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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51 조. 정의
이 관(款)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행정기관”이란 각 정부 부처로 다른 행정기관 검토 사항에 따르는
행정기관을 말하며 다음의 행정기관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A ) 의회;
(B ) 미국 법원들;
(C ) 미국의 지방 및 점령지역 정부;
(D ) 콜럼비아 지구 및 이 편의 제 55 2 조의 요건에 따르는 정부;
(E ) 당사자간 대표 또는 당사자들의 행정기관대표가 그들이 결정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행정기관;
(F ) 사실법원(courts m artial)과 군사위원회;
(G ) 전시나 점령지역에서의 군행정기관;
(H ) 기타 다른 법에서 정하는 행정기관;
(2) “
인(person)”이란 개인, 조합, 협회, 공공 및 민간 행정기관 등을 모두
포함하는 행정기관이며;
(3) “
당사자란” 당사자로서 인정된 인(person) 이나 행정기관, 또는 재단,
제한된 목적을 위해 당사자로서 인정된 인이나 행정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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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규칙”이란 실행, 해석의 목적으로 장래에 영향을 미치며 또는
행정기관의 구성 절차 및 실행 요건을 기술한 법이나 정책 및 행정기관의
실행 요건에 관한 기술, 그리고 장래의 요금, 임금, 조직 경제 구조, 가격,
시설, 설비 및 장래의 가치, 비용, 회계 등의 서비스나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일반적 또는 특별한 상황에 적용되는 행정기관 진술사항이다;
(5 ) “행정입법”이란 규칙(rule)을 형성, 개정 또는 취소하는 행정기관의
절차를 말한다;
(6 ) “명령”이란 전부 또는 부분적인 최종적 처분으로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금지규정이거나 선언적인 형식이거나 행정입법이 아닌 것을
말하며 허가(lic e ns ing )에 관한 것은 포함하는 것이다;
(7 ) “선고”는 명령의 정립을 위한 행정기관의 절차를 의미한다;
(8) “
인허가”
란 행정기관 허가, 인증, 승인, 등록, 헌장, 회원, 허가 양식이나
법규 면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9) “
인허가행위(licensing)”
란 인허가 조건의 수여, 갱신, 부정, 철회, 유보,
취소, 철회 제한, 개정 수정에 관한 행정기관의 절차를 말하며;
(10) “
제재조치”
란 행정기관이 전부 또는 부분으로서 다음의 제재를 말한다
(A ) 금지, 조건, 제한 및 기타 사람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B ) 구제의 철회;
(C ) 벌칙이나 벌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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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재산의 파괴, 압수, 몰수, 등;
(E ) 손상, 보상, 반환, 보상, 비용, 책임, 또는 요금의 평가;
(F ) 인허가의 필요조건, 철회 및 유보;
(G ) 기타 필수 제한 조치;
(11) “
구제방법” 에는 전부 또는 부분적인 행정기관의 다음조치가 포함된다
(A ) 돈, 지원, 인허가, 권한, 면제, 예외, 특권이나 구제수단의 부여;
(B ) 신청, 권리, 면책(immunity), 특권, 면제(e xe mp tio n), 또는 예외의
승인;
(C ) 청원의 승인 등 기타 소에 관한 조치를 택하여서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
(1 2 ) “행정기관 절차”
란 제(5), (7), (9 )호에서 정하는 행정기관 절차를
말한다;
(1 3 ) “행정기관 조치”
란 행정기관 규칙, 명령, 자격, 제재조치, 구제수단
기타 이와 동등한 절차 및 조치 불이행의 전부 또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14) “
일방적 의사소통”
이란 합리적인 사전 통지가 모든 당사자에게 이루어
지지 않은 구두 또는 서면의 통신으로서 이 관(款)에서 적용되는 모든
사안에 관한 법적 보고서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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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정보 공개; 행정기관 규칙, 견해, 명령, 기록, 및 심의록(pro c e e dings )
(a) 각 행정기관은 공공 정보를 다음과 같이 이용가능 하도록 한다:
(1) 각 행정기관은 다음 사항을 별도로 정하며, 연방 등록부에
널리 공표하여 공공의 지침이 되도록 한다(A ) 센터나 행정기관 설립장소에 대한 기술, 고용인(통일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정보를 얻고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결정을 하는 방법;
(B ) 그 기능에 대한 성질 및 요건을 모두 포함한 경로와
결정사안의 일반 코스 및 방법에 관한 진술;
(C ) 절차적 규칙, 이용가능한 형식 및 형식을 얻을 수
있는 장소, 논문, 보고서 및 검토안에 관한 범위 및 명령;
(D ) 법률로 권한을 수여한 실체적 규칙, 그리고
행정기관이 채택하거나 제정한 일반 정책 또는 해석에
관한 진술;
(E ) 수정, 개정, 취소 사항
연방등록부에 공고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사항임에도 그 공고가
행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것을 요건으로 하거나 또는
그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단 이들 사항이 실제로 및
적시에 통지가 된 경우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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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의 목적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모두가 상당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은 연방등록부에 그 취지가 접수 되었을 때에 그
등록부에 공고된 것으로 본다.
(2) 각 행정기관은 공고된 규칙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중이 열람가능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A ) 사건의 재결에서 나타난 명령 및 동의 의견과
반대의견을 포함한 최종 의견;
(B ) 행정기관이 채택한 것으로 연방등록부에 공고하고
있지 않는 정책성명 및 해석;
(C ) 공중에 영향을 주는 행정상의 직원 매뉴얼 및
직원에의 훈령;
(D ) 형식 여부에 관계없이 제(3)호에 따라 모든 기록의
복사본이 이해관계 있는 모든 자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주요 행정기관의 결정사항 문제는 동 기록의 필요 충분
요건이거나 요건이 될 수 있다;
(E ) 제(D )목에 정한 기록의 일반 색인;
각 자료는 지체 없이 공표되어야 하고 복사본이 판매되어서는 아니
된다. 1996 년 1 월 이후에 제작된 기록은 그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각 행정기관은 이 기록을 이용가능하게 하며, 전자통신 등의 방법이나
불가능 할 경우에는 기타 전자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 예방을 위해 행정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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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D )목에서 정한 기록의 복사본이나 또는 견해, 정책진술서, 해석,
직원 매뉴얼 등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누락사항이
정당화되려면 각 경우에 서면으로 된 설명이 있어야 하며 그 범위는
공표된 기록으로서 정하는 부분까지 이다. 단 제(b)항에서의
면제사항으로서 보호되는 이익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만약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그 누락의 범위는 누락된 행정기관이
있는 장소를 나타내야 한다. 또한 각 행정기관은 공개 조사 및
1 967 년 7 월 4 일 이후 공표 및 채택된 기존 지침을 조사하여
공개한다. 각 행정기관은 각 지침의 복사본 및 참고사항들을 지체
없이 공표하고 반포해야 하나, 다만 연방등록부에 등록된 명령으로서
결정된 사안으로서 공표가 불필요하다고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각 행정기관은 1 999 년 1 2 월 31 일까지는 제(E )목 에서 정한 사항을
컴퓨터 통신으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중에 영향을
주는 최종 명령, 의견, 정책 진술서, 해석 및 직원 매뉴얼 또는 지시의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정당에 연루됨이 없는
행정기관이 인용하거나 사용하는 선례로서 인용된다. - (i) 이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가능하게 하거나
공표되며 지시되는 경우;
