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 12층

전화 02-2125-9988 / 전송 02-2125-9973 / 언론홍보담당자 : 김민아(right25@humanrights.go.kr)

<보도자료>

2006년 3월 20일 (실무담당자 : 침해구제총괄팀 이창수 2125-9625)

가입자개인정보무단열람행위시정할것
인권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주의조치 및 개인정보보호교육 실시 권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이 방송매체 등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해 비판적인 활

동을 해온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여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2005년 6

월, 김모씨(47세)등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산하 공

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게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가입자

정보를 무단 열람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보

호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 김모씨 등은 △박모씨 및 그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공단의 다수 직원들

이 무단 열람하였고 △이모씨의 경우 개인정보를 다수 직원들이 무단 열람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4. 3. 25.에는 공단 직원들이 이모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사전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가 이씨의 부모와 동생을 면담하고 안티 국민연금 활동을

계속할 경우 형사 고발하겠다고 회유, 협박하였으며 △김모씨의 경우 TV 토론 프

로그램에 참여하여 국민연금 반대론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김모씨와 그 배우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공단의 다수 직원들이 무단 열람하였다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박모씨와 이모씨는 인터넷상에서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안티활동을 벌이고 있는 네티즌으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넘어 허위․왜곡사실은 물론 공단과 공단직원을 비하하는 게시글을 인터넷에 공연

히 유포하고 있어서 사이버홍보팀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

요한 범위에서 가입자의 국민연금 관련 정보를 열람하였으며, △이모씨의 통상적인

안티활동을 넘어 신용훼손죄나 업무방해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사법처리까지

고려할 수 있는 안티활동을 계속해 온 바, 왜곡된 안티활동에 대한 사법조치보다는

직접 면담하고 설득하려는 목적으로 이모씨의 집을 방문하였을 뿐, 회유․ 협박하

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김모씨는 납세자연맹의 회장으로서 TV

토론, 인터넷, 저술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안티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상당수 민원인들이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 의무화에 대해 김모씨의

말을 인용하여 반발하기도 하여 상담 또는 답변에 활용하고자 김모씨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여부 및 연금보험료 납부여부 등을 확인하였던 것이지 열람한 정보

를 유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열람이 국민연금법 제23조에 따

른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는 하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안티즌 활동을 벌이거

나 반대 민원을 제기하고, 혹은 TV 토론회 등에 참여하여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

거나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 국민연금 반대글을 게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소속 부

서와 지사에 상관없이 다수의 직원들이 특정 가입자의 개인정보 및 배우자의 개인

정보까지 열람하는 행위는 업무상 꼭 필요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

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의 무분별한 가입자 개인정보 열

람 및 특정 가입자의 주거지 방문 등으로 인해 다수 국민들의 자기정보통제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인권이 침해되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 재발을 방지하

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