민인지,

권익구제목적인지 행정감시 목적인지) 등 3개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이에 영향을 받을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건수와 위 7개

공개거부 유형을 종속변수로 한 연구프레임을 설정했다.

이를 토대로 조직요인, 정보요인, 청구인 요인이 정보공개 거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했다. 조직요인과 정보공개

거부간 관계에 대한 하위가설로는 다음 세 가지를 설정했다. 기관의

권력이 클수록 공개거부경향이 있을 것이다. 기획기관이 집행기관

보다 공개거부경향이 있을 것이다. 국민의 관심이 큰 산업경제기능

기관이, 국가관리, 사회문화기능 기관보다 공개거부 경향이 있을 것이다.

정보유형 요인에 대해서는 수사·재판·교정 등 권력형 정보유형의

경우 정보공개 거부경향이 더 있을 것이라는 하위가설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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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청구인 요인으로는 행정감시 목적일수록 공개거부 경향이

있을 것이라는 하위가설을 설정했다.

행정기관의 위법한 정보공개 거부 213건을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앞 가설의 대다수가 지지되었다. 그러나 권력지수가 높을수록

정보공개거부 경향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권력지수와 거부건수를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검토한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행정감시 목적의 청구가 더 공개

거부성향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개인권익구제 목적의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와 동일한 거부건수를 기록함에 따라 기각되었다.

세부 연구결과, 법에 어긋나는 정보공개 거부가 많은 행정기관은

경찰청,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순이었고 이들은 권력지수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국민의 권리와 관계가 높은 기관임이 특징이었다.

그러한 기관들은 거부유형도 7개 유형중 법에서 정한 비공개사유를

이유로 한 공개거부 유형보다 정보 부존재 통지, 청구의 부적격 주장

등 더 불투명한 형태의 거부유형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요약하면, 중앙행정기관중 권력성, 기획기관특성, 산업경제기능

특성, 권익구제 목적의 청구인, 수사·재판·교정 등 권력형 정보

유형과 관련된 행정기관이 위법한 정보공개 거부를 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거부유형도 앞 7개 패턴중 법에서 정한 비공개사유를

내세우는 유형보다 정보부존재 통지, 청구 부적격 주장 등 여타

형식의 공개거부 패턴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행정기관의 조직, 정보유형, 청구인별

특성과 경향성을 고려한 불합리한 공개거부 통제방안 강구 필요성과

법에 근거도 없이 거부사유로 자주 이용되는 정보부존재 통지,

청구 부적격 등 거부유형에 대한 남용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의 반복적인 시정 재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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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동일한 형태의 위법한 정보공개 거부를 지속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강화 등 공개이행 확보 필요성이 있음을 또한

확인했다.

본 연구는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권력과 기능특징, 청구정보 유형 및 청구인 등 3개 요인의 효과를

확인하고 특히 행정기관들이 공개를 원하지 않은 예민한 정보에

대해 법적, 행정적으로 포장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의도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한데 그 의미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향후 수사

등 법에 어긋나는 정보 공개거부가 자주 발생하는 행정분야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이유 및 배경과 개선방안 강구를 위한 심층

분석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정보공개, 정보공개거부, 정보공개법, 일선관료제, 관료비밀

주의, 정보부존재

학 번 : 86921 -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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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목적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통한 권익증진과 국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혹은 국민의 요청에 따라 적극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가 허용되는 이유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이 접근하고 알 수 있도록

하는 정보공개제도는 민주주의 사회의 유지발전과 국정의 투명한 운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이다. 국정에 대한 정보공개제도의 성공적인 집행과

정착은 개방된 선진 정부의 상징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국민의

공공정보에 대한 공개 요구 및 접근 권한은 국정에 관한 비밀을 유지

하고 논란이 우려되는 민감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를 원하는 정부기관과

관료의 행정 재량권과 잠재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다.1)

이러한 상황에서 탄생·발전 해온 정보공개제도2)는 정부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공개와 행정의 투명성을 요구해온 국민들과 정책에 대한

논란 회피와 재량특권 유지를 위해 가능한 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행정관료간 갈등과 타협의 산물이다. 역사적으로 정보공개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스웨덴의 경우 시민들이 국왕의 견제에서 벗어나 의회에 제출된

행정문서를 자유롭게 열람하고 출판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우리

나라 최초의 정보공개제도도 1991년 청주시 의회에서 주민들의 시정정보

1) Ward-Hunt, C. Robert(2014). American Secrets, American Transparency :

Analysis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as implemented by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Ph. D. Thesis. l쪽

2) 법제처의 정의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스스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 보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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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구권을 규정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정보를 공개해야 할 청주시장이 법률상 근거가 없는 조례라고 맞서

재의결을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는 등

정보요구자와 제공자간 갈등을 딛고 출발했다.

최근까지도 우리 국민들의 국정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급증하고

있고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개시 공무원의 비밀

유지 의무에 따른 부담과 재량특권 축소, 논란에 따른 책임 등을 우려해

공개를 거부하거나 최소한의 공개에 그치려는 행정기관의 행태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국가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을 막는

‘관료의 종이장막’(paper curtain of bureaucracy)3)을 뚫기 위해 일찍부터

정보자유화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을 제정, 운영해온 미국에서도

법을 시행한지 50여년이 지났지만 행정기관과 관료의 저항으로 국가정보를

둘러싸고 숨바꼭질 현상(hide and seek)이 지속되면서 FOIA의 실효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4).

국정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와 수준을 둘러싸고 한편에 비밀주의를

지향하는 폐쇄형 정부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투명한 행정을 지향하는

개방형 정부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그 가운데에 정치적, 행정적, 기술적

으로 정보공개의 범위와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관료의 재량영역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재량적 영역이 주권자인 국민보다는 관료나

조직 이익의 관점에서 정보공개 등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정보를 확보하려는 국민에게 정보공개권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무기(창)가 없을 경우 기술적, 행정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보공개

3) 1966년 미국에서 정보자유화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제정시 Laird

하원의원이 사용한 용어로 John M. Katz의 The Games Bureaucrats Play:

Hide and Seek under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1970년)에서 인용했다.

4) John Dyer(2016.1.12.). Fifty years of 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

TheLead.com 편집자(2017.9.13.), Bureaucrats refusing to release FOIA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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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 기법(방패)으로 무장한 관료의 종이장막(방패)을 뚫고 국민이

원하는, 그러나 관료나 행정기관은 공개를 원하지 않는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정 정보공개를 둘러싸고 장막

으로 작용하고 있는 행정관료의 재량공간을 축소, 통제하여 공개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고 정보공개를 촉진함으로써 투명한 행정, 개방형

정부를 이루는 것이 정보공개법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일 것이다.5) 비밀

주의 성향을 보이는 현실상의 정부와 정보공개법이 목표로 하고 있는

행정투명화를 추구하는 개방형 정부 사이에 관료의 재량공간(장막)이

존재하고 있어 관료의 공개저항 극복 여부가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개념적으로 그려보면 < 그림 1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그림 1 > 정보공개제도 목표 및 동학(dynamics) 개념도

비밀주의 추구             정보공개제도               행정투명화추구

(정보 감추기)             (공개저항 극복)              (정보 공개)

이와 같은 정보공개 메커니즘과 국내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강력한

정보공개촉진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들의 위법 부당한 정보

공개 거부가 계속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그럴까? 그리고 국가를

불문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처럼 정보공개를 둘러싸고 정보제공자와

요구자간 긴장과 관료들의 정보공개법 취지에 어긋나는 공개 거부결정

경향이 계속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요인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에 영향을 미치는가? 기관의 조직과 업무특성 등 특정 요인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도록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유형이나 청구인 특성, 청구목적 등도 정보공개 거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질문들이 바로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5) Ward-Hunt의 앞 논문 1-7쪽을 읽은후 얻은 아이디어를 정리해 그림(그림

1)으로 표현해 보았다.

폐쇄형 정부 관료재량공간(장막) 개방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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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원칙적인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는 정보공개법이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취지에

어긋나는 정보 공개 거부 결정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데는 그 나름의

배경과 이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배경과 이유, 그리고

실제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보공개 거부 행태를 정확히 규명해 정보

공개법 제도와 운영을 보완할 수 있다면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권자인 국민들의 국정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더욱 용이하게 되어 국민의 알권리 충족, 권익 증진과 함께 국정에

대한 참여와 감시 및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짐으로써 행정의 민주성,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료로 이루어진 행정기관은 블랙박스에 비유될 정도로 정확한

내부 작동 메커니즘을 알기가 어려워 국민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정보공개 거부결정이 나타나는 요인이나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가치있는 정보의

공유범위를 제한하려는, 즉 공개를 거부하는 비밀주의경향은 개인들간에

서는 물론 크고 작은 공사조직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임이

행정학,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 확인되고 있다.

행정학 분야에서 이러한 비밀주의화 현상이 나타나는 요인과 관련하여

Max Weber를 비롯한 관료제 연구자들은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에

필요한 가치 있는 정보를 가진 개인과 조직이 그러한 정보를 갖지 못한

다른 조직에 비해 힘과 우세한 지위를 가질 수 있는데 따라 이를 비밀로

유지하려는 의도와 노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Roberts는 Simmel, Weber, Shils와 Bok 등 네 학자 모두 관료들이 보유

하고 있는 정보상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재량권과 조직내외에서 갖는

힘을 유지하기 위해 가치있는 정보를 자신이 봉사하는 국민과 국민을

다스리도록 선출된 관리들에 대해 의도적으로 감추려고 시도한다고 지적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6). 이러한 유가치 정보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6) Roberts, R. Blacked out : Government Secrecy in the Information 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ard-Hunt의 앞논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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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일반적인 비밀유지 성향이나 동학(dynamics)은 이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여부 결정과정에도 그대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주장이나 관점에 따르면 정부기관이나 부서, 관료들은

유가치한 정보에 대해 그 기관과 부서 및 관료 개인이 그 정보로

말미암아 가질 수 있는 지위와 힘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공식

비공식의 정보와 자료를 숨기거나 공개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인

노력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나

집단의 권익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 혹은 국가의 중요정책과 관련한

정보는 이해당사자, 시민단체, 언론 등에 의해 공개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 정보가 기관이나 관료의 중요한 재량권이나

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할 경우에는 정보의

공개를 둘러싸고 공개청구자 측과 제공자측간 대립과 긴장 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분쟁이나 논란 소지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

에 대한 공개결정을 둘러싸고 앞에서 언급한 조직의 일반적인 비밀주의

경향 외에도 행정관료의 비난 회피동기가 작용함으로써 정보공개에 더욱

신중한 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 선행연구 검토결과 행정관료들은 일반

국민으로부터의 정보공개 압력과 함께 조직 내부로부터도 비난이나 책임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억제, 지연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요구하는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7)는 관점에

서 이루어진 실증연구 결과들이 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들은 정보를

공개할 경우 초래할 수 있는 조직과 관료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등 조직이익 극대화 및 손실극소화 관점과

법치행정에 따른 정보공개법상의 공개의무와 공개 거부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정보공개 거부시

에도 정보공개법상 허용된 비공개 이유와 대응 방식에 맞추려고 노력하

거나 법상의 정보공개 의무를 우회하는 정보 부존재 통지와 같은 행정적

7) 최정민, 관료의 정보공개 행태 영향요인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13.2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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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기법을 이용8)하는 등 정보공개법의 틀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공개 거부방식도 거부에 따른 법적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들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명확히 법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여 공개하지 않을 경우 법치행정에 따른 바람직하고

당연한 현상이나 법상의 비공개 사유나 비밀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은

사항일 경우에도 정보 공개시 기관이나 관료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 책임

논란이 벌어지는 등 부담이 우려되거나 재량특권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때, 공개청구 민원인과 정보를 다루는 행정기관간 정보 비대칭성이 심할

때,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9).

이 경우 행정기관과 관료들은 정보공개법상의 공개의무를 넘어서거나

회피할 수 있는 이유와 형식을 찾아 대응하는 ‘법을 이용한 도피’를 선택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실제 법이 적용되는 현실상황에서 행정기관

들이 법에 규정된 정보 공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어떤 이유를 제시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를 파악할 경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행정

기관의 이러한 정보공개 거부 결정과 대응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정보공개법상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는 정보에 대해

공개하기로 결정을 하거나 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를 거부

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적법한 결정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법상 비공개

사유가 아닌 경우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 공개시 기관과 관료의 책임논란

등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또는 재량특권 유지를 위해 일반 국민과의 정보

비대칭과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공개를 거부한다면 큰 문제로서 위법한

처분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정보공개 거부처

분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실제 행정심판에 드러난

8) Ward-Hunt에 의하면 미국 연방기관들이 정보공개 거부시 법상 비공개사유뿐

아니라 대상정보를 찾을 수 없다거나 찾는데 과도한 비용 발생 등 행정적

이유를 내세우는 거부방식(administrative denials)을 자주 이용한다고 한다.

9) 최정민은 앞 논문(29-55쪽)에서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가 관료의 정보공개시

실수에 대한 비난우려(비난회피동기이론), 재량권 행사(일선관료제론), 국민과

공무원간 정보 비대칭(주인-대리인 이론) 등에 따라 나타난다고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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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결정 대응 패턴 정보공개거부 설명이론

정보공개
법상의 공개의무와 절차

에 순응(적법)

(관료제조직의 비밀주의에 관한 일반

이론) 유가치 정보의 독점과 이를

토대로 한 힘의 우위 추구

(비난회피이론) 정보공개시 책임논란 

등 부담을 우려, 공개 기피

(일선관료제이론) 공무원은 정보공개

관련 법적용, 정보탐색시 많은 재량권이

있고 이를 이용해 조직이익 추구 

(주인-대리인 이론) 공무원은 민원인

과의 정보 비대칭을 이용, 대리인인 

자신의 이익관점에서 공개 여부 결정

공개거부

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

함에 따라 비공개(적법)

법상 비공개사유가 아님

에도 법정 이유와 형식

을 내세워 공개를 거부

(위법 부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정보부존재 통지 

등 행정적 방법을 이용해

공개를 거부(위법 부당)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형태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행정

기관의 정보공개 거부형태는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이유 제시 등 법에

정해진 형식으로 거부하는 경우와 정보부존재 통지,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장기 지연 또는 무처분 등 행정적 방법을 이용한 거부 형태가 있다.

행정기관의 정보 공개거부(대외 비밀유지) 유형과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관료조직에서 의사결정과 관련 힘이나

유리한 지위를 유지 확보하기 위해 정보의 공개제한(비밀주의) 경향이

광범위하게 나타난다고 보는 Max Weber등의 관료제 일반이론이 있다.

그리고 행정관료들이 정보공개시 우려되는 정책 실수나 책임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를 기피한다고 보는 Weaver의 비난책임회피

이론이 있다. 정보공개담당 공무원은 일선관료로서 청구정보 탐색과 공개

여부 결정에 재량권이 많으므로 Lipsky의 일선관료제 이론에 따라 분석

할 수도 있다. 또한, 관료들이 주권자인 국민과의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대리인인 자신의 이익관점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응할 수 있어 주인-대

리인 모델을 이용해 설명할 수도 있다.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결정

유형과 설명이론을 연계하여 < 표 1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표 1 >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유형 및 이유 설명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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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행정

기관 구성원인 관료의 행태 변수 외에도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기능 및

업무의 특성에 의한 조직문화와 대응방식, 청구정보의 종류나 민감성,

청구인이 누구인지 등 관료요인, 기관특성 요인, 정보유형 요인, 청구인

요인 등 다양한 변수를 상정해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공개를 둘러싸고 자신의 권익증진과 행정감시를

위해 국정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민원인들과, 가능하다면 민감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려는 행정기관이 각자의 법적 근거와 논리를 제시

하면서 치열하게 싸우는 행정심판과정에서 행정기관이 공식문서를 통해

제시하는 정보공개 거부이유와 대응 행태를 치밀하게 분석할 경우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과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1998년 정보공개법 시행 이후 행정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여 민원

인들이 불복한 사례에 대해 행정부 자체조직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법

부당한 거부처분으로 판단하여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인용한 행정심판 재결서에 나타나 있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공개거부

이유와 대응패턴을 심층 분석할 경우 행정기관의 주요 공개거부 이유 및

정보공개 거부방식과 이러한 거부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파악과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가능한 한 행정기관의 정보공개를 촉진하고 확대를 유도하려는

취지하에 제정된 정보공개법의 시스템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들이

법상 허용된 정보 비공개 방식과 법령상 허점을 적절히 활용하여 부당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하고 있어 이러한 거부처분 형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과 행정관료간 보유정보와 업무전문성의

비대칭성이 큰 상황에서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정보 공개거부 행태가

발동되는 방식을 이해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실패를 초래하는 기제

(missing link)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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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정보 공개 결정 또는 거부 결정이 정보공개시 책임 논란

으로 행정기관과 관료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딜레마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정책결정이자 행정행위라는 점을 감안할 때 행정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방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경우

국민의 일반적인 행정수요 요구와 관련한 행정기관의 정책 결정과정 및

대응방식에 대한 이해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 2 절 연구 필요성

첫째, 정보공개법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10)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강력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들이 법에 어긋나는 정보공개 거부형태를

지속적으로 보이는 이유와 대응패턴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행정

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결정이 법에서 허용하는 정보 비공개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이외에 정보공개법 취지에 반하는 공개거부 처분사례가

실제 행정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나타난다면 어떤 이유와 형식의 정보

공개 거부처분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행정기관이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취지에 반하여

공개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시정하여 공개하도록

인용 결정한 재결사례를 대체적인 문안분석을 통해 검토해본 결과

다양한 형태의 법에 어긋나는 정보공개 거부사례가 나타났다.