(ii) 관련 당사자가 실제적으로 적절하게 통지를 받은
경우
(3 ) 각 행정기관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이용에
제공되는 기록 이외의 기록을 누구나 이용하도록 하게 해야
한다는 것과 사법적 구제에 관하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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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1)호와 (2)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행정기관은, (i) 이 기록의 합리적인 기술과 시간, 장소,
요금(이 있다면), 및 절차에 따라서 누구나 그 정보를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 ) 모든 기록들을 이용가능 하도록 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은 그 양식이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일 때에는
모든 양식의 기록을 관련 이해관계인에 제공한다. 각
행정기관은 이 조의 목적에 따라 그 기록 양식을 가능한
유지하도록 한다.
(C ) 이 호 기록 요건에 따라, 행정기관은 전자적 형식의
형식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본 업무가
행정기관의 본업을 상당히 저해하는 경우는 행정기관의
자율에 맡긴다.
(D ) 이 호에서 “
검색”
이란 단어는 행정기관이 요청에
부합하는 기록이 있는 장소에서 수동 및 자동으로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4) (A )(i) 이 조 규정의 실행을 위한 명령에서, 각 행정기관은
규정을 공표하고 여론을 수렴하며, 이 조에서 정하는 요건
절차에 필요한 요금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절차를 설립하며
이러한 요금체계가 유보될지 또는 철회될지를 정한다. 이
스케줄은 공표되야 하는 지침에 따라 확정되며, 여론의 수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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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로서 O M B (미국관리예산처, O ffice of M anagem ent and
B udget)의 장이 정한다.
(ii) 해당 행정기관 규칙은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I) 상사적 이용에 필요한 자료 검색, 복사, 검토에
관한 요금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II) 상사적 이용에 필요한 것이 아닌 문건이더라도,
그것이 연구 및 과학적 필요에 의한 것일 때; 또는
뉴스미디어의 방송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요금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책정되어야 하며;
(III) (I) 이나 (II)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 요금은
문서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제한된다.
(iii) 공적인 이해에 주요하게 기여하고 단순히 상사적인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르는 것이 아니어서 만일 정보
공개가 공공에 이익이 되는 것일 때, 문서는(ii)조에서
정하는 어떤 요금도 과함이 없이 구비되어야 한다.
(iv) 그 문서가 이 조에 따라서 공개되어야 하고 또
공개가 면제되는 자료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요금 체계는
검색, 복사, 검토의 직접적인 비용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검토 비용에는 정책이나 법안 마련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어떤 행정기관도 다음의 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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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되지 않는다면 이 조를 근거로 요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I) 일상적 수집비용 및 절차에 비는 요금이 실제
요금보다 더 크게 되는 경우;
(II) (ii)(II), (III)절의 경우에 처음 2 시간만이거나
처음 10 0 페이지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
(v) 제시간에 요금을 내지 않은 자이거나 또는
$250 이상의 요금으로 행정기관이 정한 경우가 이외에는
어느 행정기관도 추가 요금을 요건으로 할 수 없다.
(vi) 이 목(目, subparagraph)에서 정하는 어떤 것도
특정한 기록에 대하여 부과되는 요금을 정지시키는 것은
아니다.
(vii) 이 조에서 면제되는 요금에 관해 신청인이 행하는
행위는 법원이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
문제에 관한 법원의 판결은 행정기관 기록으로 한정된다.
(B ) 불만사항의 경우에는 미국 내 관할 법원은 불만사항
신고자가 거주하는 곳, 주요 사업장이 위치하는 곳, 행정기관
기록이 존재하는 곳, 콜럼비아 구는 행정기관의 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도록 한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소급해서
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기관 기록의 내용을 비공개로
조사하여 이 조 (b)에서 정하는 면제사유에 해당하여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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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입증책임은 행정기관에게 있다.
더욱이 실질적 부담에 따르는 문제에 있어서 법원은 반드시
행정기관의 선서로서 제(2)(C ), 제(b)항 및 제(3)(B )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인 이용가능성에 관한 행정기관의 진술서에
실질적인 중요성을 둔다.
(C )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항 에서 정하는
대로 본 소제기 후 30 일 이내에 법원이 다른 증거를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D ) 삭제
(E ) 법원은 소 제기시에 발생한 합리적인 변호인 비용 및 제소
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
(F ) 법원이 모든 행정기관 기록을 부당한 이유로 비공개하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 변호사 비용 및 소제기 비용을 산출하고,
법원이 추가적으로 서면 평결 행정기관의 인사 문제를 임의로
결정 한 후 비공개로 하는 경우 법원이 추가 서면 평결을 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는 지체없이 임의적 조치가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조사
이후에는 특별위원회가 제출된 증거 등의 검토 후에는
관련행정기관에 그 심리 자료를 제출하고 그 복사본을
행정기관장이나 고용인 및 그 대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은 특별위원회의 권고사항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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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관할 법원은 그 책임
있는 관리자에 법원모욕죄(contem pt)를 적용할 수 있고, 그
책임이 있는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 한 명 이상 구성원을 가지는 모든 행정기관은 모든 행정기관
절차에 각 구성원의 투표를 통한 조사 기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A ) 이 항의 각(1 ), (2), (3)호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서 각
행정기관은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 (i) 수령일 이후 20 일 이내에 그 요건에 따를 지의
여부와 이 결정을 하도록 요청한 자 및 그 이유, 그리고
다른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는 사유를 결정한다.
(ii) 항고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결정한다. 항고에서 그
요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행정기관은 그 자에게 이 항
제(4 )호 에 따라서 사법적 심사 가능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B ) (i) 이 목(目)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정한 경우에는,
제(A )목 (i), (ii)에서 정한 기간 제한의 경우에 이를
서면통지로서 연장할 수 있고 이 연장기간은 소제기자에게
통지된다. 이 경우에 1 0 일이상 연장이 된다는 통지는 불가능
하고, 다만 (ii)에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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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A )목 (i) 에서 정하는 기간 제한의 경우에 있어서,
행정기관은 신청인에게 그 신청사안이 그 조에서
특정하는 기간제한 내에 그 절차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통지하여야 하며, 그 신청 범위를
제한하여 기간 제한 시일 이내에 그 과정을 끝낼 수
있도록 통지하고, 또는 수정된 신청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게 적절한 대안적 기간을 제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합리적인 수정안을 거절하거나
대안적 기간의 제안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C )목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상황여부로 이를 간주한다.
(iii) 이 목(目)에서 “
특별한 상황”이란 특정한 신청에
맞는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서 - (I)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는 요건의 설립 때문에
신청된 기록의 검색 및 수집에 필요한 범위;
(II) 단독 신청에 요구되는 별도의 기록의 총
범위를 조사하기 위한 검색 및 수집에 필요한
범위;
(III) 그 신청사안의 결과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행정기관과의 관계에 있어, 상담, 실행에
필요한 속도(speed)에 필요한 범위
(iv) 각 행정기관은 동일한 신청인들로 인한 특정한 신청
집단이나, 만약에 행정기관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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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동일한 신청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한 신청인 그룹에 대한 통지 및 여론을
수렴한 바에 따라서 규정을 공표할 수 있다. 관련 없는
다른 신청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C )(i) 누구라도 제(1), (2 ), 및 (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청한 자의 경우에, 행정기관이 이 호에서 정하는
제한 시간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에 관해서는
행정적 구제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만약 정부가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함을 증명하여 행정기관이 신청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법원이 아직 재판
관할을 인정하고, 행정기관에 추가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다.
기록 요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결정 이후에는 그 기록은 즉시
신청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항에서 정하는
다른 거부사유의 통지 사유는 다음에서 정하는 신청에 대해
거절할 권한이 있는 자의 지위 및 이름을 명시하여야 한다.
(ii) 이 항에서 정한 “
예외적 상황”에는 행정기관이 이
신청에 관한 업무를 지연시키는 것은 포함하지 않으나,
단 밀린 신청의 감소하기 위한 절차라는 것을
행정기관이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iii) 신청의 절차에서 신청자가 행정기관이 수여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ii)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신청의
범위나 대체 기간 등의 방법으로의 수정을 거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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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그것은 이 항에서의 “예외적 상황”에
해당하는지의 결정에 필요한 요인이 된다.
(D )(i) 각 행정기관은 기록 신청에 대해서, 업무 또는 시간(또는
둘 다)을 기반으로 하여, 다중의 경로의 절차를 밟아 여론에의
의 통지 및 그 수령에 따르는 규칙을 공표할 수 있다.
(ii) 이 항에 따라서 제일 빠른 절차를 진행시킬 자격은
없지만 신청을 하는 자에게 명령시 더 빠른 진행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신청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다.
(iii) 이 목은 주의의무의 실행을 위한 제(C )목의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E )(i) 각 행정기관은 다음의 경우에 신속 절차(ex pedited
processing)에 대한 규정을 공표하여야 한다. - (I) 기록 신청을 한 자가 강제적인 필요에 따라
이를 실행한 경우;
(II) 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ii) 제(i)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들은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 (I) 신속 절차를 진행할 지의 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가 신청자에게 신청한 날로부터 1 0 일 이내에
도달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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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 결정에의 행정재판의 항고 여부의 신속
결정(ex peditious consideration)
(iii) 행정기관은 신속절차가 허용된 기록 신청의 경우, 그
절차를 지체 없이 개시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신속처리의
신청을 거절하는 조치나 신청인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 )호에서
정한 사법적 심사를 받으며, 단 사법적 심사는
행정기관이 결정을 하기 전의 기록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iv) 미국의 관할 법원은 행정기관의 신속절차의 거부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다.
(v) 이 목에서의 “강제적 필요”란 의미는 다음과 같다 (I) 신속처리로서 신청기록을 얻는 데 실패할
경우에는 즉시 생활에의 위협 및 신체적인 안전이
위협되는 경우
(II) 주로 연방 정부 활동과 관련한 긴급
공공정보에 종자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vi) 신속 절차를 신청한자의 강제적 필요는 그 자가
그것이 사실이고, 그 자의 지식과 신뢰를 기초로 한
진술에 근거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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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전부 또는 일부라도 기록의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은 부정의 근거 문제에 관하여 평가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평가사항을 신청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이러한
평가사항의 제공은 제(b)항에서 면제로서 보호하는 이익을 해할
수는 없다.
(b) 이 조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1 ) (A ) 행정명령에 의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국가 안보 또는
외교정책을 위해 기밀로 해두는 것이 특히 인정되며, (B ) 또한
행정명령에 의해 실제적으로 기밀에의 지정이 정당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
(2 ) 단순한 행정기관 내부의 인사 또는 실행에 관한 규칙;
(3) 제정법(본조 제 552 조의 b 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특히 그 개시가
면제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제정법이 (A ) 재량의 여지없이 당해
사항의 비공개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 또는 (B ) 해당
비공개조치에 대하여 특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거나 비공개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안될 특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거나 비공개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아니 될 특별한 종류의 사항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 직업상의 비밀 및 제 3 자로부터 얻은 것으로서, 은닉권이