10) 정보공개법 제 9조 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하고, 다만 1. 타 법령에 의한 비밀정보, 2. 국가안보·외교관련 사항, 3. 국민

생명·신체 및 재산관련 사항, 4. 진행중인 재판 수사 교정관련 사항, 5. 감사·

감독·시험·입찰·기술개발·인사관리 및 내부 의사결정 관련 사항, 6. 개인정보

7. 법인 등의 경영·영업비밀, 8. 공개시 부동산 투기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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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나타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정보공개 거부처분 형태로는

① 법에서 규정한 비공개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듯이 이유를 제시하면서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② 청구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IT기술이나 프로그램 등 다소의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과의 정보 비대칭 상황을

이용하여 청구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보부존재 통지를 하는 경우,

③ 법으로 정한 공개여부 결정기한11)이 지나도록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거나 장기간 처분 결정을 지연하여 사실상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④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청구,

일반민원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는 등 이유를 들어 민원인에 대한 통보도

없이 내부종결 처리하는 경우,

⑤ 정보 공개거부 처분시 정보공개법상 구체적인 비공개 사유를 제시하

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이유를 제시하거나

거부 이유를 제시하지도 않고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⑥ 법정 요건에 맞지 않은 제 3자의 공개 반대를 들어 거부하는 경우

⑦ 민원인이 행정문서 사본 공개를 요구한데 대해 열람형식으로만 공개

하겠다는 결정을 통보함으로써 사실상 대외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형태에 어떤 규칙성이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특성에 따라 거부처분의 유형화가 가능한가?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 등을 파악하고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대응패턴을 연구하기 위해 실제로 행정기관이 정보공개

11)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내에 공개여부 결정을 해야 하고 부득이 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정보공개법 제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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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를 통지한 후 민원인의 불복으로 이루어진 행정심판 재결에 나타난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이유와 논리를 심층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행정기관의 정보 공개거부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행정기관의 관료변수, 담당 업무기능, 청구 정보의 특성 등이 정보 공개

거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행정기관의 공개거부 처분과 이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을 분석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

보고 법에 어긋나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자주 나타나는 행정기관 기능

이나 업무, 정보유형(수사, 심사입찰 등), 청구인 특성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즉 행정기관의 업무 및 기능과 정보유형 특성, 청구인 변수

등이 정보공개 거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미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 거부결정이 이루어져 행정심판을 통해

정보요구자와 제공자가 자주 다투는 기관기능, 정보유형, 청구인 특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행정기관이 행정심판 대응과정에서 제시하는 주요

법적인 논리와 거부이유 및 대응패턴과 정보공개법이 요구하는 비공개

사유 및 대응방식과 어떤 괴리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법에 반하는 정보

공개 거부처분을 초래하거나 행정기관이 악용하는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

개선한다면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그간 행정기관을 이끌어가는 관료의 정보공개에 대한 소극적

인식과 행태가 정보 공개거부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행정기관과 관료들의 정보 비공개 행태를 설명하려는 노력의 일환

으로 관료제의 비밀중시 성향을 강조하는 관료제 일반이론, 비난회피

동기이론, 일선관료제 이론, 주인-대리인 이론 등이 있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관료들이 재량권을 유지하고 책임 논란이나 비난을 우려해 정보

공개에 소극적인 행태를 보일 것이라는 기존의 관료 이론적 연구결과가

실제 상황에 부합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보공개법 시행이후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사례에 대한

통계를 보면 법에서 규정한 비공개 사유 이외에도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한 공개거부 처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12)해왔으나 2012년부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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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부존재에 해당할 경우 일반 민원으로 처리가 가능토록 하고 정부

에서 발표하는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통계에서도 포함하지 않도록 정보공개

법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외형상으로는 정보공개 비율이 증가하고 공개

거부비율이 낮아진 것처럼 나타나고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정보부존재

통지가 사실상 법에 어긋나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활용되는 등 잘못된

정보공개 거부 행태를 지속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13)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행정기관의 대응 행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제 행정심판에서 시정하도록 재결한 행정기관의 잘못된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사건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행정기관이 민감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받은 상황

에서 공개에 부담을 느끼거나 원하지 않아 공개거부를 결정한후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통해 불복한데 대해 법규정을 고려한 거부처분 근거와 논리를

담은 공식 답변서를 제출하고 대응하는 과정을 분석할 경우 행정기관이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정책결정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논리를 마련하여

대응하는지, 정책결정 이유와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무엇

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감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행정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상황

에서의 의사결정과 대응방식은 행정기관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대응

하는 방식과도 유사할 것이다. 행정기관이 민감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고

정보공개법 취지에 따르면 공개해야하나 조직이나 관료의 관점에서 논란

우려 등 부담이 우려되어 거부처분을 할 경우 행정기관이 법적으로 요구

되는 요건에 부응하기 위해 어떤 근거와 논리를 내세워 대응하는지를

이해하는 단초를 얻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 법정 비공사유(정보공개법 9조 1항)외에 정보 부존재 등을 이유로 한 비공개

건수는 이를 마지막으로 발표한 2011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공공

기관 정보 비공개건수 총 3만 1,136건중 47%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었다.

13) 중앙부처의 정보처리대장 분석을 통한 정보부존재 연구결과(김유승, 최정민.

2015. 정보공개제도상의 부존재에 관한 고찰: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정보

비공개 사유중 40%이상을 차지했다.



- 13 -

구  분 자발적 공개 비자발적 공개

주도적 정보선정 1유형(기관의 홍보) 2유형(법령 공포, 고시)

수동적 정보선정 3유형(민원자료 열람) 4유형(청구정보 공개)

제 3절 연구 대상 및 방법

정보공개법상 규정되어 있는 정보공개방법으로는 국민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전제로 이를 제공하는 소극적 정보공개와 정보보유기관이 자발적

으로 또는 법상 의무규정에 의해 보유정보를 공개하는 사전 정보공개가

있다. 정부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사전 정보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국정에 관한 정보를 청구하지 않고도

부담없이 제공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수요자인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보다 기관에 유리하거나 정책실적 홍보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나 부풀리기식 정보공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연구는 정보공개 제도가 국정정보를 자신의 권익증진 또는

국정감시를 위해 요구하는 일반국민, 시민단체, 언론과 정보 공개시 논란과

책임을 우려하여 공개를 기피, 거부하는 정보공급자인 행정기관 사이의

치열한 접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두려고 한다. 즉, 정보공개법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확대를 위해 행정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법이 허용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

적으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행정기관이 수동적 비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

하는 < 표 2 >를 기준으로 할 때 4유형의 정보공개 청구 및 거부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려고 한다.

< 표 2 >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유형 분류 및 연구대상14)

14) 이명진·문명재의 정보공개 4개유형 분류표를 참고해 작성했다. 이명진·문명재,

공공기관의 조직적 특성과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4(1),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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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적법하고 타당함에도 불구 행정기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결정을 내리는 배경과, 그 때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이유, 대응 패턴 등의 연구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간한 2016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토대로

행정기관별 정보 비공개비율을 분석해보면 정보부존재 등을 제외한 비공개

비율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비공개비율이 10%로 지방자치단체(3%),

교육청(4%), 공공기관(3%)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안보 등

지방자치단체보다 비공개가 필요한 사항이 더 많은 때문일 수 있으나

중앙행정기관이 업무나 기능상의 특성 또는 정보유형이나 기타 청구인 및

청구목적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보다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더 소극적일 가능성이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관료는 지방자치단체보다 훨씬 더 행정처분의

자율성이나 재량특권이 많아 통제가 어렵고 관료들도 정보공개의 중요성에

대해 더 소극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따른 결과로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법상 국정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개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행정기관들이

법 취지에 어긋나는 정보공개 거부결정을 지속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불복절차에서 어떤 이유와 법적 논리를 내세워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

므로 공개 거부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연구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 대상은 1998년 정보공개법 도입이후 2015년까지 이루

어진 중앙행정기관의 정보 공개거부 처분에 대해 정보청구자가 제대로

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불복절차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위법 부당한 정보 공개거부 처분으로 판단

하여 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민원인의 정보공개 청구를 인용한 행정심판

재결서에 나타나 있는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공개거부 이유와 근거, 논리

및 대응 방식을 분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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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연구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행정기관의 정보 공개거부 처분의 실례나 거부처분 비율

등 총체적 변수를 연구하거나 행정기관과 관료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

이나, 시스템 및 행태요인을 실증적으로 연구할 수 있고 정보공개 거부와

관련한 법 규정이나 근거, 판례 분석에 중점을 둔 연구도 가능하다.

즉 어떤 내용이 법과 판례상의 비공개사유에 해당될 수 있고 그 법리와

비공개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 지를 연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특정 정보공개 청구사안이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판례에 상응하는 거부 사유인지

여부 판단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행정기관들이 정보공개 거부가 법의 취지에

어긋남에도 불구 공식적인 법적 근거와 이유를 내세워 공개 거부 처분을

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그럴 경우 주로 내세우는 거부이유와 패턴이

무엇인지, 불복절차인 행정심판에서 행정기관들이 어떤 법적 근거와 논리를

이유로 적법한 거부처분이라고 주장하는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이 있으므로

이미 행정부 자체의 판단에 따라 위법 부당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공개하도록 시정 인용한 행정심판 재결 사례에

연구를 집중하기로 한다.

특정 정보공개 거부 처분 사례의 위법성이나 부당성 또는 판례와의

부합여부 판단문제 연구는 법학적 접근방법으로서 사안에 따라 행정기관의

대응에 대한 적법 여부 판단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가급적 배제하기로 한다. 사실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소송까지

갈 경우 최종적으로 적법 판단을 받아 뒤집어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 것

이나 정보공개 청구인의 청구대로 행정심판에서 인용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취지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미 공개하도록

인용한 행정심판 재결을 다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작용했다.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며 공개할 것을 인용한 결정은 이미 확립된 법령규정과 판례를

전제로 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정보 공개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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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판단하고 스크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행정심판 재결에

나타난 행정기관 대응을 연구하는 것이 사법부 의지가 새로이 개입될 수

있고 위법성 판단에만 국한되어 경우의 수가 적은 판례에 나타나는 행정

기관의 대응을 연구하는 것보다 행정기관의 공개거부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연구의 설명력과 범위가

더 클 것이라는 고려도 작용했다.

본 연구는 < 그림 2 >와 같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중

파란색으로 표시한 행정심판 사례 연구에 초점을 두려고 한다.

< 그림 2 > 정보공개 청구 불복절차와 연구대상 범위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부분공개

이의신청

결정 장기지연

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소송

행정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러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위한 프레임 마련을 위해 관료 및 행정기관들의

정보 공개 거부결정을 초래하는 요인에 대한 이론, 정보부존재 등 정보

공개법상 비공개사유 이외의 요인에 의한 정보공개 거부사례를 연구한

논문, 기존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관련 행정심판 사례 연구에 관한 논문

등을 문헌 분석을 통해 검토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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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나타난 행정기관들의 위법 부당한

정보 공개 거부처분 이유, 대응방식을 추출하여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특징에 따라 분류한 다음 공통적인 특징과 대표적인 패턴을

찾아 유형화15) 해보려고 한다.

이어서 행정기관의 조직요인이 그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 즉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바

조직요인인 권력성, 기획 및 집행기관 등 담당업무의 특성, 기관의 기능

적인 특성(국가관리, 산업경제, 사회문화 기능 등)에 따라 정보 공개거부

이유나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다르게 나타난다면 어떻게 다른지

파악해 보려고 한다.

또한 행정기관의 정보 공개 거부는 청구정보가 수사재판, 세무, 시험,

감사조사, 심사 및 의사결정, 사업입찰, 일반 문서자료 등 어떤 유형의

정보인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즉, 수사재판 분야

같은 권력형 정보인지, 일반 문서자료인지 등 정보 유형요인이 행정기관의

정보 공개 거부처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행정심판 재결서에

나타나 있는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유형과의 연계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인이 누구인지에 따라서도 행정기관의 정보

공개 여부 결정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일반 국민인지, 고소인이나

정부주관 사업 입찰 참가자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지, 시민단체나

언론 등 행정감시자인지 등에 따라 정보 공개시 책임논란 가능성이나

부담에 대한 행정기관의 인식과 대응이 달라짐으로써 정보의 공개

거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목적도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15) 재결례에 대한 문안분석 결과 청구부적격을 이유로 한 공개거부, 정보부존재

통지, 공개여부 결정의 장기지연(무처분), 구체적 공개거부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처분, 잘못된 형식과 이유를 내세운 공개거부 처분 등 다양한 유형의

위법하고 부당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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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자신의 권익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지, 아니면

국정에 대한 감시 차원에서 공개를 청구했는지, 또는 학문 연구목적으로

청구했는지, 즉 정보공개 청구목적도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원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보의 청구에 대해서는

공개담당자인 행정기관이나 관료의 입장에서 개인차원의 작은 문제로

인식해 행정감시를 위한 공개청구 보다 공개에 부담을 적게 느낄 것이라고

가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자신의 권익문제인 만큼 불만스러울

경우 소송 등으로 계속 불복할 가능성이 예상되고 패배할 경우 담당

관료나 조직의 책임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 오히려 더 신중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 즉 청구인 변수가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미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결정은 정보공개법의 프레임과

변화 즉 법제도적 요인 변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1998년 정보공개법을 도입한 이후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촉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법상 정보 비공개 요건을 강화하고 행정기관이 자의적

으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구체화해 왔는바 이러한 정보공개법상의 정보

비공개 요건 변화가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분석해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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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검토

제 1 절 정보공개 거부관련 이론과 선행연구

1. 행정기관의 잘못된 정보공개 거부 지속요인

정보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국가 및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국민들의 청구에 응하여 보유하는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제도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적절한 정보를 적시에 신속히 제공하여

국민들의 권익증진과 알권리 충족을 통해 국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부패

방지 및 자의적 행정억제 등 국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국정에 대한 접근을 보장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정보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확대노력과 정보접근을 차단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독점 기도와 비밀주의간 긴장과 갈등을 통해 변천,

발전해왔다.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정보자체가 국민의 권익보호에

중요함은 물론 이를 잘 활용할 경우 모든 분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자원이 될 수 있음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제공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넘어 공공정보를 활용한 민간 경제의 활성화, 부가가치 증대 기여

등 국가차원의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이에 따라 국정 정보 공개에 대한 인식도 접근차단 등 소극적인

입장을 넘어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 촉진을 위해 정부운영 시스템을 개선

하는 등 정보공개와 정부운영을 접근하는 패러다임 자체가 능동적이고

상호 긴밀한 연계를 가지며 진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16)

16) 이재완, 정부운영 패러다임과 정보공개 패러다임의 상응성에 관한 연구,

한국 지역정보학회지 제 17권(2014.6) 148쪽, 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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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보공개와 정부운영 방향에 대한 큰 틀에서의 긍정적 인식

변화와 정보공개 제도 진화, 그리고 국민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른 공개청구 급증17) 등 정보공개제도의 활용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법에 어긋나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여전히

상당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다.18)

정보공개법 제도의 프레임을 보면 법 2조에 의한 정보공개 의무기관인

공공기관(법 2조 3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법 2조 1호)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적극 공개(법 3조, 법 9조 1항)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비공개대상(법 9조 1항 단서의 8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개 거부를 허용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재량을 축소하고 가급적 공개를

촉진하기 위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간이 지남으로써

비공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공개(법 9조 2항)하도록 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를 통한 공개 거부를

억제하기 위해 사전에 비공개 사유에 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외 정보는 적극 공개하도록 의무화(법 9조 3항)하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억제하기 위해 공개 거부

결정시 비공개 이유와 불복방법, 절차를 즉각 문서로 공개 청구인에게

통지(법 13조 4항)하도록 하고 청구정보중 비공개 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이를 분리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일부 비공개 해당사항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전체정보에 대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상 비공개 허용시스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17)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2016년 75만 6,342건으로 정보공개법을 시행한 1998년

2만 6,338건대비 28.7배로 급증했다.(2016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행정안전부, 2017.9)

18) 중앙행정기관의 정보비공개(부분공개)는 2016년 1만 889건(1만 6,252건)으로

총청구건수 대비 비공개 비율이 2015년에 이어 10%(15%)수준이고, 부분

공개까지 포함시 25%에 달하며 이는 정보부존재, 일반민원으로 처리되는

정보공개청구 처리건수 25만 5,195건(정보공개 처리 총 50만 4,147건의 50%

상회)을 제외한 통계로서 실제 정보 비공개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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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령 주요 취지 잘못된 사례

법2조 1호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개념 정의
법상 정보개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

법2조 3호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범위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아님을

주장

법5조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청구권 보유 청구 부적격 주장

법6조 적절한 정보관리체제, 인력 확충
추가가공 필요성을 들어 

부존재 통지

법9조 1항 법정 비공개 사유(8개 종류) 위법부당한 적용, 과잉적용 

법11조 1,2항
청구후 10일이내 공개여부 결정

(10일 연장가능)
장기 결정지연, 무처분

법11조 3항 제 3자 관련정보 의견청취 필요 제 3자 반대이유 비공개

법13조1,2항 정보공개 통지, 사본필요시 교부 사본공개 요구에 열람공개

법13조 4항
비공개 결정시 사유 제시,불복 

방법 및 절차의 문서통지 의무화

공개거부 사유 미제시

포괄적, 추상적 이유 제시

법14조
공개가능정보 혼합시 분리 공개 

의무화

일부 비공개사유 해당정보를

이유로 전체 비공개

법15조 전자적 정보공개 요청 수용의무
전자정보 공개거부,  열람

공개 결정

영13조
부분공개시 나머지 부분 비공개

이유제시

일부 공개후 이유제시없이 

전체를 공개한 듯 처리

영6조 3항 정보 불보유, 진정 등 민원처리 정보청구를 민원으로 처리

영6조 5항 동일정보 재청구 종결처리
재청구, 반복청구이유 내부

종결처리

< 표 3 > 정보공개법상 주요 규정 및 적용사례 검토

이와 같은 엄격하고 체계적인 정보공개 유도 시스템 구축에도 불구

정보공개 청구 및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처분에 대한 선행연구와 행정

심판 재결에 대한 문안을 분석해보면 < 표 3 >과 같이 잘못된 정보

공개 거부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법령 규정과 제도가 정보공개를 거부

하는 수단과 논리로 활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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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과 구성원은 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해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어 법과 공익을 위해 비공개해야 하는 정보

청구에 직면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법령의 취지와 정보공개 및 비공개에 따른 편익과 부담을 면밀히

따져서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 촉진 유도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제도가 오히려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빌미로 이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기제를 이해하기 위해 정보공개법이 상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청구의 흐름에 따른 행정기관의 판단 및 대응 절차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면 담당 기관은 청구받은 정보가 보유·

관리하는 정보형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청구정보의 생산·

접수 사실이 없거나 폐기된 경우, 추가 취합·가공이 필요한 경우, 지나

치게 포괄적으로 청구하여 청구정보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부존재 통지를 한다.

다음으로 청구정보가 존재할 경우 청구 정보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

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정보공개 결정을

하고 청구정보 전체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 9조 1항

어느 비공개 사유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비공개 사유 제시와 함께

비공개 처분결정을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그리고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그 정보중 일부라도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그 정보를

분리해 부분공개 결정을 하고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사유 제시와

함께 공개거부 결정 처분을 통지한다. 마지막으로 비공개 사유 해당 여부가

애매하여 법정 비공개 사유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후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최종 공개 거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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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민원인이 공개를 청구한데

대해 해당 기관이 이를 접수하는 창구에서부터 최종적으로 정보의 공개

비공개 여부 결정에 이르기까지 정보공개법 시스템과 규정이 상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판단 처리절차의 흐름을 살펴보면 < 그림 3 >

과 같은 플로우 차트를 상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 그림 3 > 행정기관의 공개청구 정보 처리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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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공개

청구

비공개

(부분

공개

포함)

불복

인용

비율

불복 건수 인용 건수

이의

신청

행정

심판
소송

이의

신청

행정

심판
소송

2016 756,342 27,141 28.9% 3,910 1,252 128 1,430 73 25

2014 612,856 22,142 29.4% 2,939 822 130 1,067 48 28

2012 494,707 18,946 29.2% 2,741 455 95 873 73 16

2010 421,813 21,096 28.0% 3,298 268 114 956 50 20

이러한 정보공개법상의 판단절차를 보면 정보공개여부 결정을 놓고

행정기관과 관료의 재량이 작용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고 자의적

판단과 의도에 의한 정보 공개 거부처분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잠재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에 의해 공개하지 않아야 할 비밀 또는 비정보로 유지해야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적법하고 바람직한 일이나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보면 행정기관이 법상 공개해야할 정보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한 공개

거부처분을 상당한 비율로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

기관의 공개거부 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소송제기

등 불복을 통해 인용으로 구제받는 비율이 < 표 4 >에서 보듯이 불복

제기 전체건수 대비 28-29%에 달하고 있다.

< 표 4 > 정보공개 청구, 공개거부 및 불복·인용 건수19)

즉,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시키고 공공기관 정보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공익상의 이점이 있는 반면 행정기관과 관료의 입장에서는

업무증가․논란 가능성 등 의무와 부담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에 따른 부담과 책임논란 우려를 회피하기 위해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19) 2016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행정안전부) 통계를 토대로 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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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거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상당 부분은 행정기관과

관료들이 외부의 비난이나 책임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응한

결과일 수 있다. 또한 행정기관의 조직 특성상의 문제와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에 의한 실수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20)

2. 정보공개 및 거부에 대한 영향 요인 연구

정보공개 및 거부와 관련하여 초기에는 정보공개율 등 총체적 변수와

정보공개 행태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이용정21)은

행정기관에 대한 정보 청구가 많을수록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접근이

쉽도록 되어있다는 증거이므로 정보청구 건수와 공개율을 분석할 경우

기관의 정보공개 행태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총량적 분석에 그쳤다.