인정되고 있거나 또는 기밀에 속하는 상업상 또는 금융상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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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행정기관과의 소송에서 행정기관 이외의 당사자에게는 법에 의해
그 이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행정기관 내부의
열람 또는 문서;
(6) 개시하게 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명백한 부당침해가 되는
인사 및 진료에 관한 서류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7) 법집행 목적을 위하여 편집된 조사기록, 단 이것은 오로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한다. (A ) 집행절차를 방해하는 경우 (B ) 공평한 재판
또는 공평한 재결을 받을 권리를 빼앗는 경우 (C )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되는 경우 (D ) 정보원을 공개하게
되는 경우 및 형사법 집행 행정기관이 편집한 기록의 경우에는
오로지 기밀의 정보원에 의하여 제공된 비밀 정보를 개시하는 경우
(E ) 조사에 과한 기술 및 절차를 개시하게 되는 경우 (F ) 법 집행
직원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위험하게 하는 경우
(8) 금융행정기관의 규제 또는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그 행정기관을 위하여 또는 그 행정기관의 이용을 위하여
준비된 검사, 운영 또는 상황에 관한 보고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관계가 있는 사항;
(9) 유정(we lls )에 관한 지도를 포함한 지질학 및 지구물리학 정보 및
자료.
기록 가운데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면제되는 부분을 삭제한 후에 신청인에게
제공된다. 삭제된 정보의 양을 공개된 기록에 표시하며, 단 그 표시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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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서 정하는 면제로서 보호되는 이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정보의 양은 삭제된 장소까지를 표시하도록 한다.
(c) 다음의 경우에는 이 조로서 정보의 비공개조치를 인정하거나 또는
기록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규정함
(1 ) 신청사안에 제(b)항(7)(A ) 에서 정한 사항에의 접근 및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 (A ) 조사 및 절차에 형법 위반이 포함될 수 있는 경우에;
(B ) 다음과 같이 (i) 검토 및 진행 주제를 인식할 수 없고, (ii)
기록의 공개의 경우에는 집행절차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예견 가능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은 그 상황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는, 이 조의 요건에 따르지 않도록 취급할 수 있다.
(2 ) 보도자의 기록이 형법집행기관에서 보도자의 이름과 신분을
보장하는 경우인데 제 3 자가 보도자의 이름이나 신분으로서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신분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 법에서의 요건에 따르는 기록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3 ) 신청이 F B I가 관리하는 외국인이나 대적 정보 및 국제
테러리즘에 관한 기록이거나 또는 제(b)항(1)에서 정하는 정보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d) 이 조에서는 특별히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된 정보를
제한하거나 보류할 권한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조는 의회로부터 얻은
정보를 보유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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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 매년 2 월 1 일 전까지, 각 행정기관은 일반 법무이사회(A ttorney
G eneral of the U nited S tates)에 회계 연도 이전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A ) 행정기관이 제(a)항 에 정하는 기록 신청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수 및 각 결정 사항;
(B ) (i) 제(a)항(6)에 따라 항소한 건수, 그 결과 및 각 항소
이유
(ii) 행정기관이 제(b)항(3)에서 정하는 정보를 보류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하여 정하는 법 목록, 법원이 그 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보류할 권한이 있다고 결정한 판결 및
비공개로 보류된 정보 영역의 간단한 기술서;
(C ) 전년도 9 월 30 일 전에 신청된 신청건수, 그리고 그 날
현재 행정기관에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신청의 평균 건수;
(D ) 행정기관이 받은 기록 신청 건수와 행정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신청 건수;
(E ) 행정기관이 다른 종류의 신청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해
접수한 평균일 수;
(F ) 행정기관이 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
(G ) 이 조에서 정하는 기록신청 절차 담당 행정기관의 직원 및
사용한 총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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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행정기관은 각 보고서를 컴퓨터 통신이나 전화 등 원격통신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일반 법무 이사회는 보고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사용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 일반 법무 이사회는 하원의 정부개혁 및 감독위원회의
의장 및 위원, 상원의 정부활동 및 사법 위원회의 의장 및 위원에게
매년 4 월 1 일까지 그 보고서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용되도록
공표된 날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4 ) 일반 법무이사회는, 관리예산처(O M B ) 장과 협의 하에 1 9 97 년
1 0 월 1 일까지 이행 지침을 개발하고, 법무 이사회가 유용하다고
결정한 사안의 추가적인 요건을 설립한다.
(5 ) 일반 법무 이사회는 각 회계연도 4 월 1 일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조 에서 발생한 사건의 목록, 각 사건에서의
면제, 각 사건의 특징, 제(a)항(4), 제(E ), (F ), (G )목에서 정한 비용 및
벌금을 첨부하여야 한다.
(f)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이 편 제 551(1)조 에서 정하는 "행정기관" 이란 집행부, 군사부서,
정부 단체(G overnm ent corporation), 정부 관리 단체(G overnm ent
controlled corporation), 기타 집행부서(대통령 집행부 포함) 및 독립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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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와 관련한 "기록" 및 다른 용어에는 이 조에서 요건으로 하는,
전자적 방법을 포함하여 어떤 방법으로든지 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기관 기록에 대한 어떤 정보든지 포함한다.
(g) 각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정보나 기록 요청 지침 및 참고 자료를
공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b)항의 면제사항에 따라야 한다. - (1 ) 행정기관의 모든 주요 정보 시스템에 관한 목록;
(2 )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주요 정보와 기록의 서술;
(3) 행정기관이 이 조 및 제 44 편 제 35 장에 따르는 정보의 종류와
범주에 대한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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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52a 조. 개인이 관리하는 기록물
(a) 정의 -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
기관’은 제 552 (e)조에서 정하는 바와 동일하다.
(2) ‘
개인’
이란

미국시민

또는

영구

거주권을

인정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3 ) ‘
관리’
란 관리 및 수집, 이용, 반포를 포함한다;
(4 ) ‘
기록’이란 아이템, 수집, 교육이나 경제 거래, 의료기록,
범죄기록이나 고용기록 등 정보를 모아 범주화 한 것 등을 말하며,
성명, 주민등록 번호, 상징 기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지문, 목소리,
사진 등을 말한다;
(5) ‘
기록체계’
란 개인의 이름 기타 식별번호, 기호 및 개인의 서명 등
개인으로부터 정보를 회수하는 모든 기관이 통제하는 모든 기록을
말한다;
(6 ) ‘
통계적 기록’
은 단순한 통계적 검색 및 보고 목적을 유지하려는
기록체계로,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개인을 식별하는 결정을 할
목적은 아닌 기록을 말한다. 단 제 13 편(title) 제 8 조에서 정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7) ‘
일상적 사용’
은 기록의 공개와 관련해서 수집된 정보를 비교할
목적으로 이 기록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8 ) ‘
매칭 프로그램’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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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다음의 컴퓨터 비교 프로그램으로(i) 다음 목적을 위한 둘 이상의 기록 및 기록체계의 자동화
시스템을 말한다 (I) 연방 이익 프로그램 하에서의 지불 또는 현물 보조 또는
현금과 관련된 서비스의 신청자, 수혜자 또는 수익자, 참가자
또는 제공자에 의한 법정 및 규제 필수 요건 준수 또는 자격
규정의 설립 및 확인 목적이나
(II) 이러한 연방 이익 프로그램 하에서의 지불 또는 체납
부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ii) 비연방 기록을 지닌 연방 임직원 또는 종업원 명부 기록
시스템이나 둘 또는 그 이상 자동화된 연방 임직원 또는 종업원
명부 시스템 기록 역시 이러한 시스템에 해당한다
(B ) 그러나 다음 사항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i) 어떠한 개인 식별자가 없는 집합적 통계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수행된 매칭;
(ii) 특정 개인의 면책특권, 권리, 또는 이익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용하지 못하는 자료, 통계 프로젝트의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수행된 매칭;
(iii) 특정된 사람에 대한 수집 증거의 목적으로 민법 및 형법적
효력이 있는 조사를 시작함에 있어, 주요 기능으로써 형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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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행정기관 (또는 그 기관의 구성
조직)에 의해 수행된 매칭;
(iv) (I) 19 86 년 「국내조세법」 (Internal R evenue C ode of
1986) 제 6103(d)조에 따라서 (II) 동 법 제 61 03(d)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세금 행정의 목적으로, (III) 「사회보장법」(S ocial
S ecurity A ct) 제 464 조와 제 11 37 조에서 보장된 권한에 따라서
개인에게 지불될 세금 환급을 저지할 목적으로, 또는 (IV )
「사회보장법」제 1 13 7 조의 절차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확인,
통지 및 청문회 요구 조건을 포함하는 관리예산처(D irector of
the O ffice of M anagem ent and B udget)의 감독관에 의해 결정된
법규에 따라 권한이 주어진 다른 세금 반환 저지 프로그램 에
따라 개인에 대한 세금 환급을 저지할 목적으로 세금 정보를
매칭;
(v) 다음에서 정하는 매칭 사항(I) 연방 인사와 관련하여 주로 이용되는 기록물로, 일반 행정
목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제(v)항에 의거하여 관리 예산처의
감독관에 의해 제공된 지침에 의거); 또는
(II) 특정 재정, 인사, 규율상 또는 연방 인사에 대한 반대
활동을 취하지 않는 경우 그 행정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기록물의 시스템에서 오로지 기록물만을 이용하는 기관에
의해 매칭의 목적이 실행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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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연방 인사 또는 연방 계약자 인사의 보안 의 명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또는 해외 대적정보활동
목적으로 수행되는 매칭; 또는
(vii)
1986

「사회보장법」(S ocial S ecurity
년도

A ct)의

「국내조세법」(Internal

제

113 3

R evenue

와

C ode)