이재완․정광호22)는 지방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단체장의 정치적 특성, 의회 권력구조, 행정관료의 특성 등 정보

공급측면의 압력요인과 선거 및 지역주민 요인 등 정보수요 측면의

견인요인으로 분류해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엄석진․백진선23)은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수준을 종속변수로 하고 기관들의 정보화 수준평가,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 행정기관의 정보관리

수준이 정보공개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총량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은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및 거부 실태를

정확히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정보공개 여부 결정을 좌우하는

관료의 실제 행태와 연계시킨 실증 연구도 상당수 나타났다.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정보청구를 통해 민원인과 직접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일선관료라고 할 수 있다. 일선관료는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

20) 이명진·문명재, 앞 인용논문 128쪽

21) 이용정, 행정기관의 정보공개행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1999년

22) 이재완, 정광호. (2011). 정보공개청구 수용에 관한 연구: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3(4), 1077-1105

23) 엄석진, 백진선. (2012).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정보

관리수준 및 반응성을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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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데 이를 공익보다 개인이나 조직의 이익, 행정편의주의를 위해

사용할 경우 정책왜곡이나 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일선관료의

정책왜곡 및 실패요인을 연구하는 일선관료제론은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공무원 행태 연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24)

일선관료는 행정문제를 처리할 경우 외부 시민으로부터의 압력과 조직

내부로부터의 서로 다른 방향의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 역시 분쟁 소지를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조직 외부와 내부의 강력한 공개와 비공개 압력에 직면하게

되며 그 결과 비난 회피 동기에 따라 처리시간을 지연시키거나 공개를 거부

하는 등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비난회피

동기이론25)도 공무원의 정보 공개 거부행태 요인을 설명해줄 수 있다.

또한 정보공개제도 내에서 담당공무원과 일반 국민간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주인-대리인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26) 주인인 일반국민이 대리인인 공무원보다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고

공무원이 이러한 정보 비대칭 상황을 이용하여 국민이 아닌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도덕적 해이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정책왜곡

이나 실패로 나타날 수 있다. 정보공개제도 운영에서도 공무원이 국민

들의 시각에서 정보공개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재량특권 유지 등 자신

이나 조직의 편의를 위해 비공개 처분으로 대응하는 등 이와 유사한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행태를

연구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정기관과 관료의 정보공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첫째로 정보공개 거부 행태가 나타나는 요인과 배경으로 행정기관을

구성하는 관료들의 행태에 초점을 맞추고 Kent Weaver의 비난회피동기

24) 김영민·임도빈, 일선관료의 재량권 사용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재량행사 수축경향을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보, 2011, Vol.8(3), 26쪽

25) Weaver, R. Kent. The politics of blame avoidance, Journal of Public

Policy, 6(4), 371-398쪽
26) 최정민, 관료의 정보공개 행태 영향요인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2 ii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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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을 토대로 하여 담당 공무원들이 정보를 공개할 경우 나타날 위험부

담과 이익을 감지하여 공익실현보다는 자신이나 조직의 비난위험을 회피

하는 방향으로 정보공개 행태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점을 강조한 최정민의

관료의 정보공개 행태 영향요인 연구27)가 행정기관의 정보 비공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환원주의 관점에서 공무원 업무수행의 결과적 총합으로서 행정

기관의 행태를 분석28)했는데 청구정보의 행정기관에 대한 우호성 여부,

청구정보 처리 난이도, 청구목적 등 정보요인과 담당 행정기관의 업무특

성(국가관리, 산업경제, 사회문화), 기능유형(기획, 집행), 정책 유형 등

직무요인, 기관내 정보공개 심의회 운영실태 등 환경요인이 정보공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각 요인별 분석을 실행했다. 최정민 연구는 본

연구처럼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에 중점을

둔 모델의 고안과 연구방법 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이용정29)은 기획기관이 정책적 업무의 성격상 추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특성이 많고 국민을 자극하는 민감한 정보를 다루지 않아

적극적인 정보공개 행태를 보이는 반면 집행기관의 경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특성이 강해 국민을 자극하고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남으로써

논란 가능성이 높아 공개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안병철30)은

정부 관료제의 정보공개 행태분석 연구를 통해 최정민과 달리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행태를 조직 전체수준에서 접근하는 반환원주의를 토대로 기관의

기능이 정보공개 행태에 영향을 준다는데 주목했다. 안병철은 권력부서

일수록, 국가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부처일수록 소극적 정보공개 행태를

보이고 사회문화기능 담당 행정부처일수록 적극적인 정보공개 행태를

보이며 집행업무 담당기관은 이미 정해진 사항을 집행함으로써 공개에

대한 부담이 적음에 따라 정보공개율이 높은 반면 기획업무 담당기관은

정책결정에 따른 책임을 스스로 져야할 창의적 부분이 많아 정보공개시

27) 최정민, 앞 인용논문

28) 최정민의 위 학위논문을 요약 재정리한 자료인 관료의 정보공개행태 영향

요인 연구: 재량적 행태를 중심으로(인터넷 pdf 파일)중 4쪽에서 인용했다.

29) 이용정, 앞 인용논문

30) 안병철, 정부관료제의 정보공개 행태분석, 한국 거번넌스 학회보, 16(3),

2009.12, 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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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목 및

연구초첨
구체적인 연구과제(가설) 연구대상 및 방법

관료의

정보공개

행태

영향요인

(최정민,

2013.2)

공무원은 정

가설1 (청구)정보요인이 공무원의 공개

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청구정보가 비우호적일수록

-1.2 난이도가 높을수록

비공개율이 높고 처리시간이 길 것

이다.

가설2 직무요인(기획,집행등)이 공무원의

공개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기획업무(>집행)일수록

①2010년 9월 30일-11월 15일간 28개

중앙행정기관에 김대중,노무현, 이

명박정부 집권2년차 정보공개처리

대장,이의신청처리대장,정보공개

심의회 구성 및 개최 현황,행정심판

및 소송현황 등 정보공개를 청구하

여 동 대장에 나타난 각기관 관료

들의대응 행태를 분석

②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한 공무원,

논란 등 부담을 우려해 정보공개율이 낮다고 주장했다. 이명진·문명재31)도

공공기관의 조직적 특성과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에서 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정보공개 행태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주장했는데 강압적인 규제

정책 수단을 많이 사용하는 기관일수록 정보공개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하고

기획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일수록 기관이 책임을 져야 할 업무의 특정성이

높아 기획기관에서 정해 준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기관보다 정보공개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관의 기능이나 업무특성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특히 기획기능과 집행기능 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행태에 대해 어느 기능기관이 더 위법 부당한 공개 거부

경향이 높은지를 분석해보고 누구의 연구가 더 현실에 부합되는지도

비교해볼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를 위해 적절한

연구과제(가설) 설정과 연구방법 선택에 참고하기 위해 최정민이 작성한

관료의 정보공개 행태 영향요인 논문과 이명재·문명진 등의 공공기관의

조직특성과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의 연구과제와 연구대상 및 방법을

종합하여 비교·정리하여 < 표 5 >를 작성하였다.

< 표 5 > 정보공개 및 거부 행태관련 주요 선행 연구방법 검토

31) 이명진·문명재, 앞 인용논문 1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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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공개/비공

개시 위험과

이득을 판

단, 비난회피

동기에 따라

정보공개행

태를 결정할

것이다.

-2.2 국가관리기능(>산업경제)일수록

비공개율이 높고 처리 시간이 길 것

이다.

가설3 (조직)환경요인이 공무원의 공개

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정보공개심의회 내부위원이 많을경우

-3.2 정보공개 온라인화이전이

비공개율이 높고 처리기간이 길 것

이다.

가설4 2004년 정보공개법 전면개정을

전후로 정보공개 행태에 대한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시민단체 활동가, 일반시민, 전문

가 등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

③변수선정

- 종속변수 : 공개결정여부, 공개

처리 소요시간

- 독립변수

정보요인(우호성,난이도,청구목적)

직무요인(업무특성,기능,정책유형)

환경요인(정보공개심의회 위원구

성,온라인공개시스템구축)

공공기관의

조직특성과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이명진,문

명재, 2010)

기관의 정책

수단적 특성,

업무특징,폐

쇄성, 담당

기능 등이

정보공개행태

에 영향을 미

칠 것이다.

가설1 규제정책수단을 많이 사용하는 기관

일수록소극적공개행태를보일것이다.

가설2 업무특정성이 높은(기획) 기관일수록

소극적 공개행태를 보일 것이다.

가설3 업무의 폐쇄성이 높은 기관일수록

소극적 공개행태를 보일 것이다.

가설4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일수록

경제적인기능을수행하는기관에비해

소극적 공개행태를 보일 것이다.

①1998-2007년간 행정자치부 발간

정보공개연차보고서상의 부처청

데이터를 도출

②변수선정

- 종속변수: 양적정보공개율,질적

공개율,공개처리속도

- 독립변수: 기관별규제성지수,

기획 집행기관여부, 업무상

폐쇄성(비밀보유수),기관의

기능(국가관리,경제산업,사회)

3. 법상 비공개요건 변화와 정보부존재 형식의 비공개 연구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32)”,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33)”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 9조 1항 단서조항에 타법에 의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 국가안보, 수사․재판, 의사결정 진행중인 사항, 영업비밀, 개인

정보 등 일정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일부의

32) 정보공개법 제 3조

33) 정보공개법 제 9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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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주요 개정내용

2004년

- 비공개대상조항 법 7조 1항 6호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

하고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변경

- 해당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목록을 작성비치, 정보공개 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

- 법령에 의해서만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토록 하고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 등 정보비공개 조항의 추상적 기준 삭제

- 청구목적 미기재시에도 청구인 요구에 따라 공개하고 공개여부

결정 처리기간을 단축(15일→10일)

2006년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법 9조 3항을 신설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성격을 고려해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사전에 공개할 것을 규정

2011년

- 정보공개청구권 남용목적을 내세우며 2회이상 반복 청구시 내부

종결처리 조항 신설

- 정보부존재, 진정 질의 등 민원성청구는 민원 처리 조항 신설

비공개 대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행정기관의 비공개조항 남용을 방지하고 가급적 정보

공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보공개법을 도입한 이래 < 표 6 >

처럼 여러 차례 법개정을 통해 비공개정보 범위를 축소하고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현행 정보공개법 9조 3항에서는 각 행정기관이

비공개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재량범위를 축소하려 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14조의 경우 9조 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와 공개가능 부분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이를 분리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가능한 공개를 적극 유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보 비공개

결정시 구체적인 비공개 이유와 불복절차 및 방법에 대한 정보를 문서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표 6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요건 관련 개정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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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법 9조 1항 5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한 경우 해당과정 종료시 청구인에게 통지조항 신설

- 정당한 정보공개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 차별 금지

- 정보 비공개로 인한 이의 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할 경우 미개최 허용

- 정보공개 청구후 20일 경과해도 공개여부 미결정시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소송이 가능함을 명시

정보 비공개 조항을 이용한 정보비공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

공개법상의 비공개 요건을 지속 강화해왔으나 2011년에는 정보공개 제도

개선을 이유로 동일한 정보에 대해 2회이상 반복 청구시 내부 종결처리

하도록 했으며 정보부존재, 진정· 질의 해당 정보공개 청구는 일반

민원으로 처리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정보공개 연차 보고서 통계에서도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한 정보비공개를 제외하도록 하였다. 이는 무분별한

정보청구 남용을 막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행정기관들이 적법한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데에 활용하는 요인이 되는 등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보공개법 내용의 변화도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심판 재결례

분석을 통한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유형 분석에서도 이러한 법제

상의 변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사유를 중심으로 한 비공개 행태 연구와는

다른 방향에서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정보 공개 거부 등 다양한

정보공개 거부 유형에 대한 분석도 나타나고 있다. 정보공개법상의 정보

비공개 허용 메커니즘과 이를 활용한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정보 비공개

유형 분석을 시도한 연구로 홍정화 등34)의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행태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형태의 정보 비공개 유형 연구 가능성을

열어주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 참고를 위해 < 표 7 >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34) 홍정화 등,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행태에 관한 연구 : 행정심판례 쟁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 25권 제 2호(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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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 홍정화 등의 정보 비공개행태 유형화연구 검토

연구제목 및

연구초첨
구체적인 연구과제(가설) 연구대상 및 방법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행태에 관한

연구(홍정화

등)

행정심판의

비공개재결

분석 결과

비공개에는

정보부존재,

법정 비공개,

혼합정보부분

공개 등 유형

이 있고 정보

부존재 입증

책임등 쟁점

이 있다

o 정보 비공개 근거의 유형화 및 유형별

빈도를 분석(5개로 유형화)

- ①정보부존재 관련 비공개(정보작성

및 취득관리)

- ②법정 비공개사유(법 9조 1항)

- ③혼합정보 부분공개

- ④청구인 비용부담관련

- ⑤제 3자 비공개 요청

o 정보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비공개 결정이 된 사례들의 일반적인

경향 분석

o 비공개 사례에서 행정기관의 정보공개법

및 타법률 적용 기준 및 양태 분석

o 정보 비공개기준에 대한 행정부 행태

및 주요 쟁점

- 정보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문제

-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정보 보호간

이익형량

- 정보공개의 제 3자 이익 침해문제

①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

공개 관련 행정심판례 총 904건중

사건번호 200200014부터 201216122

까지 총 618건의 심판 사례중에서

비공개로 결정된 총 318건을 선별

한후 다시 병합, 중복 사건 등을

제외한 296건을 분석대상으로 선정

1차 행정기관에서 비공개된이후

다시 행정심판에서 비공개된 사건

을 연구대상으로 함

연구방법은 심판례중 주문, 이유,

재결요지를 중심으로 정보공개

법과 비공개관련 타법을 기준으로

쟁점별 내용분석을 실시

4. 기타 정보공개 행태 관련 연구

임진희․이준기35)는 중앙·지방·공공기관 공무원 21명을 심층 인터뷰

하여 정보제공 행동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개념들을 범주화하고, 정보공개

절차 및 영향요인을 근거이론36)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보공개

전체 절차에 기관의 설명책임 지향성과 정보원 특성이 기본 배경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정보관리 체계의 특성, 정보제공 중개자(정보공개업무

35) 임진희·이준기, 정보공개에 대응한 공무원의 업무정보 제공행동 연구,

기록학연구, 23(2010), 179-225쪽

36)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은 실증적인 조사에서 이론을 생성하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현장에서 존재하는 연구 현상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유도된 이론

(Strauss & Corbin, 2008)이다. 자료로부터 분석 개념을 만들고, 형성된 개념을

상호 관련시켜 하나의 핵심 범주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이론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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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역할 등은 제공 정보의 특정, 기관의 추가정보 제공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아냈다.

이재완37)은 국내외 정보공개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통해 정부운영

패러다임과 정보공개 패러다임간 상호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과거 수동

적인 국민과 공공기관의 정보 비밀주의 중시 패러다임에서 정보화 사회를

맞아 국민의 능동적 정보청구와 정부의 적극적인 정보제공 노력이 협력적

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민·관의 부가가치를 함께 높일 수 있는 정보공개

청구 - 결정 상호작용 패러다임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5. 관료조직의 비밀주의관련 이론 선행 연구38)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로 지정된 정보를 제외하고는 원칙

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정보공개 거부 결정, 특히

위법 부당한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내리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행정관료 조직의 비밀주의 작동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사결정과 관련 가치있는 정보를 타인이나 다른 조직과 공유하지

않으려는 비밀주의 경향은 개인들 사이에서나 조직내외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며 사회적인 맥락의 산물이다. Max Weber나 Simmel,

Shils와 Bok 등 조직과 관료의 비밀주의(secrecy)에 대해 연구한 학자들은

연구자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비밀주의가 강제적 정보

통제(compulsory withholding)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Simmel은

비밀주의와 관련 ‘의식적인 정보 감추기’(consciously willed concealment)로

정의했으며, Bok은 ‘의도적인 정보감추기’(intentional concealment)로 설명

하고 있다. 조직의 ‘의도적인 정보감추기’ 특성은 조직을 둘러싸고

37) 이재완, 앞 인용논문

38) Ward-Hunt의 앞 인용논문의 선행연구 검토부분에서 본 논문과 관련이 있는

관료조직의 비밀주의(secrecy) 이론 내용을, 종합해 재정리했다(Simmel, Shils,

Bok 연구내용은 동 논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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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현상의 사회적 동학(social dynamics)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함의가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과 조직간 관계에서 가치있는

비밀들은 이를 가진 개인과 조직의 힘의 원천이 되고 그 비밀을

공유하는 개인과 조직들간 유대를 강화하도록 하며 공유하지 않은

다른 개인·조직과는 장벽을 형성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러한 ‘의도적 정보감추기’ 경향은 중요한 국정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민원인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응에서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Simmel에 의하면 행정관료의 ‘정보감추기 행위’와 민원인의

‘정보 확보노력’간에는 치열한 긴장이 형성되며 ‘비밀정보의 힘’은

비밀정보 확보노력에 대해 정보 감추기가 성공하면 증폭되고 비밀

상태가 종료되면 급격히 감소된다고 주장한다. Weber도 관료제 이론

에서 비밀 보유여부에 따라 조직이 나뉘며 비밀이 힘의 중요한

원천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Roberts는 관료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상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재량권과 조직내외

에서 갖는 힘을 유지하기 위해 가치있는 정보를 자신이 봉사하는

국민이나 국민을 다스리도록 정치적으로 선출된 관리들에 대해

의도적으로 감추려고 시도한다고 지적하고 있다39).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의사결정이나 정책결정과 관련 가치

있는 정보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관료조직의 공개 기피경향은 행정

기관의 정보공개 거부과정에서도 그대로 작용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정부기관이나 관료들은 가치있고 민감한 정보에

대해 그 기관조직과 관료 개인이 그 정보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기관

내외에서의 지위와 힘을 유지하기 위해 민원인이 청구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의도적 노력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한다 . 예 를 들 면 수감자의 교도행정관련 정보공개 요청, 혹은

피의자의 수사절차나 신문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 교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수감자와 피의자 관리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의자와

수감자 관리측면에서 보유하는 정보상의 우위를 잃을 것을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39) Roberts, R.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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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연구의 이론적 관점

선행연구 검토결과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행태에 대한 총량적 변수를

이용한 연구의 한계극복을 위해 개별적인 정보공개관련 판례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와 함께 정보공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실증분석을 접목한 연구가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

정보공개법상의 핵심인 정보공개 거부요인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와 거부

패턴의 유형화에 대한 연구도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운영중인 정보공개법 취지와

시스템의 핵심장치가 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만

비공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그 외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행정기관이 법취지에 어긋나는 정보 공개 거부처분을

하는 배경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하고 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수 있으나 실제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실태와 과정을 직접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특히 이론적 관점을

토대로 행정기관의 실제 정보공개 거부 행태 유형, 주요 비공개 이유

등을 분석하여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결정 기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아예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난 98년 정보공개법을 시행한 이래 중앙

행정기관40)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행정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 처분한 사례에 대해 불복절차인 행정심판을 거치는 동안 행정기관이

어떠한 공식적인 공개거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면서 대응했는지를 분석해

보려고 한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이 공개를 거부한데 대해 민원인이 불복하여

법적인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기관의

정보 공개 거부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하고 공개하도록

인용 결정한 행정기관의 잘못된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사례 분석에

40)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율(부분공개 포함)은 2015년 90%로 지자체(98%),

공공기관(98%) 등 공개 의무기관중 가장 낮다(행정자치부 2015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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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두려고 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공식 재결서에 나타난 중앙행정기관의 당초

거부처분 행태, 비공개 이유 등을 분석하여 이를 유형화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조직의 비밀주의(secrecy) 이론, 비난 회피동기이론 등

관료제를 분석한 이론의 관점을 빌어 이러한 행정기관의 위법하고 부당

한 정보 공개거부 행태가 나타나는 맥락과 이유를 설명해보려고 한다.

그러면 행정기관들의 잘못된 정보 공개 거부처분을 초래하는 기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심판 재결례중 행정기관의 정보 공개 거부형태

유형분석 결과를 토대로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기관의 담당

기능, 업무 등 조직변수, 청구정보의 유형 등 정보변수, 청구인의 신분,

청구목적 등 청구인 변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상호 연계하여

분석해보려고 한다. 즉 행정기관의 권력기관 여부, 집행 또는 기획기관인지

여부, 국가관리, 사회문화, 산업경제 등 담당업무 특성이 정보공개 거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청구정보가 행정기관보유 일반 문서자료, 수사교정, 시험, 심사

회의, 조사감사 등 어떤 유형의 정보에 해당하는지가 행정기관의 정보

공개 거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청구인이 고소인, 재소자, 입찰사업 참여자

등 이해당사자의 개인 권익확보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인지, 시민운동

단체와 언론에 의한 행정감시 목적의 공개청구인지 등 청구목적이 행정

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 볼 것이다.

행정기관은 조직, 관료, 법률 등 시스템의 복잡성과 비밀주의 등으로

구체적인 정책이나 의사결정 형태, 영향요인, 배경 및 대응과정 전체를

살펴보고 분석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보공개 여부결정은 민감

하고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민원인의 압력과

이러한 위험과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공개에 신중할 것을 요구하는 조직

내부의 압력이 팽팽히 작용하는 딜레마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정책

결정이자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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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행정심판 과정에서 민원인의 치열한 법적 논리적 공세에 대해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라 정보공개법 규정에 구속되는 행정기관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분석할 경우 행정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과 공개거부를 결정하고

대응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행정기관이 민감해서 공개를 꺼리는 정보에 대해 공개청구가

제기될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난책임 기피 및 재량특권 유지를 위해 법에

규정된 적법요건 프레임을 뛰어넘어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가 나타나는지?

나타난다면 그런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나, 대응방법이 무엇

인지? 등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당연히 공개해야할 정보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태가 지속되도록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정보공개 제도를 개선할 경우

정보공개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나아가 행정기관이 일반적인

행정처분이나 정책을 결정할 때 어떠한 요인을 고려하여 진행하는지

행정시스템 상자속의 작동 과정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초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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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연구프레임 설정과 데이터 수집방법

1. 분석 연구 프레임 설정

본 연구는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기관의 담당 기능 및 업무 등 조직요인 변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가 일반 행정, 재판수사, 심사평가 등 어떤 유형의

정보인지의 정보요인 변수, 정보공개를 요구한 청구인이 소송당사자나

민원인으로 자신의 권익을 위해 공개를 청구한 경우, 시민운동단체나

언론이 행정을 감시, 비판하기 위해 공개를 청구한 경우 등 청구인 요인

변수를 상정하고 동 요인들이 정보공개 거부와 비공개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 그림 4 >와 같이 연구프레임을 설정해보았다.

< 그림 4 > 정보공개 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프레임

조직요인

∙ 권력지수

∙ 기획 VS 집행

∙ 국가관리, 산업경제,  

  사회문화

정보공개 거부

∙ 공개거부 건수 

∙ 공개거부 유형

정보요인

∙ 청구정보 유형

청구인 요인

∙ 청구인 신분

∙ 청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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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분석방법

우선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난 98년 이래 이루어진 중앙행정기관의

정보 공개거부 처분에 대해 민원인이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정보 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공개하도록

인용(부분인용 포함)한 사례의 재결서에 기록된 행정기관의 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공개거부 처분 이유와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문안 분석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공통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몇 개 범주의

정보공개 거부 패턴으로 유형화41)하고 여기서 나타난 거부유형을 본

연구 분석의 기본적인 토대로 삼으려고 한다.

그 후 SPSS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유형별 출현빈도를 분석하고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기관의 담당기능 및 업무특성 등 조직요인 변수,

청구정보의 유형 등 정보요인 변수, 청구인 신분 및 청구목적 등 청구인

변수 등과 정보 비공개 유형 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상호 관계를 파악함

으로써 행정기관의 정보 공개거부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시도할 것이다.

3. 데이터 수집방법

연구 데이터는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98년 1월부터 2015년 말42)까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된 행정

심판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통합검색 사이트에

‘정보공개’를 검색어로 넣어 현출43)된 정보로 총 1,568건을 수집하였다.

이중 연구대상인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해당되지 않거나

41) 재결례에 대한 문안 분석 결과 청구부적격을 이유로 한 내부종결, 정보부존재

통지, 결정 장기지연·무처분, 구체적 이유없는 공개거부, 잘못된 형식과

이유의 공개거부 등 다양한 유형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 나타났다.

4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시점을 기준으로 했으므로 행정처분 시점 면에서는

98년이전 처분이 포함되고 2015년 후반 처분사건은 행정심판 제기의 사후적

특성으로 상당수 제외될 것이다.

43) 일단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2017년 5월 30일 검색하여 현출된

결과를 기준으로 연구 데이터를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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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공개거부 처분이 적법하여 기각된 경우, 청구인의 심판

제기가 법상의 요건에 맞지 않아 각하된 사건 등은 제외하였다. 나머지

케이스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인용(부분인용 포함) 재결된 사례를 선별한 후 동일인의 중복

공개 청구 케이스 등 연구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일부 사례를 제외함

으로써 최종적으로 213건의 데이터44)를 확정했다.

수집 데이터는 중앙행정기관중 부·처·청 자체에서 결정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뿐 아니라 그 산하기관과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지방기관(경찰서,

지방검찰청, 세무서 등) 처분에 대한 심판사건을 포함하되 자치행정기관인

지방자체단체나 교육청(대학) 등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례는 제외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명칭의 경우 연구대상인 행정심판 재결이 형성되는

기간동안 정부조직이 수차례 개편되어 변경된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재결서에 나와 있는 기관명을 사용하되 명칭이 달라진 경우에는 2015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처분과 관련된 기능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명칭을 사용하였다.

44) 본 연구 데이터 케이스 213건의 개요를 논문 끝에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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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과제 및 연구 방법

1. 연구과제(가설) 및 도출배경

가.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에는 법정 비공개사유외에도 여러

형태의 공개거부 유형이 나타날 것이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에 대해 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그동안

정보공개 연구에서도 행정기관의 공개 거부가 법정 비공개사유를 중심

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암묵적 가정하에 분석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중앙

행정기관의 잘못된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의

문안을 개략적으로 분석한 결과 법정 비공개 사유이외 이유와 형식의

비공개 처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행정기

관은 법정 비공개 사유와 방식이외에도 기관과 관료의 비난책임 논란, 재

량특권 축소 등 부담을 우려하여 법정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

우에도 조직과 관료이익 관점에서 민감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민

원인과의 보유정보 및 행정업무 처리 전문성의 비대칭을 이용하여 법에

서 정하지 않은 이유와 형식과 기법을 이용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할 가능

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는

법정 비공개 사유 이외에도 여러 형태의 정보공개 거부유형이 나타날 것

이다”를 가장 중요한 연구과제(가설)로 설정하고 이를 규명해보려 한다.

나. 행정기관의 조직요인중 권력이 정보공개 거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1 관료제권력45)이 큰 기관이 정보공개 거부경향을 보일 것이다.

45) 관료제 권력은 오재록교수가 정의한 “관료로 이루어진 정부조직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을 통해 희소한 사회적 가치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타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능력” 개념과 이에 기초한

중앙행정기관 권력지수(중앙행정기관 권력의 측정모형과 실증분석, 한국행정

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6, 1051-1062)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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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 권력지수가 높은 기관일수록 법정 비공개사유가 아닌 유형의

정보공개 거부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선행연구 검토결과 행정기관이 민원인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조직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공통적

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행정기관이 보유한 권력과 크기가

민원인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도 작용하여

큰 권력을 보유한 기관이 민원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우월한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해당 행정기관 및 관료의 이해에 민감한 정보에 대해

공개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오재록 교수가 제시한

중앙행정기관의 권력지수를 활용하여 권력지수가 높은 기관이 정보공개

거부경향이 더 있는지를 분석하고 나아가 권력지수가 높은 기관의

정보공개 거부형태가 법정 비공개사유가 아닌 정보부존재, 청구부적격

주장 등 민원인의 청구를 덜 존중하는 형태의 정보공개 거부 형태를

더 보이는 경향이 있는 지를 검증해보기 위해 이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다. 행정기관의 담당업무 특성이 정보공개 거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1 기획기관이 집행기관보다 정보공개 거부경향을 보일 것이다.

다-2 국가관리, 산업경제, 사회문화 등 담당기능 특성이 정보공개

거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민원인이 청구한 정보에 대해 행정기관이 공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

하는데 조직요인중 담당업무의 특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

연구 검토결과 기획기관인지 집행기관인지에 따라 정보공개 거부

성향이 달라진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었고 수립한 정책에 책임을

져야하는 기획기관이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관보다 더 정보

공개 거부성향이 높다는 주장과 정책의 추상적인 특성과 민감한

정보를 덜 다루는 기획기관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국민의

권익과 관련이 높은 집행업무 담당기관이 논란을 우려해 정보공개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이 상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국민

생활에 중요한 정책입안을 담당하고 있어 국민들의 권익에 영향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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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관이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담당기관보다 더 정보공개

거부성향이 높다는 가설을 세웠다

또 국가관리, 산업경제, 사회문화 등 담당기능에 따라서도 정보

공개 거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가 있었다. 비밀이 많은 국가관

리 기관이 정보공개에 가장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사회문화 기능

역시 복잡한 사회문제를 포함하고 재량행사 방향도 명확하지 않아

공개에 소극적인 성향을 보이나 산업경제기관은 통계 등이 공개되어

있고 정책도 예측이 가능해 정보공개에 거부감이 적다는 주장이 제기

(안병철, 이명진 등)되었다. 본 연구도 국가관리, 산업경제, 사회문화

등 기관기능에 따라 정보공개 거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라. 청구정보 유형 등 정보요인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1 수사·재판 등 권력적 유형의 정보가 여타 정보유형보다 정보공개

거부경향을 보일 것이다.

민원인이 청구한 정보가 일반 행정 문서자료인지, 수사재판 관련 정보

인지, 입찰사업관련 정보인지 등 청구한 정보유형도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사 재판 등 민원인에 우세한

권력형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이 여타 정보 유형을 다루는 기관보다 더

정보공개에 더 거부성향을 보일 것이다.

마. 청구인 요인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1 청구인이 고소인, 재소자 등 이해당사자일수록 정보공개 거부

경향을 보일 것이다.

마-2 청구목적이 행정감시인 경우가 개인권익 확보 목적보다 정보공개

거부경향을 보일 것이다.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에는 정보공개에 따른 논란이나 실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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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책임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고소인, 재소자 등

직접적인 행정기관의 이해 당사자가 청구한 정보에 대해서는 향후 소송,

논란제기 등 행정기관에 부담이 되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일반 국민이 알권리 차원에서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보다 더 거부경향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청구목적 면에서도 개인 권익 확보 목적의 정보공개

청구는 공개시 개인적인 차원의 논란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의 행정감시 목적의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공개시 큰 논란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공개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이와

같이 가설을 세웠다.

2. 1차 연구방법 : 정보공개 거부처분 분석 및 유형화

행정기관의 잘못된 정보공개 거부 패턴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 재결서의 문안

분석을 통해 행정기관이 공식적으로 제시한 정보공개 거부결정의

주요 이유와 행태를 추출한 결과 < 표 8 >에 정리된 것처럼 21개의

거부형태가 나타났다. 이를 유사한 공개거부 이유와 형태를 묶어

유형화시킨 결과 < 표 8 > 과 같이「법정 비공개사유 형식」,「제 3자

반대 이유」,「법정 공개방식 위반」,「거부사유 미비」,「정보 부존재

통지」,「결정 장기지연」,「청구 부적격 주장」등 7개 패턴으로 유형화

되었다.

총 213건의 재결사례 분석을 위해 <정보유형>, <처분기관>, <기관

유형 1 : 기획, 집행>, <기관유형 2 : 국가관리, 산업경제, 사회문화>,

<거부처분 패턴>, <청구인>, <청구목적> 등 7개 항목을 엑셀 프로그램

에 입력하여 통계처리용 데이터를 작성하였다. 그후 SPSS 통계분석 프로

그램을 이용해 처분 기관별, 기획·집행 기관별, 국가관리, 산업경제, 사회문화

등 기관기능 특성별, 청구인 및 청구목적별 정보 공개거부 처분 빈도와

백분율을 파악하고 처분기관 조직요인, 정보유형, 청구인, 청구목적 변수와

공개거부 처분 유형과의 상호 관계, 연도별 처분 건수 추이와의 관계도

분석해 본다.



- 45 -

주요 유형 행정기관이 내세운 공개거부 세부 이유

①법정 비공개

사유 형식

o 법정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 여러 가지

법정 비공개 사유를 제시

o 잘못된 비공개 사유 조항을 공개거부 근거로 제시

o 공개거부 처분 후 행정심판 과정에서 비공개 사유 추가

②제 3자 반대

이유
o 제 3자 관련 사항, 당사자의 이익침해 또는 반대를 이유로 제시

③법정공개방식

위반

o 청구인 요구방식의 공개 거부(전자,복사물 요구에 열람공개)

o 인터넷, 관보 게시 이유 비공개

o 인터넷 사이트 경로 안내 조치(재소자 등에게)

o 증명할 수 없음에도 공개했다(일반우편 등)고 주장

④거부사유미비

(구체적 사유가

없거나 포괄적

이유 제시)

o 거부사유 제시가 전혀 없는 경우

o 형식상의 거부사유는 있으나 법정 이유가 아닌 포괄적이고

두루 뭉실한 이유(국가안보, 공익, 업무과중·방해 등) 제시

o 사실상 청구내용, 민감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형식

상으로는 공개한 것처럼 포괄적인 내용의 정보를 제시

o 부분 공개(10%)후 전체를 공개한 듯 비공개 사유없이 처리

o 비공개 및 공개가능 사항 혼재시 분리 공개 미이행

o 법 9조 비공개사항 각호 언급없이 9조 1항을 이유로 제시

⑤정보부존재

통지

o 정보가 있으면서도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

(미존재, 보존연한 도과, 폐기, 타기관 이송 등)

o 추가 취합가공이 필요해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

⑥결정 장기

지연

o 정보공개 청구에도 불구 결정을 장기지연하거나 아무런 처분

없이 처리기한 경과

⑦청구부적격

주장

o 정보공개 청구 실체가 없음 또는 청구가 막연해 특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단순 민원사항 처리 또는 재청구 통지

o 기공개, 중복청구 등 이유로 내부 종결 처리

o 청구법익 없음, 정보공개 청구권 남용 등 주장

o 정보공개청구서, 이의신청 청구취지 오기 등 흠결 주장

<표 8 > 정보공개 거부유형과 세부 이유 및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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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기관명 권력지수 순위 기관명 권력지수

1 기획재정부 76.02 22 방송통신위 18.04

2 검찰청 65.82 23 통일부 15.09

3 국방부 65.23 24 식약청 14.64

4 국토해양부 64.37 25 국가보훈처 14.10

5 교과부 60.93 26 소방방재청 13.69

6 행정안전부 50.93 27 관세청 13.10

7 지식경제부 48.36 28 특허청 12.81

8 국가정보원 45.73 29 조달청 11.83

9 외교통상부 39.63 30 해양경찰청 11.58

10 보건복지부 37.22 31 산림청 10.80

11 감사원 37.12 32 여성가족부 10.69

12 금융위 35.03 33 법제처 10.28

13 농수산식품부 34.64 34 중소기업청 10.24

14 경찰청 33.80 35 방위사업청 9.96

15 문체부 30.88 36 문화재청 9.49

16 국세청 28.48 37 통계청 9.14

17 고용노동부 27.16 38 병무청 8.09

18 환경부 25.85 39 기상청 7.88

19 법무부 25.52 40 국가인권위 7.60

20 공정거래위 21.51 41 농업진흥청 6.19

21 국민권익위 18.73

3. 기관별 권력지수와 공개 거부처분간 관계분석

행정기관의 권력지수가 높을수록 정보공개 거부 경향을 보일 것이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오재록 교수가 제시한 ( 표 9 > 와 같은

행정기관별 권력지수46)를 기준으로 정보공개 거부건수와의 관계를 분석

하였다. 그리고 권력지수가 높은 기관이 법정 비공개 사유 형식 이외의

특정한 정보공개거부 유형을 보이는 경향이 높은지를 분석하기 위해 기

관별 권력지수와 7개의 거부처분 유형별 공개거부 건수를 연계해 분석

하였다.

< 표 9 > 오재록 교수의 중앙행정기관별 권력지수47)

46) 오재록은 2011년 41개 중앙행정기관의 관료제 권력크기의 측정을 위해 기관의

보유자원, 자율성, 네트워크, 관료제권력에 의한 잉여력, 공식 권한에 의한 잠재력

등을 종합, 기관별 권력지수를 산출, 제시했다.

47) 지수가 없는 경우 오재록교수의 자문을 받아 총리실은 원과 부의 평균을 사용

하고 철도청은 유사한 특별회계를 운영중인 특허청과 조달청의 평균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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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가관리 산업경제 사회문화

기획

국방부, 경찰청, 외

교부, 통상부, 법무

부, 법제처, 행자부, 

국정원, 감사원

과기부, 건교부, 금융

위, 기재부, 농림부, 산

림청, 산자부, 방송통신

위, 재정경제부

여가부, 복지부, 교육

부, 노동부, 문체부, 

문화재청

집행

검찰청,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병무청, 

조달청, 통계청, 통

일부, 해양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공정

위, 농진청, 해수부, 철

도청, 특허청, 중기청

기상청, 국민권익위,보

훈처, 식약청, 환경부

4. 기획· 집행기관별 정보공개 거부성향 분석

중앙행정기관은 업무특성에 따라 정책결정에 중점을 두는 기획기관과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분석대상인 중앙행정기관이 기획기관과 집행기관중 어디에 속하는지는

최정민이 관료의 정보공개행태 영향요인 연구에서 기존 연구를 종합

하여 제시한 표(133쪽)에 분류된 기준을 참고(표 10) 하였다.

< 표 10 >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특성 및 기능에 따른 분류

선행연구 검토결과 기획기관과 집행기관중 어느 기관이 정보공개에

더 소극적인지에 대해서는 주장이 나누어지고 있다. 이용정은 기획기관의

경우 추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논란가능성이 적은

반면 집행기관은 국민의 관심이 더 큰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정보공개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병철과 이명진·문명재는

기획업무가 정보판단 업무를 주로하고 업무 담당자의 주관이 반영되어

공개시 판단책임 및 실패에 대한 논란 가능성에 부담을 가짐으로써 정보

공개에 소극적인 반면 집행기관은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므로 공개에

따른 책임의식이나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와 같이 기획을 담당하는 행정기관들이 정보

공개 거부 경향이 더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제시했는데 위법 부당한

행정심판건수중 두 기능기관간 점유율을 비교 분석하여 가설 수용여부를

판단하고 선행연구 결과와도 대비해볼 것이다. 또한 업무특성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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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따라 정보공개 거부이유와 방식에도 어떤 기능기관이 법정 비공개

사유를 중시하는지 법정 비공개 사유가 아닌 방식의 거부형태는 어떤 기능

기관에서 더 나타나는지도 검증해볼 것이다.

5. 국가관리·산업경제·사회문화 기능기관별 공개거부 비교

또 다른 행정기관의 조직 특성요인 분류방법은 국가관리, 산업경제,

사회문화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다. 안병철, 이명진·

문명재 모두 행정기관을 기능에 따라 위와 같이 3분류하여 이에 따라

정보공개 행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 분석결과 국가관리 기능 기관이 안보와 사회질서에 관련된

정보로 민감한 정보를 소유 생산하고 있어 정보유출시 정치 쟁점화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관료는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소극적인 정

보공개 행태 즉 높은 정보공개 거부 성향을 보일 것이라고 주장(안병철)

했다. 산업경제 기능기관의 경우 정책성과가 금액이라는 가시적 수치로

확인되며 통계 등 이미 공개된 자료가 많아 재량을 발휘해 공개를 거부할

유인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명진·문명재, 안병철)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수요자와 제공자간 알력과 대립이 심할수록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별 국민의 관심이 높고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보공개

청구와 불복건수가 많은 산업경제 기관의 정보공개 거부가 오히려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국가관리기관은 안보와 사회질서 관련 사항으로 개인의

권익과 직접 관련이 적어 청구가 적은 반면 공개시 논란이 클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 청구에 양보하기 어려워 그다음 공개거부 경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사회문화기관은 개인적 권익관련 사항으로서 공개시 논란

범위나 부담이 적은데다 공개거부시 자신의 권익이 달려있는 개인이

소송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행정기관이 공개거부를

신중히 할 것이므로 위법 부당한 공개거부가 더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48).

48) 안병철(2009) 141쪽을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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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분석 결과

제 1 절 위법 부당한 정보공개 거부유형 분석

행정심판재결서에 나타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 공개거부 유형을 분석

한 결과, 다양한 형태의 위법 부당한 정보공개 거부유형이 나타났다.