제 3 103 (1)(12 )조에 따라 이행되는 매칭; 또는
(viii) 「사회보장법」(S ocial S ecurity A ct)(42 U .S .C . 402(x)(3),
1 382 (e)(1))의 20 2(x )(3 ) 또는 제 1611 (e)(1 )에 따라 이행되는
매칭;
(9 ) 수혜 기관’
이라는 용어는 매칭 프로그램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출처 기관으로부터의 기록체계 안에 포함되는 자료를 수령하는
모든 기관 또는 계약자를 의미한다;
(1 0 ) ‘
비연방 기관’
이라는 용어는 매칭 프로그램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출처 기관으로부터 기록체계에 내에서 보유된 기록을
수여받는 어떠한 주 정부나 지역 정부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1 1 ) ‘
출처 기관’
이라는 용어는 매칭 프로그램 내에서 이용되는
기록체계 안에 포함된 기록물을 공개하는 모든 기관, 또는 주 정부
또는 지역 정부, 또는 매칭 프로그램에서 이용되는 기록물을 공개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1 2 ) ‘
연방 이익 프로그램’
이란 개인에게 지불, 보증, 대출 또는 대출
보증의 형태로 현금 또는 현물 지원을 제공하여 연방 정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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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연방 정부를 대표하는 모든 부처에 의해 운영되거나 자금 운용이
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13) ‘
연방 인사’
라는 용어는 미국 정부 임직원과 관료, 통일된 업무를
담당하는 회원 (예비 구성 조직의 회원 포함), 미국 정부 은퇴
프로그램에 따라 (생존 이익 포함) 즉각적이거나 연기된 은퇴 이익을
수령하도록 권한을 받은 개인을 의미한다.
(b) 정보 공개 조건 - 어떠한 기관도 기록이 속한 개인 또는 기록에 대한
사전 서면 동의, 또는 이러한 서면 요청에 의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개인이나 또 다른 기관과의 의사소통 수단에 의한 기록체계 내에 속한
어떠한 기록도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단 기록 공개가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자신의 의무 이행에 있어 기록을 필요로
하는 관료 또는 임직원에게 공개하는 경우;
(2 ) 이 편(編) 제 552 조에 의거하여 필요한 경우;
(3) 제(e)(4)(D )에 명시되었거나 제(a)(7)에서 명시된 일상적 사용
목적의 경우;
(4) 제 13 편에서 정하고 있는 조항에 따라 인구 조사 또는 설문 조사
또는 관련 활동의 목적으로의 인구 조사청(B ureau of the C ensus)이
공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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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록물이 통계적 조사 또는 보고 기록으로써만 이용될 것과
개인적인 신원 확인이 될 수 없는 양식으로 전송될 것이라는 서면
확인을 받은 기관 수령인에게의 공개 경우
(6) 미국 정부에 의해 지속적인 보존권을 보장받은 역사적 또는 기타
가치가 충분한 기록물로서 또는 기록물이 이러한 가치를 지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문서국 직원의 공문서 보관인으로 임명 받은 자
또는 미국의 공문서 보관인에 의한 평가를 위해 국가 공문서 및
기록물 관리국(N ational A rchives and R ecords A dm inistration)에 공개
경우;
(7 ) 만일 그 활동 권한이 법으로서 인정되고, 기관의 수장 또는 대행
기관이 기록물 검색을 위해 법적 효력을 지닌 활동 및 특정 부분을
명기하는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관에 대한 서면 요청을 하는 경우 민법
또는 형법 집행을 위해 미국 정부의 통제 하에서나 통제 내에서의
모든 정부와 사법권을 지니는 기타 기관 또는 대행 기관에의 공개
경우;
(8 ) 이러한 정보 공개의 통지가 최종적으로 알려진 개인의 주소로
전달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강제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개인에게 공개 경우;
(9) 하원에의 공개 경우 또는 사법권 관할 범위의 모든 위원회 또는 그
하부 위원회, 의회의 공동 위원회나 이러한 공동 위원회의 하부
위원회에의 공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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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반 회계 사무소의 업무 이행 절차에서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
또는 미국 회계 감사원장에게의 공개;
(1 1 ) 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르는 경우; 또는
(12) 제 31 편의 제 3711(f)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에 보고하는
소비자의 경우
(c) 특정 정보 공개의 보고 – 각각의 기록체계와 관련된 각각의 기관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이 조의 제(b)항(1) 또는 제(b)항(2) 에 따르는 정보 공개를
제외하고, 다음 사항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지속한다.(A ) 이 조의 (b)에서 정하는 모든 개인 또는 다른 기관에의 기록의
각각의 정보 공개의 목적, 날자 및 성격;
(B ) 정보 공개가 이루어진 개인이나 기관의 이름 및 주소;
(2 ) 보고가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공개 이후 최소 5 년 또는
기록 수명, 이보다 더 연장되는 기간도 포함하여, 이 기간 동안 본항의
제(1 )호 에 의해 이루어지는 보고를 관리하도록 한다;
(3) 이 조 제(b)(7)에 따라 행해진 정보 공개를 제외하고, 개인 요청에
따라 기록에서 특별히 정한 개인에게 이용 가능한 본 항의 제(1 )호
에서 정한 보고를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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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만일 정보 공개의 보고가 이루어진 경우 개인 또는 기관에 정보가
공개된 모든 기록은 이 조 제(d)항에 따라 기관이 수행한 논의의 수정
사항이나 주석에 대해 모든 개인 및 기관에 알리도록 한다.
(d) 기록물에의 접근 - 기록체계를 유지하는 각 기관은 다음 사항을
실행해야 한다(1) 시스템 내에 포함되어 한 개인에게 속한 모든 정보 또는 기록에의
접근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 개인이 이를 요구하는 경우 승인하거나
그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양식으로 이러한 기록물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 확보 및 기록물 검토 등 그에 부수하는 사항을 승인하고, 다만
개인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이 개인의 기록물에 대한 논의에
대해 권한을 위임하는 서면 진술을 개인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2 ) 개인이 본인과 관련한 기록물의 수정을 요청하는 것을 승인한다 (A ) 이러한 요청의 수령 일자 이후, 서면으로 이 수령을 한 사실을
알게 된 후 10 일이 넘지 않는 기간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제외); 또는
(B )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없이(i) 개인이 신뢰하고 있는 사항의 일부가 정확성, 관련성,
시기적절성 또는 완전성이 부족한 경우에 개정사항
(ii) 개인 요구에 의한 기록의 개정 거부여부, 거부의 근거 및
기관장 또는 기관 장에 의해 임명된 관료에 의한 거부를 검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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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는 개인 요청을 기관에서 수립하는 절차 및 이러한 부처의
사업자명과 주소에 관한 사항의 통지

(3 ) 기관의 개인의 기록물 수정 거부에 불복하는 개인에게 이러한
거부의 검토를 요청하고 개인이 이러한 검토를 요청한 일자로부터
3 0 일(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제외)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리고,
다만

공공의

이익(for good

cause)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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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초과하도록 할 수 있다; 또는 기관장의 검토 이후 검사관 역시 요청에
따라 기록물 수정을 거부한다면, 개인에게 그 기관을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이 조의 (g)(1 )(A )에 따라 검토기관의 사법적 검토
사안의 규정을 개인에게 통보한다.