< 그림 5 >에서 보듯이 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

에 규정된 비공개사유를 제시하면서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례가 전체 213

건중 53.1%인 113건으로가장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정보공개

법상 비공개사유(법 제9조 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동 조항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민원인의 청구부적격 주장 등 법에 규정되지 않은 이유를

근거로 하거나 정보 부존재 통지, 장기 처분지연 등 행정상 거부방법을

활용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유형도 46.9%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그림 5 > 법정 비공개사유 형식과 여타 형식 공개거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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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에 규정된 비공개 사유를 중심으로 정보공개 거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에 해당하지 않은 나머지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하도록 한 정보공개법의 기본 프레임과 상응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는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에는 법정 비공개사유 외에도 여러 형태의 정

보공개 거부유형이 나타날 것이다는 첫 번째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법에서 규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개

거부를 허용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정보공개법 시스템을 전제로 한 제도 개선만으로는 행정

기관의 위법 부당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막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정보공개 거부유형별 건수를 세부적으로 보면 < 그림 6 >과

같이 정보공개법이 상정하고 있는 법정 비공개 사유형식(113건)과 다른

비공개이유 및 유형이 상당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율별로는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에도 불구 청구부적격을 이유로 한 공개거부가 15.5%를 차지하고,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보부존재 통지를 한 경우가 10.8%,

법정 공개방식을 위반한 사실상의 비공개가 9.9%, 법에 어긋나는 제 3자

반대를 이유로 한 비공개가 5.6%, 그 외 거부사유 미비, 장기간 무처분

등 형태의 거부도 나타났다..

< 그림 6 > 정보공개 거부유형별 건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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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행정심판으로 진행되는 사안은 청구인이 중요한 권익과

관련되어 관심이 높고 법적으로 적극 대응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행정기관도

논란 가능성을 예상하고 신중히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여준 행정기관의 공개 거부 유형과 대응 방식에는 행정기관이

법치행정의 원리가 지배하는 행정환경 하에서 조직과 관료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정보공개를 회피하면서도 법에 어긋나는 정보공개 거부에 따른

위법성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나름대로의 전략과 기법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행정기관들이 자신의 재량권과 힘을 유지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관료조직의 비밀주의 이론이나 책임논란을 우려하는

일선 관료들이 비난회피동기 등에 따라 민감한 정보에 대해 공개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최정민의 관료의 정보공개행태 영향요인 연구

결과(2013, 192쪽)와도 궤를 같이 하는 연구결과로 생각된다.

행정기관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에서 가장 많이 제시하고 있는 법정

비공개 사유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 그림 7 >과 같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 9조(개정전 법 제 7조) 1항 5호

(내부 검토중 사안)와 6호(개인정보), 7호(경영 영업비밀 등), 4호(수사재판

관련) 순이었다. 법정 비공개 사유를 내세운 위법 부당한 거부처분

사례중 법상의 비공개 이유 조항별 건수를 별도로 분석해분 결과 비공개

사유 조항을 복수로 제시한 사례는 법정 비공개사유를 제시한 총 113건중

45건이었고 3개 이상의 비공개 사유를 제시한 경우가 7건, 4개 이상을

제시한 경우도 1건이 있었다.

비공개조항을 4개나 제시한 정보공개 거부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파트 입주민이 신청한 분양가 산출내역 정보 공개신청에 대해 거부한

경우이다. 해당기관은 분양가 정보를 공개할 경우 입주민과의 형평성

저해로 인한 소송 빈발, 참여기업 활동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정보공개법 9조 1항 3호(국민의 신체재산 침해), 5호(내부 의사결정),

7호(경영 영업상 비밀), 8호(부당이득 우려) 등을 이유로 2007.11 공개를

거부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아파트 분양가 산정 등 주택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편의주의 및 권한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며 정보

공개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였다. 문제는 동기관이 99년에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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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정보공개 신청을 거부, 2회나 행정심판위에서 공개하도록 재결

하였고 2007년에도 이 건을 포함, 3회나 정보공개를 거부, 행정심판위에서

공개하도록 재결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동 정보는 정보제공자가 가능하다면

공개를 하고 싶지 않은 정보가 분명해 보이며 동 정보의 공개거부가 위법

부당함을 이미 알면서도 의도적인 거부결정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분석 및 사례 검토 결과를 볼 때 행정기관이 정보공개를

청구받을 경우 앞서 설명한 청구정보 판단절차에 따라 법상 비공개조항

해당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개하고 해당할 경우

거부이유 제시와 함께 거부처분을 해야 하나 실제로는 기관 이익과 부담의

관점에서 정보를 공개해도 되는지를 판단한 후 예민한 정보의 경우 먼저

거부를 결정하고 처분시에 적당한 법상 비공개 이유를 찾아서 제시하는

짜맞추기식 의사결정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복수의 비공개 조항을 제시한 경우를 포함, 법정 비공개사유 조항별

건수를 살펴보면 총 164건중 5호 43건, 6호 38건, 7호 37건, 4호 22건, 1

호(타법 비밀) 13건, 3호(국민신체재산 손상) 6건, 8호(부당이득) 4건, 2호

(국가안보) 1건의 분포를 보였다.

< 그림 7 >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비공개사유 조항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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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보공개 거부 영향요인별 분석결과

이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잘못된 정보공개 거부 결정이 나타

나는 형태와 이러한 정보공개 거부결정 여부 및 거부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권력성과

담당 업무특성 및 기능 등 조직요인과, 청구정보 유형 등 정보요인,

청구인 신분 및 청구목적 등 청구인 요인 등이 정보공개 거부처분

결정과 거부처분 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 검토했다.

이번 연구는 연구대상을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중 행정

심판위원회의 재결에서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취소하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인용한 사건으로 제한하였고 청구인도 정보공개에 관심이 높아

법리와 증거를 통해 적극 대응하는 민원인이 있어 행정심판으로까지

전개된 사안이 선별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요인을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이 국정정보 공개문제는 정보요구자인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 법상의 근거와 논리를 내세워 공개를 적극 추구하고

행정기관은 논란이나 재량권 감소 등 부담이 우려되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기 위해 법상 비공개요건으로 포장하거나 정보부존재 등 행정상의

공개기피 방법까지 동원하는 등 정보공개 거부의도가 치열하게 부딪치는

법적 행정적 싸움으로서의 특성을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미국 등 정보공개 선진국에서도 중요한 정보의 대외공개를 둘러싸고

언론과 민원인 등 정보요구자와 정보 제공자인 정부관료간 치열한

접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로 볼 때 자신의 권익 확보를 위해

아주 적극적인 정보요구자와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법적 행정적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공세적인 관료를

상정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행정심판이라는 불복과정에서

행정기관이 잘못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방어하고 비공개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행정기관의 대응패턴분석에 초점을 두어 접근한 본 연구가 행정

현실을 이해하고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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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법치행정의 원리상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거부가 위법 부당하다 하더

라도 조직과 관료의 관점에서 거부가 필요할 경우 법적 근거와 논리를

내세워 적법한 것처럼 대응할 것이므로 행정심판 등 불복과정에서

나타난 행정기관의 대응실태를 분석할 경우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인식과 국민의 공개청구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대응기법이나 논리가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1. 조직요인 분석 Ⅰ : 기관별 정보공개 거부요인

먼저 중앙행정기관중 어느 기관이 가장 많은 법에 어긋나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여 행정심판을 통해 시정되는지를 분석해 보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를 보면 대부분 힘이 있는 권력형 기관이 정보공개 거부

성향이 높다는 주장이 많았다. 실제 그런지 98년부터 2015년말까지 중앙행정

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해 행정심판을 통해 시정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총 213건을 분석한 결과 < 그림 8 >처럼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기관은 경찰청(35건)이었고, 다음으로 국토부(28건), 국세청(18건), 법무부

(18건) 등 순이었다.

< 그림 8 > 중앙행정기관의 잘못된 정보공개 거부건수49)

49) 기타 국방부, 관세청, 기재부, 방통위, 법제처, 산림청, 식약청, 외교부, 해경청

등이 1건씩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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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건수 권력지수

위법 부당한 정보공개 거부건수가 많은 기관들은 < 그림 9 >에서

볼 수 있듯이 대체로 권력지수가 높은 기편임을 알 수 있다.

< 그림 9 > 기관별 정보공개 거부건수와 권력지수 비교

이는 권력기관이 정보공개에 소극적이라는 연구결과(안병철 2009,

148쪽)와 일부 상응하는 결과로서 행정기관의 권력이 정보공개에 영향을

일부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음을 의미50)한다. 다만, 그래프에서 보듯이

행안부, 산자부, 교육부, 검찰청 등의 경우 권력지수가 높음에도 불구

잘못된 정보공개 거부처분건수는 상대적으로 그리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권력지수가 높을수록 정보공개 거부경향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의

지지여부는 < 그림 9 >의 기관별 정보공개 거부건수와 권력지수를 나타

낸 그래프만 봐서는 비례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상관관계 분석 등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50) 오재록의「관료제권력의 측정과 권력지수의 개발」제하 행정기관 권력지수

분석에 따르면 45개 중앙행정기관중 경찰청 7위, 건설교통부 5위, 국세청

14위, 법무부 22위로 정보 공개 거부가 많은 기관의 권력지수가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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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권력지수 처분건수 권력지수 순위 처분건수순위

경찰청 33.8 35 15 1

국토부 64.4 28 4 2
국세청 28.5 18 17 3

법무부 25.5 18 20 3
노동부 27.2 15 18 5

복지부 37.2 14 12 6

행안부 50.9 11 7 7
산자부 48.4 10 8 8

환경부 25.9 10 19 8
권익위 18.7 9 22 10

교과부 60.9 8 6 11
검찰청 65.8 5 2 12

해수부 64.4 4 4 13

금융위 35.0 4 13 13
농림부 34.6 4 14 13

문체부 30.9 3 16 16
정통부 48.4 2 8 17

총리실 40.9 2 10 17

공정위 21.5 2 21 17
철도청 12.3 2 26 17

기재부 76.0 1 1 18
국방부 65.2 1 3 18

외교부 39.6 1 11 18
방통위 18.0 1 23 18

식약청 14.6 1 24 18

관세청 13.1 1 25 18
해경청 11.6 1 27 18

산림청 10.8 1 28 18
법제처 10.3 1 29 18

이에 따라 행정기관별 권력지수와 잘못된 정보공개 거부건수간 관

계분석을 위해 < 표 12 >를 작성해 보았다.

< 표 11 > 행정기관별 권력지수와 정보공개 거부건수 비교

두 변수간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해본 결과 < 표 11 >과 같이

상관계수가 0.15로 약한데다 통계적 유의수준(<0.05)도 만족하지 못해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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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rson 상관계수

권력지수 거부건수

권력지수

Pearson 상관계수 1 .150

유의확률 (양쪽) .439

N 29 29

처분건수

Pearson 상관계수 .150 1

유의확률 (양쪽) .439

N 29 29

< 표 11 > 권력지수와 정보공개 거부건수간 Pearson 상관분석

이와 같이 권력지수와 위법 부당한 처분건수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우선 오재록의 권력지수가 정부 내외에서 가지는

기관의 힘을 나타낼 수 있다 해도 정보공개 청구 민원인에 대한 직접적

권력을 의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잘못된 처분건수도 기관의

권력만이 아닌 민원인의 적극적 대응에 따른 심판제기 등 다른 변수에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어쨌든 행정기관의

권력지수가 정보공개 거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존 연구와 다른

맥락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권력이 센 행정기관보다는 국민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민원인이 공개거부에 적극 대응하고 행정기관도 민원에게 패배할 경우

업무 부담이나 행정기관 주도의 업무환경 변화 등 부담을 우려하여 적극

대응하는 민원업무 담당기관이 정보공개 거부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신체자유 침해와 직결되는 수사․재판·교정 분야, 세금, 입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관이 잘못된 정보공개 공개거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으로 해석된다. 권력지수가 높을수록 법정 비공개사유가 아닌 형태의 정보

공개 거부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과 관련해 권력지수와 정보공개 거부

유형을 비교한 < 표 13 >에서 뚜렷한 특징이 보이지 않는다. 특이점

으로 법정 비공개 사유형식의 공개 거부가 권력지수가 낮은 기관에 많이

나타남을 볼 수 있고 청구부적격, 정보부존재 통지 등 행정편의적 이유의

정보공개 거부는 권력지수가 높은 기관에서 더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으나

강력하게 지지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아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한편

권력지수가 높은 기관에 법정 비공개 사유이외 형식의 거부가 많은 이유로

민원인에 비해 우세한 지위를 토대로 청구 부적격, 정보 부존재 통지 등

행정적 방법을 이용한 거부를 하는 경향이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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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거부 유형

전체
법정
형식

제3자
반대

공개방식
위반

거부사유
미비

정보
부존재

결정
장기지연

청구
부적격

권
력
지
수

10.3 0 1 0 0 0 0 0 1

10.8 0 0 0 0 0 0 1 1

11.6 1 0 0 0 0 0 0 1

12.3 0 0 1 1 0 0 0 2

13.1 1 0 0 0 0 0 0 1

14.6 1 0 0 0 0 0 0 1

18.0 0 0 1 0 0 0 0 1

18.7 2 0 0 0 1 0 6 9

21.5 1 0 0 0 1 0 0 2

25.5 10 0 5 0 2 0 1 18

25.9 4 3 1 1 0 0 1 10

27.2 11 3 2 0 0 0 0 16

28.5 11 1 1 0 2 0 3 18

30.9 2 0 0 0 0 1 0 3

33.8 16 2 1 3 8 0 6 36

34.6 4 0 0 0 0 0 0 4

35.0 2 0 0 1 1 0 0 4

37.2 9 0 1 0 1 1 1 13

39.6 0 0 0 0 0 0 1 1

40.9 0 0 1 0 0 0 1 2

48.4 7 2 1 0 0 1 1 12

50.9 6 0 2 0 1 0 2 11

60.9 4 1 2 0 1 0 0 8

64. 16 2 1 2 3 1 6 31

65.2 1 0 0 0 0 0 0 1

65.8 3 0 0 0 0 0 2 5

76.0 1 0 0 0 0 0 0 1

전체 113 15 20 8 21 4 32 213

< 표 13 > 권력지수와 정보공개 거부유형간 관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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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요인 분석 Ⅱ : 기획기관과 집행기관간 거부유형 비교

기획기관과 집행기관을 기관유형 변수로 하여 SPSS 분석을 한

결과 < 그림 10 >과 같이 기획기관의 위법 부당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총 213건중 159건으로 74.7%를 차지함으로써 54건으로 25.3%를 차지한

집행기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연구가설을 적극 지지하는

증거로서 기획기관이 국민생활에 중요한 정책입안을 담당하고 있어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권익에 미치는 영향도 큼에 따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도 많고 정보공개 거부에 직면할 경우 적극적으로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그림 10 > 기획/집행 기관별 정보공개 거부건수 비교

이 연구결과는 집행업무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기획업무보다 공개 거부율이 더 높다는 이

용정의 연구결과(1998)와 크게 다르다. 반면, 기획업무 담당기관의 경우

기획자의 주관이 반영되고 실패나 논란시 담당자가 안아야 할 부담과 책임이 커

이미 결정된 사항을 정형화 된 방식으로 처리하는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보다 정보를 공개하는데 더 소극적이라는 안병철(2009)과 이명진․문

명재(2010) 등 연구와 같은 맥락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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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 그림 11 >과 같이 기획기관 및 집행기관 여부와 정보

공개 거부패턴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획기관이 159건의 정보공개

거부중 88건(55.3%)을 법정 비공개 사유형식을 내세운 거부처분을 하고

있어 좀더 법정 요건을 갖추는 듯이 보이려는 노력을 하는 등 영리한

거부처분을 하는 성향이 있는 반면 집행기관은 총 거부건수 54건중

법정 비공개 사유 형식이 25건(46.3%)을 차지하고 법정 비공개 사유

형식이 아닌 여타 공개거부 패턴이 오히려 더 많은 53.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덜 존중하는 형식의 거부처분으로

보이는 청구부적격 주장에 의한 공개거부 비율의 경우 기획기관은 전체의

11.3%에 불과한 반면 집행기관은 25.9%에 달해 크게 차이가 난다. 기획

기관이 집행기관보다 정보공개법상의 공개거부 요건을 갖추려는 노력을

더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그림 11 > 기획/집행기관과 정보공개 거부유형간 비교



- 61 -

3. 조직요인 분석 Ⅲ : 국가관리·산업경제·사회문화 기관 비교

기관기능별 정보공개 거부건수 및 비율을 살펴본 결과 < 표 14 >와

< 그림 12 >에서 보듯이 행정기관의 잘못된 정보공개 거부 213건중

산업경제 기능기관이 81건, 38%로 가장 높았고 국가관리 기관이 72건,

33.8%, 사회문화 기관이 60건, 28.2%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경제 분야가 정책의 향배에 따라 국민들의

권익에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민원인의 관심이 높고 이에 따라 행정

기관의 입장에서도 정보공개시 논란 등 우려가 크며 민원인의 행정처분

불복가능성에 대한 부담의식이 강해 정보공개에 민감하고 불복시 적극

대응함으로써 행정심판까지 진행되는 공개 거부 건수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표 14 > 기관기능별 정보공개 거부건수 및 비율

구분 정보공개 거부건수 백분율

산업경제 81 38.0

국가관리 72 33.8

사회문화 60 28.2

합계 213 100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중 국가관리 기능이 안보와 사회질서에 관련

된 민감한 정보가 많아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민논란과 정치 쟁점화

가능성이 높아 관료도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공개

행태를 보일 것이라는 안병철(2009) 연구 결과와 궤를 달리하고 있다.



- 62 -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산업경제 국가관리 사회문화

81

72

60

< 그림 12 > 기관기능별 정보공개 거부건수 비교

산업경제의 경우 이미 공개된 통계도 많고 정책도 예측이 가능해 재량

여지가 적음에 따라 정보공개를 거부할 유인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안병철,

이명진 등 연구결과와도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은 점이 특이하다.

사회문화기능 역시 복잡한 사회문제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 재량을

행사하는 방향도 명확하지 않아 소극적인 정보공개 행태를 보일 것이라는

이명진 등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사회문화 업무의

경우 정형화되어 있고 개인적인 사안이 많음에 따라 행정기관이 재량을

발휘하여 굳이 소극적인 정보공개 행태를 보일 유인이 없을 것이라는

안병철 연구와는 흐름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국가관리/산업경제/사회문화 기능 기관과 정보 비공개 유형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 표 15 >와 같이 산업경제 기능기관은 공개거부

총 81건중 법상 비공개 사유형식이 55.6%(45건), 국가관리는 총 72건중

48.6%(35건), 사회문화 60건중 55%(33건)를 차지해, 산업경제 기능기관과

사회문화 기능기관이 국가관리 기능기관보다 법정 비공개 요건형식을

갖추려는 노력을 더 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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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5 > 국가관리/산업경제/사회문화 기관과 거부유형

거부유형 산업경제 국가관리 사회문화 총계

법정형식 45 35 33 113

여타

형식

제3자 반대 5 3 7 15

공개방식 위반 6 8 6 20

거부사유 미비 4 3 1 8

정보부존재 7 11 3 21

결정장기지연 2 0 2 4

청구부적격 12 12 8 32

총 계 81 72 60 213

< 표 15 >와 < 그림 13 >를 종합해 보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덜 존중하는 형식의 거부처분 형태로 보이는 청구부적격 주장에 의한

공개거부 비율의 경우 국가관리가 16.7% %, 산업경제 14.8%, 사회문화

13.3%순이었고 행정적 기법을 통한 거부패턴인 정보부존재의 경우도

국가관리가 15.2%로 가장 높았으며 산업경제와 사회문화는 훨씬 낮은

8.6%, 4.7%를 각각 보였다.

< 그림 13 > 국가관리/산업경제/사회문화 기관과 거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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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유형 요인 분석

1) 정보유형별 정보공개 거부경향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유형은 일반 문서자료, 사업추진 입찰정보,

세금과 사회보험관련 정보, 수사·재판·교정관련 정보, 시험 정보, 심사평가

회의관련 자료, 예산·국유재산 정보, 조사·감사·징계관련 정보 등 8개

유형으로 나누어 행정기관의 잘못된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 보았다.

중앙행정기관의 공개청구 정보유형별 정보공개 거부건수는 < 그림 14 >와

같이 총 213건중 고소·고발에 따른 수사재판 및 재소자의 교정정보

공개요구에 대한 거부건수가 5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행정

기관이 보유한 문서 자료에 대한 공개거부 44건, 사업 및 입찰관련 정보

31건, 심사 평가회의 관련정보 25건, 예산과 국유재산관련 정보 23건,

조사·감사자료 15건, 세금 및 사회보험 정보 14건, 시험관련 정보 11건

등 순이었다.

여기서도 앞 조직요인 분석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개인의

권익침해와 관련이 높은 수사·재판·교정 관련 정보가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었다. 이는 개인의 권익확보를 위한 공개청구가 많고 이를 담당하는

경찰이나 검찰, 법무부 등 사법기관이 법에 어긋나는 공개 거부처분을

많이 함으로써 민원인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잘못된 정보공개 거부 건수가 많은 정보유형은 행정기관

보유 문서, 사업추진 입찰, 심사평가 회의 업무 등 관련 정보공개 청구로

나타났다. 이는 각종 행정신청 및 사업자 선정. 평가 등 행정기관 내부

의사결정 내용 확인과 국정 감시를 위한 자료요청이 많고 이에 대해

행정기관이 부담을 느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데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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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로 보아 정보유형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은 지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보

유형중 수사·재판·교정 분야나 사업추진입찰, 심사평가 등 행정기관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유형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법정 요건에 맞지

않은 공개거부 처분이 더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림 14 > 정보유형별 정보공개 거부건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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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유형과 공개거부 패턴간 관계분석

공개를 청구한 정보유형이 행정기관의 공개 거부처분 이유제시 등 거부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두 요인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 표 16 >와

< 그림 15 >과 같이 정보유형과 정보거부유형간 교차분석을 해보았다.

분석 결과 정보유형과 정보공개 거부유형간 관계중 수사·재판·교정

관련 정보유형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경우 다른 정보유형에서 불 수

없는 눈에 띠는 특징이 드러났다. 7개의 다른 정보유형은 법정 비공개

사유 형식을 내세운 정보 공개 거부건수가 여타 형식의 공개거부 패턴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수사·재판·교정 유형 정보는 전체

50건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중 법정 비공개 사유형식을 내세운 거부처분이

20건에 불과하고 정보부존재 통지 등 다른 형식의 공개거부처분 패턴이

훨씬 많은 30건을 기록했다.

이는 수사·재판·교정 분야가 국민의 신체자유 침해 등 가장 강력한

권익 침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 검찰, 경찰 및 교정

기관들이 피의자 등 행정객체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정보공개법

상의 비공개 사유 요건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기보다는 청구정보를 보유

하고 있으면서도 청구 정보 부존재 통지 등 행정적인 공개회피 기법을

이용한 편의주의적 거부처분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행정심판 재결서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이해당사자가

경찰서에 관련 사건기록 목록 등 일반적인 정보를 공개청구한 것과

관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수사기법 노출 등 수사간섭 우려와 영향이

전혀 없다며 거듭해서 관련정보 공개거부 취소 재결을 해왔음에도 불구

관련 문서사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자료를 검찰청에 송치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민원인에게 통보하며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

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잘못된 공개거부처분이 행정

심판위원회의 거듭되는 시정 재결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데는 업무 증가

등 부담을 의식해 검찰로 미루는 등 의도적인 공개 거부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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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시 법상 청구이익을 요구하는 청구적격 요구규정이 오래전에

폐지되었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행정기관이 청구 부적격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제를 지속 개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재판·교정 정보유형의 경우 정보공개 청구 자격을 문제삼는 청구

부적격 주장 방식의 공개거부 건수가 중앙행정기관 전체 32건중 13건을

차지, 가장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이는 검찰·경찰 등 그 유형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여타 정보유형 담당기관들보다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에 대한 인식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 표 16 > 정보유형과 정보공개 거부유형간 관계

정보유형
법정

형식

제3자

반대

공개방식

위반

거부사유

미비

정보

부존재

결정

장기지연

청구

부적격
총계

문서자료 15 3 7 1 8 1 9 44

사업입찰 17 4 2 2 3 3 0 31

세금보험 10 1 1 0 2 0 0 14

수사재판 20 2 4 3 8 0 13 50

시험업무 10 0 0 0 0 0 1 11

심사회의 15 4 3 0 0 0 3 25

예산등 16 0 2 1 0 0 4 23

조사감사 10 1 1 1 0 0 2 15

총계 113 15 20 8 21 4 32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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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5 > 정보공개 거부유형과 정보유형별 거부건수

5. 청구인 요인 분석

1) 청구인 신분 변수

청구인요인은 청구인 신분이 고소인, 피고소인, 재소자, 수험생, 국가

사업 입찰이나 심사참여 탈락자 등 누구인지에 따라 행정기관의 정보

공개 거부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구인 신분 측면에서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건수를 분석해보면

< 그림 16 >과 같이 총 213건중 고소인, 피고소인, 재소자 등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해 청구하는 건수가 크게 많은 135건으로

63.45%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국정 확인 및 감시를 위해 일반국민이

29.1%인 62건, 시민단체 언론이 7.5%%인 16건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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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6 > 청구인별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건수

사실 일반 국민들로 표시된 62건도 실제로 행정심판 재결서상 문안

분석을 통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명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은 개인인

경우 일반국민으로 분류했으므로 일반 국민 범주를 더 면밀히 파악하면

아마도 이해당사자 비중이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이나 시민단체도 본인이 일부러 밝히지 않으면 알기 어려우

므로 일반국민으로 분류된 데이터중 더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청구인과 정보공개 거부패턴간 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 그림 17 >과

같이 가장 많은 거부처분 형태인 법정 비공개 사유 형식에서도 총 113건중

이해당사자가 62%인 70건으로서 공개 청구인이 이해 당사자인 만큼 법정

비공개 사유 형식을 갖추려는 거부 처분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정보부존재

이유 거부 총 21건중 이해당사자가 81%인 1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행정기관이 이해 당사자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분쟁가능성에

대비하여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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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7 > 청구인 요인과 정보공개 거부유형간 관계

2) 청구목적 변수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목적에 의해서도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청구 목적별로 보면 < 그림 18 >처럼 총 213건중 민원인이 자신의

권익증진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자료와 필요한 정보를 요구한 청구중

행정기관의 공개거부 건수가 106건으로 49.8%를 차지했고 행정기관

업무확인 등 국정감시를 위한 목적의 정보공개 청구가 똑같이 106건

으로 49.8%를 점유하고 있으며 학술목적은 단1건에 불과했다. 따라서

국정감시 목적의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경향이 더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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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8 > 청구목적별 정보공개 거부 건수 비교

이러한 결과는 청구목적면에서 개인의 권익구제와 행정감시 목적의

청구인 경우 행정기관의 거부처분 경향도 학술목적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고 민원인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심판을 통해 대응함

으로써 시정을 추구하려는 동기가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술연구 목적의

청구에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가 적은 이유는 정보공개 청구 자체가

적은 때문인지 파악해봐야 할 것이나 일단 행정기관이 공개거부 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의 권익구제나 행정감시 목적의 청구보다 불복의 적극성이

부족해 거부처분이후 중도에 포기하는 등 행정심판까지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따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

청구목적과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패턴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 그림 19 >에서 보듯이 눈에 띠는 현상으로 법정 비공개 사유 형식이 아닌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한 거부 건수 총 21건중 16건(76.2%), 청구부적격 주장

을 내세운 거부건수 총 32건중 18건(56%)으로 많은 것은 행정기관이 민원

인과의 분쟁 가능성을 의식, 정보공개를 피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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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구제 행정감시 학술목적

있다. 또 문서사본을 요청한데 대해 열람공개를 결정하는 등 공개방식 위반

형태의 거부처분 유형에서는 오히려 행정감시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전체

20건중 12건으로 60%)하고 있다. 행정감시 목적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법에 따라 공개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열람공개 결정을 통해 사실상 대외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음이 감지된다. 또 제 3자 반대이유

공개거부 유형에서도 행정감시 목적의 청구가 총 15건중 80%인 12건을

차지하여 행정감시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제 3자의 반대를 이유로

제시함으로써 정보공개를 피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 그림 19 > 정보공개 거부유형과 청구목적별 거부건수 비교

6. 기타 정보공개법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분석

연도별 행정기관의 잘못된 비공개처분 빈도 추이를 보면 < 그림 20 >

처럼 2012년 이후 높은 증가세가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

들의 정보공개 인식 향상에 따른 청구증가(2011년 44만건→ 2015년 69만건),

정부의 정보공개 확대의지 및 행정심판위 운영 개선(2010년 위원 확대 7

→ 9명, 외부위촉 위원확대 4→ 6명)에 따른 인용률 증가 등 여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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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을 것이나 2013년 정보 비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인용 건수가 다른 연도보다 특이하게 높게 나타났다.

< 그림 20 >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건수 추이

정보공개법 변화가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도별 주요 법제 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

법상의 비공개사유 제도가 크게 바뀐 것은 앞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2004년

과 2006년, 2011년, 2013년이다.

정보공개제도 변경과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정보공개 거부건수 및

거부 패턴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 표 17 >로 정리해보았다 정보공개

제도가 크게 변한 연도를 기준으로 전체 거부건수 추이나 거부패턴상

특별한 변화나 연계 관계가 보이지 않았다. 2013년에 다른 해에 비해

거부처분 건수가 크게 늘어났고 법정 비공개사유 형식뿐 아니라 여타 형태의

거부패턴이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권교체나 사회

변화 등 다른 요인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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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거부유형

전체법정
비공개

제3자
반대

공개방식
위반

거부사유
미비

정보
부존재

결정
장기지연

청구
부적격

1998 1 0 0 0 2 0 0 3

1999 5 1 0 0 1 1 0 8

2000 3 1 1 0 0 0 0 5

2001 3 0 0 0 0 0 1 4

2002 3 0 1 0 1 0 2 7

2003 3 1 0 0 0 1 0 5

2004 7 1 2 0 1 0 2 13

2005 7 1 0 0 1 0 0 9

2006 3 0 0 1 1 0 0 5

2007 11 0 0 0 0 0 2 13

2008 6 0 0 0 1 0 0 7

2009 5 2 0 0 0 0 1 8

2010 4 0 0 1 1 0 0 6

2011 2 0 0 0 0 0 1 3

2012 14 2 3 0 4 0 3 26

2013 23 6 7 4 6 1 12 59

2014 11 0 4 0 1 1 7 24

2015 2 0 2 2 1 0 1 8

　
총계 113 15 20 8 21 4 32 213

< 표 17 >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거부유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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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 결과 및 정책적 함의

1. 연구결과 요약

1998년-2015년간 중앙행정기관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데 대해

민원인이 불복 제기한 행정심판의 재결에 나타난 행정기관의 정보

공개거부 이유와 대응 유형을 분석해본 결과, 행정기관들은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비공개사유 제시 형태를 띤 공개거부 처분 외에 다양한 형태의

법적 행정적 이유를 내세운 공개거부 처분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민원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를 특정할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청구 부적격을 주장하여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고 조금만

가공하거나 탐색하면 청구정보를 얻을 수 있거나 심지어는 문서를 보유

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 부존재를 통지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공개여부 결정자체를 법정시한을 넘겨 사실상 비공개하는 경우도

있었고 정보공개법상 의무인 구체적인 거부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공개

거부 처분, 청구인이 요청하는 사본공개 방식의 공개를 하지않고 열람

공개 결정을 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안내에 그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법에

어긋나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행정기관의 잘못된 공개거부 형태는 행정심판 재결서에 나타난

행정기관(피청구인)의 입장과 논리에 대한 문안분석을 통해 21개의 세부

대응형태를 식별해냈고 특징별로 묶어서 범주화해 <법정 비공개사유

형식>, <제 3자 반대 이유>, <법정 공개방식 위반>, <거부사유 미비>,

<정보 부존재 통지>, <결정 장기지연>, <청구 부적격 주장〉 등 7개의

비공개 패턴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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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론적으로 연구

하기 위해 기관의 권력, 업무특성, 기능 등 조직요인과 청구정보 유형인

정보요인, 청구인 신분과 청구 목적 등 청구인 요인 등 3개 요인이 행정

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 분석(거부

건수와 거부유형 면에서)하였다.

첫째로 조직요인과 관련 98년- 2015년간 중앙행정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여 행정심판을 통해 시정된 정보공개 거부처분 총 213건중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기관은 경찰청(35건)이었고 다음은 국토부(28건),

국세청(18건), 법무부(18건) 등 순이었다. 이들 기관은 오재록의 권력

지수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함을 보여주고 있어 기관의 권력이 정보공개

거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권력지수가 높을수록 정보공개 거부 성향이 높아진다는 하위가설은

양자간 Pearson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오재록 교수가 측정한 행정기관의 관료제 권력과

정보공개 청구를 둘러싸고 행정기관과 민원인간 작용하는 권력의 의미가

다르게 나타날 수 도 있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권력지수와 정보공개 거부유형간 교차분석 결과 권력지수가 낮은

기관이 법정 비공개사유 형식의 거부처분을 더 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권력지수가 높은 기관들이 청구 부적격주장, 정보부존재 통지 등 행정편의

주의적인 거부를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이 일부 확인되었으나

강한 연계관계가 있는지는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조직 요인중 기획기관과 집행기관간 정보공개 거부건수를 비교분석

한 결과 기획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총 213건중 74.7%(159건)를

차지, 54건으로 25.3%(54건)를 차지한 집행담당기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음을 보여주고 있어 연구가설이 충분히 지지됨을 확인했다.

기획기관 및 집행기관 여부와 정보공개 거부유형과의 관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법에서 규정한 비공개 사유를 내세운 공개거부 처분비율이

기획기관은 55.3%(159건중 88건)인 반면 집행기관은 46.3%(전체 54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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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건)를 기록했다. 기획기관이 법정 비공개 사유를 내세운 공개거부를

하는 경항이 있고 집행기관의 경우 법정 비공개 사유보다 정보부존재 통지

등 행정적 비공개 사유를 내세운 처분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 다른 조직요인중 국가관리, 산업경제, 사회문화 등 기관기능 특성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에 대한 분석결과

정보공개 거부처분 총 213건중 산업경제 기능기관이 81건 38%로 가장

높았고 국가관리 기관이 72건 33.8%, 사회문화 기관이 60건 28.2%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의 향배에 따라 국민들의 권익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민원인의 관심이 높고 행정기관 입장에서 정보 공개시 혹은

행정처분에 불복 제기시 부담이 커서 적극 대응해야하는 산업경제

분야가 행정심판까지 진행되는 정보공개 거부 사안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가관리 기능이 안보와 사회질서에 관련된 민감한

정보가 많아 공개될 경우 논란과 정치 쟁점화 가능성이 높아 정보공개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안병철(2009) 연구와 다른 결과이다. 산업경제의 경우

공개된 통계도 많고 정책도 예측이 가능해 재량 여지가 적음에 따라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이명진 등 연구결과와도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문화기능 역시 복잡한 사회문제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 재량을 행사하는 방향도 명확하지 않아 소극적인 정보공개

행태를 보일 것이라는 이명진 등 연구와 다른 결과로 해석되며 사회문화

업무의 경우 정형화되어 있고 개인적인 사안이 많아 행정기관이 굳이

소극적인 정보공개 행태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안병철 연구와 같은

흐름을 보였다.

국가관리/산업경제/사회문화 기능기관과 정보공개 거부유형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산업경제 기관은 공개거부 총 81건중 법상 비공개 사유형식이

55.6%(총 81건중 45건), 국가관리는 48.6%(총 72건중 35건), 사회문화는

55%(60건중 33건)를 차지해, 산업경제기관과 사회문화기관이 국가관리

기관보다 법정 비공개 사유요건 제시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보유형은 213건의 재결례 데이터에 나타난 청구정보를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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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가진 정보를 묶어, 일반문서, 세금·보험, 수사·재판·교정, 사업

입찰, 시험, 심사평가, 예산·국유재산, 조사·감사 등 8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정보유형별 정보공개 거부건수를 분석한 결과 법에 어긋난 정보공개

거부 총 213건중 고소인 및 재소자의 정보 요구 등 수사·재판·교정 유형

정보가 5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행정문서 공개거부 44건, 사업

및 입찰 정보 31건, 심사평가회의 정보 25건, 예산 국유재산 정보 23건,

조사·감사 15건, 세금보험 14건, 시험정보 11건 등 순이었다.

정보유형 요인 분석에서도 조직요인 분석결과와 같이 개인의 권익과

관련이 높은 수사·재판·교정 관련 정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는 개인의 권익확보를 위한 공개청구가 많고 이를

담당하는 경찰이나 검찰, 법무부 등 사법기관이 민원인의 공개요구에 부응

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유형이 행정

기관의 위법한 정보공개 거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이 지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보유형중 수사·재판·교정 분야나 사업입찰, 심사평가

등 행정기관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공개거부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유형과 공개 거부유형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수사·재판·교정 관련

정보유형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경우 다른 정보유형에서 불 수 없는

특징이 확인되었다. 7개의 다른 정보유형은 법정 비공개사유 형식을 내세운

공개거부가 여타 유형의 공개거부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수사·재판·교정유형 정보는 총 50건의 잘못된 정보공개 거부중 법정 비공개

사유형식을 내세운 거부가 20건에 불과하고 정보부존재 통지 등 다른

거부유형이 더 많은 30건을 기록했다. 이는 경찰 및 교정기관들이 피의자

등 행정객체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사유

요건을 갖추려고 하기보다 정보부존재 통지, 청구 부적격 주장 등 행정적

회피기법을 이용한 편의주의적 공개거부를 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사건의 행정심판 재결서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경찰의 경우

이해당사자가 수사기록 목록 등 일반적인 정보를 공개청구한데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수사기법 노출 등 부정적 영향이 없다며 반복



- 79 -

해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재결해왔음에도 불구 관련문서 사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수사자료를 검찰청에 송치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정보

부존재 통지 형식의 공개 거부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청구인 요인중 청구인 신분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총 213건중

고소인, 재소자 등 이해 당사자가 자신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해 청구

하는 건수가 135건으로 63.5%를 차지하고 있고 국정 감시를 위해 일반

국민이 29.1%인 62건, 시민단체 언론이 7.5%%인 16건을 기록하고 있다.

청구인과 정보공개 거부유형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행정기관의 정보

부존재 이유 거부유형이 전체 21건중 이해당사자가 17건으로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어 행정기관이 이해 당사자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이해

당사자와의 분쟁소지를 의식,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관련이

없는 듯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청구목적의 경우 권익증진 목적과 국정감시목적이 같은 106건으로

49.8%를 보였고 학술목적은 1건에 불과했다. 따라서 국정감시 목적의

청구가 더 거부경향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청구

목적과 공개거부유형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보부존재 이유의 공개거부

총 21건중 개인의 권익구제목적 청구에 대한 정보부존재 이유 거부가

1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행정기관이 개인과의 분쟁가능성을 의식,

공개를 피하거나 관련이 없음을 보이려는 의도가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처음부터 정보공개제도가 국정정보 확보를 위해

관료 장벽을 뚫으려는 민원인과 이를 막으려는 관료간 다툼이라는 전제

에서 출발했는데 행정재결례 분석 결과 행정기관들이 기관권력, 기능 및

업무특성, 정보유형 및 청구인 변수에 따라 정보공개 거부처분 건수와

거부유형 면에서 일정한 규칙성과 차이를 보였으며 어떤 정보의

경우 의도적인 공개기피 경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비난회피동기이론, 일선관료제 이론 및 주인 - 대리인 이론

등에서 제기된 것처럼 행정기관들이 국민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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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가설 지지여부 특이 사항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에는 법정

비공개 사유외에도 여러 형태의 공개

거부 유형이 나타날 것이다.