(4 ) 이 조의 제(3)호에 따라 발생한 불복의 소를 제기한 개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정보 공개에 있어, 기관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진술서의 사본, 요청된 변경 사항을 거절한 기관의 이유를 정확하게
진술한 진술서 사본을 개인 또는 기타 부처에 제공하고 논의된
기록물의 일부를 명확하게 기록
(5) 이 조에서 정하는 어떠한 규정도 개인이 민사적 조치 및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수반되는 정보에의 개인적 접근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e) 기관 요구 조건 - 기록체계를 관리하는 각 기관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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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관련된 개인에 관한 정보 또는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의하거나
또는 제정법에서 요구하는 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만을 관리한다;
(2) 연방 프로그램 하에서의 개인의 권리, 이익 및 특권에 관한 결정에
반대되는 결과가 야기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대상 개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실행 가능한 최대 범위에서 정보를 수집한다;
(3 ) 개인이 관리할 수 있는 개별 양식이나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이용되는 정보 또는 양식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각각의 개인에게
다음 사항을 알린다(A ) 이러한 정보 공개가 의무적이건 자발적인 것이건 정보의
신청을 인정하는 권한 (대통령의 행정 명령 또는 법규에 의한 보장
여부에 관계없이);
(B ) 정보가 이용될 의도가 있는 경우의 그 주요 목적;
(C ) 이 조 (4)(D )에 따라 공표되는 경우 등 정보의 일반적 사용;
(D ) 요청된 정보 전부 또는 일부의 개인에 대한 효력;
(4 ) 이 조의 (11)에 따라 설립 또는 수정된 연방 기록 내에서
기록체계의 특성 및 범위에 대한 공지를 발행하는 경우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A ) 시스템 명칭 및 장소;
(B ) 시스템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기록과 관련된 개인의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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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시스템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기록의 범주;
(D ) 사용의 목적과 사용자 범주를 포함하여 시스템 내에 포함된
기록의 일반적 사용;
(E ) 기록의 저장, 복구 가능성, 접속 관리, 유보 및 폐기와 관련된
기관의 정책 및 실행;
(F ) 기록체계를 책임지는 기관명과 그 주소;
(G ) 만일 기록체계가 개인에게 속한 기록을 포함하는 경우 개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지 받을 수 있는 기관 절차;
(H ) 기록체계 내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기록에 그 개인이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통지 해주고, 그 내용에 이의 제기할 방법을
통지해 주는 기관 절차
(I) 시스템 내의 기록 출처 범주;
(5) 결정을 함에 있어 개인에게 공정성을 확신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정확성, 타당성, 시기적절성 및 완전성을 지니는 개인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 모든 기관에 이용하는 모든 기록을 관리한다;
(6) 이 조의 제(b)(2)에 따라 배포된 경우가 아니라면, 기관 외의 어떤
사람에게 개인에 대한 기록을 배포하기 이전에, 기관 목적에 맞게
이러한 기록의 정확성, 완전성, 시기적절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노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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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어떤 개인이 제 1 차 수정헌법(F ist A m endm ent)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에 대해 기술된 어떠한 기록도 관리하지
아니한다. 단 명시적으로 법률 또는 그 개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경우이거나 법집행의 경우로 그 범위가 정해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 이러한 절차가 공기록의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강제법적 절차
하에서 그 개인에 대한 기록을 본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지를
하기 위해 적절한 노력을 한다;
(9 ) 명령 불복종에 대한 처벌과 이 조에 따라 채택된 기타 규정과
절차를 포함하여 이 조의 요건 및 이러한 규정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시하거나 어떠한 기록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또는 어떠한
기록체계의 관리 또는 계획, 개발, 운영과 연관된 개인들을 위한 집행
규정을 설립한다;
(1 0 ) 정보를 관리하는 모든 개인에의 불공정성, 불편, 물질적 손해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보안 또는 기밀에 예상되는 위협 또는 위험을
보호하기 위해서나 기록의 보안성 및 안정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적절한 행정적, 기술적 그리고 물리적 안전장치를 확립한다;
(1 1 ) 이 조 제(4 )(D )에 따라 정보의 공표 최소 3 0 일 이전에 시스템
내의 정보의 의도적인 이용 또는 새로운 이용방법에의 통지를
연방등록부에 발표하며, 이해관계인에게는 서면으로 기관에 대한 논의,
자료, 또는 검토사항을 기관에 제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35

(1 2 ) 이러한 기관이 매칭 프로그램의 설립 또는 수정과 관련하여
비연방 기관과의 매칭 프로그램 내에서 출처 기관 또는 수혜 기관인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 집행 최소 30 일 전 이러한 설립 또는 개정에
대해 연방 기록에 관한 통지사항을 연방등록부에 공표한다.
(f) 기관 규정 - 이 조의 이행을 위하여, 기록체계를 관리하는 각각의
기관은 본 장의 제 5 53 조(일반 통지를 포함)의 요건에 따라 규정을
공포하도록 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1 ) 본인과 관련있는 기록이 포함된 기록을 소유하는 개인이 지정한
모든 기록 시스템의 경우에는 그의 요청에 따라서 그 절차가 개인에게
통보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2 ) 기관이 개인이 이용 가능한 기록이나 정보를 작성하기 전에는
본인이 관련된 기록 또는 정보를 요청하는 개인을 위해 적합한 시간,
장소 그리고 필수 조건을 정해야 한다;
(3) 개인과 관련한 정신과 기록을 포함하여 의료 기록을 공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한 절차를 포함하여 개인에게 속한 기록 또는 정보를
개인 요청에 따라 개인에게 공개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4) 이 조에 따라 개인의 권리를 완전히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개인에게 필요한 추가적인 수단을 위해, 또는 기관의 초기 결정에의
항소를 위해, 또는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개인과 관련된
모든 기록 또는 정보의 수정과 관련된 개인의 요청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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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 검토 및 탐색의 비용을 제외하고 개인
기록의 사본 제작을 위해 개인에게 요청되는 비용을 수립해야 한다.
연방 등기부는 2 년마다 이 조에 따라 공표되는 규정 및 저비용으로
대중에게 이용 가능한 형태로 이 조의 (e)(4)에 따라 공표되는 기관
통지를 편집 및 공표해야 한다
(g)(1 ) 권리 구제- 다음의 경우 권리를 구제한다.
(A ) 이 조의 (d)(3)에 따라 개인 요청에 일치하도록 하는 개인의
기록을 수정하지 않거나 이 조에 따르는 검토를 하지 않은 경우
(B ) 이 조의 (d)(1)에 따르는 개인의 요청을 거부한 경우;
(C ) 개인의 의견과 반대되는 최종 결정이나 이 기록을 기초로 하여
내려질 수 있는 개인의 이득, 기회, 권리, 특징, 자질과 관련된
어떠한 결정에서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할 정확성, 타당성,
시기적절성 및 완전성을 갖춘 개인과 연관된 기록을 관리하지 못한
경우
(D ) 개인에게 역효과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이 조 또는 이에 따라
공표된 어떠한 규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이 경우 개인은 기관에
대해 민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조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관할권은 미국의 행정 법원에서 갖는다.