○

관료제 권력요인이 정보 공개 거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권력이 클수록 정보공개 거부경향이

높을 것이다
△

√공개거부 많은 기관은 비교적

권력지수 높은 기관

√상관관계는 불명확

권력지수가 높을수록 법정 비공개사유

아닌 유형의 정보거부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

√권력지수 높은 기관에 행정

편의적 거부유형이 많음

√상관관계는 불명확

행정기관의 담당업무 및 기능특성이

정보공개 거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기획업무 담당기관이 집행기관보다

정보공개 거부경향이 높을 것이다.
◎

국가관리, 산업경제,사회문화 등 담당

기능특성이 정보공개 거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청구정보유형 등 정보요인이 정보공개

거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수사재판등 권력적 유형의 정보일수록

경제산업 등 여타 정보유형보다 공개

거부경향이 높을 것이다

○

청구인 및 청구목적 요인이 정보공개

거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청구인이 직접 이해당사자일수록 정보

공개 거부경향이 높을 것이다.
○

청구목적이 행정 감시인 경우가 개인

권익보호인 경우보다 정보공개 거부

경향이 높을 것이다

× 두 경우가 동일비율로 나타남

정보공개법 취지 등 공익보다는 재량특권 유지 및 책임논란 회피를 위해

부담이 되는 정보의 공개를 기피하며 거부이유 제시 등 거부유형도

가장 부담이 적은 방법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표 18 > 연구 분석 결과 요약

(지지여부: 강한 지지 ◎ 지지 ○ 일부지지 △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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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1) 정보공개제도와 실제 운영간 괴리문제 개선노력 필요

정보공개법상 제도는 합법적 비공개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강력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은 이와 괴리되어 있음이 연구

에서 드러났다. 행정기관들이 법정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잘못하여 정보공개 거부사유로 삼는 경우가 자주

발생(전체 잘못된 정보공개 거부 총 213건중 53.7%)하였다.

이러한 잘못된 정보공개 거부가 나타나는 이유는 법상의 비공개

사유가 추상적으로 되어있는데다 실제 정보공개청구 케이스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공개 세부기준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

(법 9조 3항)가 있으나 기관 자율에 맡겨놓고 있어 연구결과에서처럼 국민

등 공익을 위해 공개가 바람직한 사안 대해 기관이 조직이익을 위해 의도

적으로 공개를 제한할 경우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보공개위원회

(비상설, 행정안전부소속)의 권한을 강화, 각기관의 정보공개관련 규정

및 기준에 대한 심사 및 문제규정이나 관행의 시정유도 권한 부여 등

정보공개제도 운영개선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2) 법정 비공개사유 이외 공개 거부유형에 대한 개념과 판단기준 정립

중앙행정기관의 잘못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절반에 가까운 46.3%가

정보 부존재 통지, 청구 부적격 주장, 비공개 이유제시 미흡 등 법정

비공개 사유이외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정보부존재, 청구 부적격 등 법정 비공개 사유이외 거부사유에 대해서는

법에 기본 개념이나 종류 및 해당범위에 대한 근거규정 자체가 없고

문제가 있을 경우 통제규정 또한 없음에 따라 행정기관이 공개에 부담이

되는 사안에 대해 이를 남용할 경우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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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의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서도 정보부존재 등 유형의

정보거부에 대해 일반 민원으로 처리하여 통계에서마저 제외하고 있어

동 문제에 대한 분석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법적 비공개사유

형식 이외 정보공개 거부 유형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정보공개법

제도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보부존재 통지의 경우 민원인이 어느 정도 합리적 내용을 토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데 대해서는 부존재통지를 하는 행정기관에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남용을 방지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3) 수사·재판·교정 등 부당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자주 발생하는 기능

이나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유도 시스템 강화

연구결과 수사·재판·교정 등 권력성 기관의 경우 피의자 등 행정객체에

대한 우세한 지위를 토대로 정보부존재 통지 등 행정편의주의적인 거부

이유를 내세운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자주 발생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국민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부당한 거부처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기능 및 업무특성 기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정보공개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소속인력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정보공개제도에 해닿 교육과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한다. 조직이기주의와 비밀주의 극복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정보

공개 담당관을 지정, 운영하고 책임과 의무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위법 부당한 정보공개 거부관련 인용재결 이행확보 방안 검토

연구대상 행정심판 재결례에 대한 사건 분석 결과 아파트 분양가,

수사목록 등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권익증진을 내세워 반복하여 정보공개 거부 취소처분과

공개청구 인용재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반복되고 있다. 행정재결은 행정심판법에 의해 해당 행정기관을 기속

하므로 당연히 시정되어야 함에도 실제는 같은 유형의 위법 부당한 정보

공개 거부처분을 다시 하는 경우가 있다. 행정심판법 제 59조는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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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 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 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1항), 이러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2항)고 규정

하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불합리한 법령 등 개폐 및 정비기능까지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51)했으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시정재결에도 불구

일선기관들이 업무부담 가중 등 행정편의적 이유로 다시 잘못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여 행정낭비와 국민의 권익침해가 일어나고 있는바 불합리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례집 작성 배포를 통한 주의 환기와 함께

행정심판 재결 불이행시 기관 경고 등 행정심판 재결 이행확보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51) 홍재형 교수(행정구제법, 390-391)는 불합리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심판 청구

사건의 합당한 해결이 곤란했던 경험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규정의 실효성은

두고 봐야할 것이나 대체로 무난하다고 언급하고 있는바 내부 훈령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정보공개 거부 구제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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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이번 연구를 통해 국민의 권익과 밀접한 행정기관인 경찰청, 국토부,

국세청, 법무부 등이 법에 어긋나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더 하는 경향이

있었고 집행기관보다는 국민의 권리와 재산 등 관련 중요한 정책을 결정

하는 기획기관, 국가관리 기능보다는 산업경제 기능기관들이 잘못된 거부

처분으로 행정심판까지 진행되어 시정 인용되는 경우가 더 나타나고

있음이 밝혀졌다. 행정기관의 조직요인, 정보유형 요인, 청구인요인 분석

에서 공히 확인된 점은 수사·재판·교정 분야 등 권력적 정보 담당기관들이

법에 어긋나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더 하는 경향이 있었다. 거부처분

유형도 피의자, 재소자 등 행정객체에 대한 우세한 지위를 바탕으로

정보공개법에서 요구하는 비공개 사유와 형식 요건을 갖추려하지 않고

청구부적격 주장, 정보 부존재 통지 등 행정 편의주의적인 이유와

방식을 이용한 거부처분을 하는 경향이 더 있음을 확인한 점도 연구

성과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연구의 성과뿐 아니라 연구의 한계도 분명히 있었다. 행정

심판 인용재결에 나타난 정보공개 거부사건 분석만으로는 행정기관의

전반적인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례 자체가 행정기관의 거부이유나 처분 형태뿐 아니라 해당 시점의

정치사회적 상황, 논란이 되는 정보유형, 행정처분에 대해 보통이상의

적극적 대응태도를 가진 국민(highly attentive audience) 등 다양한 변수가

어우러져 이루어진 결과인 만큼 행정기관 위주의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지나치게 일반화할 경우 논리적 비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정보공개제도가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정정보에

대한 제한없는 접근을 추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실효성과 부패방지 등

행정투명성을 보장할 중요한 수단인 반면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재량특권과

정책결정 레버리지 약화, 비난책임 논란과 업무증가 등 부담을 우려할

수 밖에 없어 관료와 조직의 관점에서 예민한 정보공개를 둘러싸고 정보

요구자와 제공자간 끊임없는 다툼이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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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진실을 더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정보요구자의 불복으로 행정심판까지 진행된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 특히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으로 판명된 사건에서

당초 행정기관이 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결정했고,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갖추어야할 법적 근거와 논리를 어떻게 내세워 적법성을 주장하고 대응했는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던 이번 논문의 접근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행정기관 관료의 업무관행,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등 어떤 정보의

경우 부서이기주의와 조직문화상 예민해서 공개거부가 위법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회피하려는 정보가 분명히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공개거부 이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포장하거나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부존재로 통지하거나 공개여부

결정자체를 장기간 지연하는 등 행정적 편법을 이용해서라도 의도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행정기관의 기관 및 업무 특성과 정보유형 요인, 청구인

요인이 행정기관의 잘못된 정보공개 거부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이

확인된 만큼, 향후 정보공개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업무 특성별 거부처분 경향성까지를 고려한 맞춤형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드러난 정보공개 거부 행태를 실제로 유발하는 더

구체적인 조직적·관료적 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경찰·

검찰 등 수사교정 분야, 사회복지 분야, 산업경제 분야 등 세부 분야별

정보공개 거부유형과 거부를 초래하는 연관 상황변수까지도 고려한

치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특히 수사재판 등 위법한 정보공개 거부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주요 공개거부 대상정보, 이유, 배경과 개선방안에 대한 종합적

이고 심층적인 추가 분석 노력이 필요하다.



- 86 -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김미경. (2008), 굿 가버넌스와 정보공개: 지방행정 종합정보 공개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 비블리아학회지, 19(1), 203-220

김영민, 임도빈. (2011). 일선관료의 재량권 사용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재량행사 수축경향을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보,

December 2011, Vol.8(3), pp.25-59

김유승, 최정민. (2015). 정보공개제도상의 부존재에 관한 고찰: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6, 153-187

김태호. (2002). 국가기밀과 정보공개. 행정법연구, 8, 319-354

김창조. (2012). 비밀정보에 대한 사법심리 방법.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40, 215-244

김창조. (2009). 정보공개법상 정보 존부의 확인거부. 법학논고 31, 369-396

박기현. (2014). 판결문에 나타난 정보공개결정 기준의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백진선. (2012).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기관의 정보

관리수준 및 반응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성낙인, 박진우. (2008).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와 언론. 세계의 언론법제

정보공개와 언론(언론재단), 28-77

안병철. (2009). 정부관료제의 정보공개행태 분석 : 43개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2002-2007).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3), 133-160

안전행정부. (1998-2016).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엄석진, 백진선. (2012).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정보

관리수준 및 반응성을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5-42

여경수. (2015). 행정심판상 공공정보공개 청구사건에 관한 고찰. 영남법학,

41, 173-194

오재록. (2006). 관료제 권력의 측정과 권력 지수의 개발 : 45개 중앙행정

기관을 중심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논총, 44(4), 177-197

오재록, 박치성, 이영범, (2009) 관료적 자율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45개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18(4), 3-29



- 87 -

유일상.(2005).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의 범위에 관한 비교법제적 연구

: 한미영일을 중심으로.헌법학연구, 11(3), 445-486

이명진, 문명재. (200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행태에 관한 연구 - 중앙

부처의 조작적 요인과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

학술논문발표집 1-2

이명진, 문명재. (2010). 공공기관의 조직적 특성과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4(1), 121-146

이일세. (201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판례 분석: 공개ㆍ비공개 사유를

중심으로. 강원법학, 45, 145-210

이재완. (2014). 정부운영 패러다임과 정보공개 패러다임의 상응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7(2),147-172

이재완, 정광호. (2011). 정보공개청구 수용에 관한 연구: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3(4), 1077-1105

이재호. (2014). 국민수요에 기반한 정보공개 확대방안 연구. 한국행정

연구원, KIPA연구보고서 2014-35

임진희, 이준기. (2010). 정보공개에 대응한 공무원의 업무정보 제공행동

연구. 기록학연구 23, 179-225

전슬비, 강순애. (2016).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국기록학회지 16(1), 61-88

조성규. (2015).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둘러싼 법적 쟁점: 정보의 부존재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43, 83-109

최정민. (2013)관료의 정보공개행태 영향요인 연구: 재량적 행태를 중심

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05-2031

최정민. (2015).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대응성 분석. 기록학

연구, 45, 155-188

최정민, 김유승. (2013). 국내 정보공개 연구동향 분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173-197

홍정화, 이광원, 조용현. (2014).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행태에 관한 연구:행정

심판례 쟁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5(2), 241-266

홍준형. (2005). 정보사회와 사생활 보호 : 쟁점과 대안. 한국행정학회

컨퍼런스 자료, 1-25

홍준형. (2012). 「행정구제법」. 도서출판 오래, 1-711



- 88 -

해외문헌

Aftergood, S. (1999) Government secrecy and knowledge production: A

survey of some general ssues. In S. Maret & J. Goldman (Eds.),

Government secrecy: Classic and contemporary readings. (2009)

Westport CT: Libraries Unlimited

Blank, L. (2008). Two schools for secrecy: Defining secrecy from the

works of Max Weber, George Simmel, Edward Shils and Sissela Bok.

In S. Maret & J. Goldman (Eds.),Government secrecy: Classic and

contemporary readings. (2009) Westport CT: Libraries Unlimited.

Bok, S. (1982). Secrets: On the Ethics of Concealment and Revelation.

New York: Pantheon Books.

Bovens, Mark & Stavros Zourdis (2002). From street-level to

system-level bureaucracies : Ho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onology is transforming administrativ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2(2), 174-185

Divorski, S. & Gordon, A.C.& Heinz, J.P. (1973). Public access to

government information: A field experiment.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68(2), 240-274

Etzioni, A. (2010). Is transparency the best disinfectant? The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18(4), 389-404

Heald, D. (2006). Varieties of transparency. In C. Hood and D. Heald

(Eds.), Transparency: The Key to Better Governance? (200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John Dyer. (2016). Fifty Years of 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

Nieman Reports(2016 Winter), 1-11

Katz, Joan M. (1970). The Games Bureaucrats Play: Hide and Seek under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Texas Law Review, 48, 1261-1284.

Kim, M. (2007). Numbers tell part of the story: A comparison of

FOIA implementation under the Clinton and Bush

administrations. Communication Law and Policy, 12(3), 313-339.

Lipsky, M. (2010). Street-level bureaucracy dilemmas of the individual



- 89 -

in public services, 30th anniversary expanded ed., New York :

Russell Sage Foundation.

Meijer, A. (2013). Understanding the complex dynamics of

transparenc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3(3), 429-439

Roberts, A. (2006).Blacked out: Government Secrecy in the

Information 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hils, E. (1956). The Torment of Secrecy: The Background and

Consequences of American Security Policies. Chicago: Dee.

Simmel, G. (1906). The Sociology of Secrecy and of Secret Socie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4), 441–498.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2012). FOIA data at a glance

FY2008-FY2011. http://www.foia.gov/index.html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Oversight and

Government Reform. (2016). 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

is broken.

Vaughan, D. (1997). Structural Secrecy. In S. Maret & J. Goldman

(Eds.), Government secrecy: Classic and contemporary readings.

(2009) Westport CT: Libraries Unlimited.

Ward-Hunt, C. Robert(2014). American Secrets, American

Transparency : Analysis of the Freedom Of Infromation Act as

implemented by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Ph. D. Thesis. 1-182

Weaver, R. Kent. (1986). The Politics of Blame Avoidance. Journal of

Public Policy, 6, 371-398

Weber, M. (1920). Bureaucracy: Characteristics and the power

position. In S. Maret & J. Goldman (Eds.), Government secrecy:

Classic and contemporary readings. (2009)

Weber, M.(1986). The power of position of the bureaucracy, In

economy and society: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New

York: Bedminister Press.



- 90 -

연번 기관명 기관1 기관2 권력지수
거부

패턴

정보

유형
청구인

청구

목적
청구정보

1 국세청 2 2 28.48 5 3 3 2 상속·증여세채납현황
2 금감원 1 2 35.03 5 1 1 1 진정관련 처리문서
3 국세청 2 2 28.48 1 1 1 1 양도소득세 결정문서
4 국토부 1 2 64.37 1 2 1 1 아파트 분양원가
5 문체부 1 3 30.88 6 2 1 1 경륜장추가사업계획
6 경찰청 1 1 33.8 1 4 1 1 전과기록유출정보
7 교과부 1 3 60.93 1 8 1 1 감사·징계관련 자료
8 국세청 2 2 28.48 2 1 1 1 부가세이의신청결정서
9 국토부 1 2 64.37 1 2 1 1 아파트분양가산출내역
10 국세청 2 2 28.48 1 5 1 1 세무사2차시험채점담안
11 복지부 1 3 37.22 3 1 3 2 의료원시설사용료신고서
12 행안부 1 1 50.93 1 7 3 2 청사 국유재산사용료납부현황
13 경찰청 1 1 33.8 1 6 2 2 경찰서 행정발전위원명단
14 정통부 1 2 48.36 2 2 1 2 우체국물품납품업체
15 국세청 2 2 28.48 1 3 1 1 웨딩타운폐업취소조사복명서
16 국세청 2 2 28.48 1 3 1 1 자신의 부동사 보유 양도내역
17 복지부 1 3 37.22 1 6 1 1 건강보험료 산정담당자 등
18 복지부 1 3 37.22 7 1 1 1 부처 정보공개대상 문서목록
19 경찰청 1 1 33.8 1 1 1 1 경찰관의 교통사고 조사기록
20 문체부 1 3 30.88 1 6 1 2 고궁조명사업계획 심사위원
21 산림청 1 2 10.8 7 1 1 1 소유토지인근 채광계획 인가
22 환경부 2 3 25.85 7 7 2 2 국립공원관리공단 홍보비지출
23 노동부 1 3 27.16 3 1 1 1 진정사건처리결과 회신자료
24 노동부 1 3 27.16 1 3 1 1 주류업체 산재보험요율
25 행안부 1 1 50.93 5 4 3 2 검경의 국과수 감정접수건수
26 권익위 2 3 18.73 1 1 1 1 고충민원 기록서 서류
27 복지부 1 3 37.22 6 1 1 1 건강보험료 고지일
28 국세청 2 2 28.48 5 3 1 1 체납세금 안내문
29 노동부 1 3 27.16 2 3 2 2 택시회사고용보험 피보험자수
30 노동부 1 3 27.16 1 6 2 2 근로복지공단자문의사명단
31 환경부 2 3 25.85 1 1 2 2 민주공원조성계획관련 의견서
32 검찰청 2 1 65.82 1 4 1 1 검사작성 항고재항고의견서
33 행안부 1 1 50.93 1 5 1 1 소방간부선발시험 합격자수
34 경찰청 1 1 33.8 7 4 1 1 경찰서 주요문서목록
35 법무부 1 1 25.52 1 4 1 1 고소고발사건처리절차예규
36 검찰청 2 1 65.82 7 4 1 1 고소고발각하제도 운영지침
37 법무부 1 1 25.52 1 4 1 1 문제수용자관리지침
38 법무부 1 1 25.52 5 4 1 1 약물환자 치료감호, 수용기간
39 법무부 1 1 25.52 1 4 1 1 교도소운영민원 조사보고서
40 복지부 1 3 37.22 1 6 1 1 국민연금 개인정보조회기록
41 법무부 1 1 25.52 3 4 1 1 법무부 기록물 배부, 등록대장
42 해수부 2 2 64.37 1 7 1 1 수협시설사업단 기성고확인서
43 노동부 1 3 27.16 2 1 1 2 운송사업자노조간 단체협약
44 복지부 1 3 37.22 1 6 1 1 국민연금 개인정보열람기록
45 복지부 1 3 37.22 1 1 1 2 국민연금 신뢰여론조사결과

부록 : 정보공개 거부관련 행정심판 재결 데이터(2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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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기관명 기관1기관2권력지수
거부

패턴

정보

유형
청구인

청구

목적
청구정보

46 검찰청 2 1 65.82 1 4 1 1 불기소처분 항고심의회경유근거
47 법무부 1 1 25.52 3 4 1 2 교정관련 훈령 예규집
48 금감원 1 2 35.03 1 1 1 1 펀드분쟁조정신청관련 제출서류
49 복지부 1 3 37.22 1 7 3 2 연금관리공단 법인카드사용내역
50 법무부 1 1 25.52 1 1 3 2 난민처리지침
51 환경부 2 3 25.85 2 6 2 2 골재채취사전환경성검토조치결과
52 문체부 1 3 30.88 1 7 2 2 마사회의 과천시대상 기부금내역
53 법무부 1 1 25.52 5 1 1 1 행형법 및 시행령
54 노동부 1 3 27.16 1 7 3 2 장애인고용정려금수급장현황
55 금감원 1 2 35.03 4 2 3 2 주화제조예정수량
56 행안부 1 1 50.93 1 5 1 1 소방시설관리사2차시험답안등
57 노동부 1 3 27.16 1 5 1 1 공인노무사 2차시험답안등
58 공정위 2 2 21.51 5 1 1 1 소비자보호원 유선통화녹취록
59 국세청 2 2 28.48 1 3 1 1 주택조합의 법인세납부환급내역
60 행안부 1 1 50.93 7 5 1 1 시험채점위원 채점날짜등
61 산자부 1 2 48.36 1 7 1 1 한전 유해조수구제사업예산내용
62 교과부 1 3 60.93 1 1 2 2 사립학교연금수급상위자 자료
63 행안부 1 1 50.93 7 6 1 1 화재안전기준 개정관련기술위원
64 노동부 1 3 27.16 1 3 3 2 법인택시별 고용보험가입자수
65 경찰청 1 1 33.8 1 6 3 2 정보공개심의회위원명단
66 경찰청 1 1 33.8 1 7 3 2 수사비 사용내역서
67 국토부 1 2 64.37 1 2 1 1 아파트건설원가,택지비
68 국토부 1 2 64.37 1 2 1 1 아파트택지비, 건축비
69 국토부 1 2 64.37 1 6 1 1 현지 지적측량자, 조사위원 성명
70 검찰청 2 1 65.82 1 4 1 1 검찰조사기록(개인정보제외)
71 국토부 1 2 64.37 1 5 1 1 감정평가사2차시험답안지
72 농림부 1 2 34.64 1 7 3 2 농협 언론이벤트행사비지출내역
73 국토부 1 2 64.37 1 2 1 2 택지조성원가 분양가 시공비
74 권익위 2 3 18.73 1 1 1 1 지역민원관련 출장조사 결과
75 복지부 1 3 37.22 1 2 3 2 웹시스템개발사업 참여인력명단
76 법무부 1 1 25.52 1 4 1 2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서 사본
77 국세청 2 2 28.48 1 6 3 2 정보공개심의회 위워명단
78 권익위 2 3 18.73 5 1 1 1 민원접수이첩이력 문건사본
79 국세청 2 2 28.48 1 5 1 1 세무사 2차시험 문제공개
80 법제처 1 1 10.28 2 1 2 2 법령해석요청기관자료
81 노동부 1 3 27.16 1 6 1 1 산재보험심사위원명단
82 노동부 1 2 27.16 1 5 1 1 미용사실기시험채점기준
83 법무부 1 1 25.52 1 5 3 2 검찰인사위임기종료위원
84 경찰청 1 1 33.8 7 1 3 2 경찰서 기록물대장
85 산자부 1 2 48.36 2 2 3 2 풍력발전소건설관련 위치,시기
86 산자부 1 2 48.36 1 2 2 2 단가입찰참여업체,연락처
87 경찰청 1 1 33.8 1 4 1 1 화재사건 피의자인적사항
88 교과부 1 3 60.93 1 2 3 2 학교급식실시현황
89 경찰청 1 1 33.8 4 4 1 1 화재관련 피의자 인적사항
90 경찰청 1 1 33.8 1 4 1 1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91 복지부 1 3 37.22 1 6 1 2 의학적근거 및 회의자료
92 국토부 1 2 64.37 5 2 1 1 아파트 건축공정표
93 경찰청 1 1 33.8 1 4 1 1 토지형질변경자진정사건수사기록
94 복지부 1 3 37.22 1 5 1 1 사회복지사시험답안,출제위원
95 검찰청 2 1 65.82 7 4 1 1 행정심판청구관련 피청구인정보
96 환경부 2 3 25.85 1 2 3 2 그린캠퍼스 자문회의 알림문서
97 국토부 1 2 64.37 1 2 1 1 분양가 심사위 회의록
98 경찰청 1 1 33.8 1 6 1 2 수사이의 삼사위원명단
99 교과부 1 3 60.93 5 2 1 2 BK21사업현장 점검 환수내역
100 국토부 1 2 64.37 7 1 3 2 자동차보험가입관리전산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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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기관명 기관1 기관2 권력지수
거부

패턴

정보

유형
청구인

청구

목적
청구정보

101 산자부 1 2 48.36 1 7 3 2 언론사 홍보비 지출내역
102 행안부 1 1 50.93 3 6 1 2 소방장비개발 우수시도
103 경찰청 1 1 33.80 7 4 3 2 경찰서 파출소 소속경찰
104 경찰청 1 1 33.80 2 4 1 1 회사연차휴가조사자료
105 농림부 1 2 34.64 1 7 3 2 언론사대상광고비지출
106 노동부 1 3 27.16 1 2 1 1 해외취업 업체 제출서류
107 경찰청 1 1 33.80 1 8 3 2 경찰개인정보관리감사자료
108 정통부 1 2 48.36 3 1 3 2 우체국운영 관련자료
109 해수부 2 2 64.37 2 2 3 2 공유수면점용허가관련자료
110 법무부 1 1 25.52 1 4 1 2 치료감호소 내규
111 총리실 2 2 40.91 7 8 3 2 감사원감사 수감내역
112 경찰청 1 1 33.80 1 4 3 2 불법게임단속현황
113 경찰청 1 1 33.80 2 4 1 1 피전정인 진술녹화내용
114 노동부 1 3 27.16 1 6 3 2 산재심사실 자문의사명단
115 경찰청 1 3 33.80 1 4 1 1 교통사고관련 경찰서제공문서
116 행안부 1 1 50.93 3 7 1 2 소방장비개발대회예산내역
117 경찰청 1 1 33.80 5 4 1 1 고소인진술서,피의자심문조서
118 경찰청 1 1 33.80 5 4 1 1 고소인진술조서,기록목록
119 교과부 1 3 60.93 1 8 3 3 과학기술 국민이해도조사
120 방통위 1 2 18.04 3 6 3 2 한국교육방송 이사회회의록
121 국세청 2 2 28.48 7 8 3 2 개인정보법위반직원징계내용
122 경찰청 1 1 33.8 5 4 1 1 피의자 심문조서
123 환경부 2 3 25.85 1 7 2 2 국고보조금내역(야생동물협)
124 국토부 1 2 64.37 5 1 3 2 부담금운용관련 대외제공문서
125 국세청 2 2 28.48 7 7 3 2 세무서업무추진비 집행내역
126 교과부 1 3 60.93 3 1 3 2 정보공개접수번호문서공개
127 국세청 2 2 28.48 1 3 1 1 교회 과세정보
128 경찰청 1 1 33.8 1 5 1 1 도로교통사고감정사기출문제
129 국세청 2 2 28.48 1 3 1 1 입주자 대표 변경신고자료
130 국세청 2 2 28.48 7 7 3 2 세무서장 법인카드사용내역
131 금감원 1 2 35.03 1 7 3 2 보험개발원 소요경비내역서
132 관세청 2 2 13.1 1 1 1 1 해외 수입 적하목록신고서
133 철도청 2 2 12.32 4 2 1 2 철도범죄관리시스템 입찰업체
134 경찰청 1 1 33.80 1 4 1 2 경산경찰서 부서명칭직원성명
135 노동부 1 3 27.16 2 6 3 2 노동관련 진정사건 판정서
136 국토부 1 2 64.37 4 7 3 2 분담금 교부승인공문
137 국방부 1 1 65.23 1 4 1 1 사망자수사기록
138 국토부 1 2 64.37 7 1 3 2 무보험운행자료 통보문서
139 경찰청 1 1 33.80 5 1 1 1 CCTV 차량운행 기록
140 총리실 2 2 40.91 3 6 1 2 총리실 소속직원 명단
141 국토부 1 2 64.37 2 2 1 2 충격흡수시설 업체계약서류
142 식약청 2 3 14.64 1 8 1 1 업체제조물품수거조사결과
143 국토부 1 2 64.37 5 2 2 2 4대강홍보물제작업체별 예산
144 국세청 2 2 28.48 1 3 1 1 피상속인 양도소득세내역
145 법무부 1 1 25.52 1 1 3 2 법개정안관련 개인단체의견서
146 해경청 1 2 11.58 1 4 3 2 0항선적어선 출입항횟수일자
147 경찰청 1 1 33.80 5 4 1 1 피의자심문조서등수사서류
148 공정위 2 2 21.51 1 8 1 2 치과의원등 고발 조사내용
149 경찰청 1 1 33.80 5 4 1 1 수사목록 및 수사의견서
150 환경부 2 3 25.85 1 8 3 2 농업기반시설사용승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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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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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경찰청 1 1 33.80 7 4 1 1 수사목록 및 수사의견서
152 농림부 1 2 34.64 1 6 3 2 농업기반시설의 사용승인내역
153 국토부 1 2 64.37 4 1 3 2 국토부의 산하기관하달문서
154 법무부 1 1 25.52 3 2 1 1 법무부 법령 및 예규
155 국토부 1 2 64.37 1 2 1 1 혁신도시 조성원가
156 경찰청 1 1 33.80 7 4 1 1 수사목록
157 국토부 1 2 64.37 7 1 3 2 자동차보험 미반환 가불금보고
158 경찰청 1 1 33.80 3 4 1 2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
159 경찰청 1 1 33.80 5 4 1 1 사건조사 기록표지
160 산자부 1 2 48.36 6 2 1 2 광산방진망설치사업 취소서류
161 국토부 1 2 64.37 7 1 3 2 자동차보험통계자료
162 교과부 1 3 60.93 3 7 1 2 사학연금 이사장업무추진비
163 산자부 1 2 48.36 1 7 3 2 전기검침일 및 관련 용역비
164 권익위 2 3 18.73 7 4 1 1 경찰서 특정 피의자 수사기록
165 법무부 1 1 25.52 3 4 1 1 교도관 근무규칙
166 농림부 1 2 34.64 1 1 3 2 농협홍보비,공문수발신대장
167 복지부 1 3 37.22 1 3 1 2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168 노동부 1 3 27.16 1 8 3 2 근로개선지도시정지시서
169 환경부 2 3 25.85 2 8 3 2 업체폐기물처리사실 검사여부
170 국토부 1 2 64.37 1 2 3 2 고통안전공단과의 용역계약서
171 해수부 2 2 64.37 1 8 1 2 부패행위신고관련자료
172 권익위 2 3 18.73 7 4 1 1 수사목록,담당자
173 권익위 2 3 18.73 7 4 1 1 수사기록목록
174 산자부 1 2 48.36 1 7 3 2 업무추진비
175 권익위 2 3 18.73 7 4 1 1 수사목록
176 경찰청 1 1 33.80 1 4 1 1 경찰혁대 조달계약취소자료
177 교과부 1 3 60.93 2 6 1 2 연구부정행위 검토위원명단
178 권익위 2 3 18.73 7 4 1 1 수사목록
179 환경부 2 3 25.85 2 6 3 2 환경영향평가서
180 경찰청 1 1 33.80 7 4 3 2 수지, 교통사고발생일시,장소
181 국토부 1 2 64.37 1 2 3 2 택지조성원가,간접비,건축비
182 국토부 1 2 64.37 1 1 1 1 지적분할특량일
183 국토부 1 2 64.37 1 6 3 2 민간파견근무자명단,업무
184 국세청 2 2 28.48 1 3 1 2 탈세제보사건처리결과서류
185 국토부 1 2 64.37 1 1 3 2 자동차관리시스템 협의자료
186 산자부 1 2 48.36 1 7 3 2 Kotra 사장 업무추진비
187 철도청 2 2 12.32 3 1 1 2 코레일본사기록물관리대장
188 환경부 2 3 25.85 4 8 2 2 국산폐기물종류,성분조사서
189 행안부 1 1 50.93 1 2 2 2 아파트분양가중 분담금내역
190 해수부 2 2 64.37 7 7 2 2 수협중앙회장 업무추진비
191 법무부 1 1 25.52 3 1 3 2 법무부소관법령
192 권익위 2 3 18.73 7 4 1 1 수사목록 등
193 국토부 1 2 64.37 7 1 1 1 공항미승인사설주차업체고소문
194 국토부 1 2 64.37 6 2 1 2 SH공사 분양원가,도급계약서
195 행안부 1 1 50.93 1 8 1 1 국과수접수 감정서
196 행안부 1 1 50.93 1 2 1 2 상록아파트분양가심사결과
197 노동부 1 3 27.16 1 8 1 1 도산등 불인정근거,조사자료
198 환경부 2 3 25.85 3 8 1 1 의료폐기물사업장점검계획
199 법무부 1 1 25.52 1 1 1 1 치료감호운영세칙
200 노동부 1 3 27.16 3 1 1 1 임금체불신고진행상황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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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기관명 기관1기관2 권력지수
거부

패턴

정보

유형
청구인

청구

목적
청구정보

201 경찰청 1 1 33.8 1 4 1 1 검찰불기소의견서 사본

202 국세청 2 2 28.48 3 3 1 1 세무조사자료

203 산자부 1 2 48.36 7 6 3 2 뿌리기술인력양성대학 선정

204 산자부 1 2 48.36 1 7 1 2 원전주변지역 지원예산

205 기재부 1 2 76.02 1 2 2 2 외부학회 연말정산용역자료

206 복지부 1 3 37.22 5 1 1 1 개인정보 조회내역

207 경찰청 1 1 33.8 4 4 1 1 사건송치서 사본,담당공무원

208 외교부 1 1 39.63 7 6 1 1 이의신청심의회 의결서

209 법무부 1 1 25.52 1 4 3 2 법무부지출 변호사수임내역

210 법무부 1 1 25.52 7 1 1 1 가족의 재소자대상이메일내용

211 경찰청 1 1 33.8 4 4 1 1 112전화신고내용

212 국토부 1 2 64.37 3 2 1 1 임대주택분양원가,건설원가

213 경찰청 1 1 33.8 5 1 1 1 청구인 상담내용 법적근거

--------

변수 설명

--------

기관유형 1 : 기획/집행 업무담당 기관이며 1=기획기관, 2=집행기관

기관유형 2 : 국가관리/산업경제/사회문화기관이며 1=국가관리, 2=산업경제, 3=

사회문화

거부패턴 : 1=법정 비공개사유, 2=제3자 반대이유, 3=공개방식위반, 4=거부이유

미비, 5=정보부존재 통지, 6= 결정장기지연, 7= 청구부적격 주장

정보유형 : 1=문서자료, 2=사업입찰, 3=세금보험, 4= 수사·재판·교정, 5=시험, 6=

심사평가회의, 7=예산 국유재산, 8=조사감사징계

청구인 : 1=이해당사자, 2=언론시민단체, 3=일반국민

청구목적 : 1=권익구제, 2=행정감시, 3=학술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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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and determine the causes that

affect the information disclosure denials of administrative agencies.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s a key tool of maintenance

and development of the democratic society by allowing the

public to access and to be informed of the information

possessed by the State and the government institutions, which

leads to enabling the public - the sovereign - to participate

and watch over the state affairs. However, information

disclosure fundamentally connotes conflict and rivalry between

the information seeker, who attempts to gain an unrestri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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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to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information and the

administrative officers, who seek to conceal sensitive

information that may cause controversy over the diminution of

discretionary authority and policy errors. While the number of

the demand of information disclosure has greatly risen due to

the public’s increased awareness since the enactment of

Freedom of Information Act, there has been continuous criticism

of the fact that numerous cases of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s have not been properly carried out. This entails that a

great power and tendency that block information disclosure

exist. Therefore, this research strives to deduct the

aforementioned power and tendency and policy implications that can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by

analyzing administrative agencies’ actual cause and process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denials

Previous researches regarding information disclosure have

clar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ntage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the institutions’ organization, functional characteristic,

and power variables. Nevertheless, these studies show limitations on

remaining on the level of general statistics analysis.

Furthermore, numerous relevant recent studies have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formation disclosure behavior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bureaucracy, the power of the

organization, business characteristics, information, and environmental

factors. Other group of studies concentrated on the background of

administrative officers’ information disclosure denial, such as street

level bureaucracy and responsibility avoidance of criticism theory.

However, a research on factors that influence the information

disclosure of the administrative agencies, which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s yet to be

conducted.

The Public Information Act is equipped with a strong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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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cement system that drives administrative agencies to reveal their

entire information except for the legal exemption from disclosure cases.

Even though the public, press, and civil organizations are also

striving to actively exercise their right of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 information disclosure is often unsuccessful. Thus,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reason and background of the failure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the administrative agencies’ reasons for

disclosure denials and their response methods.

To understand the legal grounds and logic of the

administrative agencies that illegally rejected the legal request of

information disclosure, their reasons of denials and response patterns

were identified through analyzing total 213 information disclosure

denial judgement cases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which

were filed for administrative appeal by the petitioner and were judged

to be illegal by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and

were ordered to be disclosed. 21 elements deducted from the case

analysis were categorized into 7 denial pattern types : ① legal

exemption from disclosure of information, ② objection of the third

party, ③ violation of disclosure method, ④ insufficient presentation of

the cause of denial, ⑤ non-existent information, ⑥ postponed

decision-making, ⑦ disqualified request.

Moreover,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information

disclosure denias, three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t: ① the

organization factor, such as power and business characteristics, ②

the type of requested information factor ③ the requester factor

(whether he/she is a stakeholder or general public, whether it is for

the purpose of individual rights relief or the supervision of

administration). The number of the administrative agencies’

information disclosure denial and the above 7 denial pattern types

were set as dependent variables.

Next, the main hypothesis of this research was established: the

organization factor, the type of requested information factor,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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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er factor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formation disclosure

denial. There were three sub-hypothesi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formation disclosure denial and the organization factor. It

was presumed that the greater the power of the organization is, the

greater the tendency of information disclosure rejection will be. The

planning organizations were predicted to show more tendency of denial

than the execution organizations. Institutions related to industrial

economy, which receives great attention from the public, were assumed

to show higher tendency of denial than those responsible for government

control and social culture. As for the type of requested information factor,

it was assumed that the power-related information type, such as the

correction and investigative judgements, will have a higher tendency of

information disclosure denial. Lastly, for the requester factor

sub-hypothesis, the rejection tendency was predicted to be higher when

the request was made to supervise administration.

Through frequency analysis and cross analysis of the 213 cases

of illegal information denials, most of the hypotheses were confirmed.

However, the hypothesis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denial tendency

being higher if the power index is higher needs to be studied further

as it resulted in lacking statistical significance when examined

through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The hypothesis of disclosure

denial tendency being higher when the purpose of the disclosure

request was supervision of administration was also unsupported as

the number of its requests was the same as the number of

requests for the purpose of relief of individual rights.

The number of illegal information disclosure denial was high in

the order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power

index of these organizations were relatively higher and they were all

related to the peoples’ rights. The power related institutions used their

dominant status over the public to reject information disclosure, which

were shown through their arbitrary rejection patterns: non-existent

information and disqualified request among the 7 denial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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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ummarize,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at are

associated with power-related information; organizations related to

power, planning, industrial economy, correction and investigative

judgement; had a higher tendency of illegally rejecting information

disclosure. Instead of presenting a legal exemption from information

disclosure, illegal arbitrary tendency was shown in the rejection

patterns of ⑤ non-existent information and ⑦ disqualified request.

Thus, rather than standardized statute revision, this research has

identified the need for methods of control over disclosure denial based on

administrative agencies’ organizational, information, requester characteristics

and tendencies; and also for the prevention of abuse measures regarding

the frequent use of excuses, which are not stated in the regulations:

non-existent information, disqualified request, and violation of disclosure

methods. In addition, as for the cases that persist on information

disclosure denial even after continuous order of correction through the

judgement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the

need of methods for executing disclosure, such as reinforcing the

monitoring system of each organization, was also found.

The meaning of this research can be found in the fact that it

has confirmed the effect of the three factors - the organization’s

power, its funct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requester factor - on the

administrative agencies’ information disclosure rejection and the

tendency of administrative agencies which present feigned legal

excuses to intentionally reject the disclosure of sensitive information

that they do not wish to reveal.

For future research, this research can be a stepping-stone for

an in-depth analysis of the denied information in question, reasons and

backgrounds for denial, and improvement methods in an area where

illegal information disclosure rejection is frequently shown, such as

investigative judgement, which can lead to the improv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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