(2 )(A ) 이 조의 제(g)(1 )(A )에 따라 야기되는 소송에서, 법원은
기관에게 개인 요청에 일치하도록 기록을 수정하도록 명령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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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시하는 방식으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이를 소급적용한다.
(B ) 법원은 미국 정부에 대해 원고가 승소한 경우 본 호에서
발생되는 합당한 변호사 비용 및 기타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3)(A ) 이 조의 (g)(1)(B )에 따라 제기된 모든 소송에서, 법원은 기관이
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원고에게 부적절하게 비공개로 한
기관의 기록물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이
문제를 소급적용해야 하고, 이 조의 (k)에서 정한 면책 사유에 따라 이
기록이나 그 일부를 비공개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이러한 이를 주장하는 기관이 진다.
(B ) 법원은 원고가 승소한 경우 본 문단에 따라 적절하게 발생되는
합당한 변호사 비용 및 기타 소송 비용을 미국 정부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4 ) 이 조의 (g)(1 )(C ) 또는 (D )에 따라 야기되는 어떠한 소송에서,
기관이 고의로 행동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미국 정부는 다음
총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개인에게 배상해야 한다. (A ) 거절 또는 불이행의 결과 개인에게 발생한 실질적 손해 비용,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의 배상액 총액은
$1,00 0 이하이다.
(B )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적절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는 소송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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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이 조에 따르는 책임의 집행에 필요한 소는 사업 본사가 있거나
원고의 거주지 구역 내, 또는 기관 기록물이 위치한 곳, 콜럼비아 관할
구역, 또는 논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가 발생한
일자로부터 2 년 이내에 미국 관할 법원에 제기될 수 있다. 단, 이
조에서 개인에게 기관의 책임 수립을 위해 잘못 제시된 어떠한 정보와
이 조에 따라 개인에게 공개되도록 요구된 정보를 기관에서 실질적,
의도적으로 잘못 제시하는 경우, 이 소는 개인이 허위진술을 발견한
이후 2 년 이내에 제기될 수 있다.
(h) 법정 후견인의 권리. - 이 조에서 유효한 사법권의 법원에 의해 연령
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권리능력 부족으로 인해 자격이 없는 것으로
결정된 어떠한 개인의 법정 후견인 또는 어떠한 미성년자의 부모는 개인을
대리하여 행동할 수 있다.
(i)(1) 형사 처벌. - 기관의 어떠한 관료 또는 직원은 자신의 고용
또는 직위에 기인하여 이 조에 따라 확립된 규정이나 규칙에
의하거나 이 조에 의해 공개가 금지된 정보를 포함하는 기관
기록을 소유하거나 또는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만 이
자료의 공개가 금지됨을 알고 있는 관료 또는 직원이 이를
공개한 경우에는 $5,000 를 넘지 않는 벌금 또는 경범죄 적용을
받게 된다.
(2 ) 이 조의 (e)(4)의 통지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고의로 기록체계를
관리하는 어떠한 기관의 관료 또는 직원은 $5,0 00 를 넘지 않는 벌금
또는 경범죄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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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허위로 기관으로부터 개인과 관련된 어떠한 기록을 고의로 요청
또는 획득하는 어떠한 개인은 $5 ,0 00 를 넘지 않는 벌금 또는 경범죄
적용을 받게 된다.
(j) 일반적 면책 사항. – 모든 기관의 기관장은 만일 기록체계가 이하에서
정하는 바와 같은 경우라면 (b), (c)(1)과 (2), (e)(4)(A )에서(F ), (e)(6), (7),
(9 ), (10)과 (1 1 ) 및 (i)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기관의 기록시스템을
면책하기 위해 이 편(title) 제 553 (b)(1 ), (2)와 (3), (c)와 (e)(일반 통지
포함)의 요건에 따르는 규정을 공표할 수 있다.(1 ) 중앙 정보국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
(2) 어떠한 활동이든지 범죄의 실행을 방지, 통제 및 감소시키거나
범인을 파악하려는 경찰의 노력을 포함하여 형법 집행에 필요한
기능과 관련한 기관이 유지하는, 그리고 검찰, 법원, 교정, 기소, 용서
및 가석방 활동 등, (A ) 형사 피의자 및 피의자로 추정되는 자의
확인과 형사 고발, 선고, 구류, 석방 또는 가석방 및 집행 유예 상태의
성격 및 특성, 구속 일자 및 기록 확인의 구성을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 (B ) 신원 확인이 가능한 개인과 관련되었거나 정보원 및
조사자의 신고를 포함하여 형사 조사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 또는 (C )
기소 또는 구속과정에서부터 석방될 때까지의 형법 집행 단계에서
수집되어 개인의 신원 확인이 가능한 보고서를 구성을 포함하는 등
범죄를 예방, 통제 또는 감소시키거나 범죄자와 검찰, 법원, 교도관,
집행 유예, 사면, 가석방 담당 당국의 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을 포함하여 형사법의 집행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구성 조직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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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에 따르는 규칙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기관은 기록체계가 이 조에서
제외된 근거를 본 장 제 5 53(c)조에서 요구하는 진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k) 특별 면책 사항. – 모든 기관의 기관장은 기록체계가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은 경우에 이 조의 (c)(3), (d), (e)(1), (e)(4 )(G ), (H ) 및 (I)와 (f)에서
정하는 기관의 권한 범위 내의 모든 기록체계를 면책시키기 위해 이
편(title)의 제 553(b)(1), (2) 및 (3), (c) 및 (e) (일반 통지를 포함)의 요건에
따라서 규칙을 공표할 수 있다.
(1 ) 본 장의 552(b)(1) 조에 따르는 경우;
(2) 이 조의 (j)(2)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 목적이라기 보다는 법집행의
목적으로 수집된 조사 자료: 그러나 어떠한 개인이 연방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가 아니거나 이러한 자료의 관리 결과 자격을
얻게 되어 어떠한 권리, 특권 또는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자료는 개인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자료의 공개가 정보를
정부에 제공한 자의 신원을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제 18 편(title) 제 3056 조에 따라 미국의 대통령 또는 기타
개인에게 보호 업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관리업무의 경우
(4) 통계적 기록 용도로만 이용되고 관리될 것을 법률에서 요건으로
정한 경우;
(5) 연방 공무원 고용, 군복무, 연방 계약을 위한 적절성, 합법성 또는
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또는 특정 정보에의 접근을 목적으로
수집되는 조사 자료. 단, 정보제공자의 신원이 보안상 관리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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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서약 하에 혹은 이 조의 효력일 이전이라면 정보제공자의
신원이 기밀 관리된다는 암묵적 서약 하에 이 자료가 공개되는
범위까지;
(6) 검사 또는 조사 과정의 객관성 또는 공정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정보 공개 연방 업무 내에서의 임명 또는 승진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자료의 검사 또는 조사; 또는
(7) 군사 위원회에서 승진을 위한 잠재성을 판단하는 데에 이용된 평가
자료 단, 이 조의 효력일 이전에는 자료제공자의 신원이 기밀
관리된다는 암묵적인 서약 하에 또는 자료제공자의 신원이 보안상
관리된다는 명시적 서약 하에 정부에 정보를 제공한 자료제공자의
신원을 노출한다는 범위로 제한함
이 조에 따르는 규정이 채택될 경우, 기관은 이 장의 제 5 53 (c)조에 따라
요구된 진술서에 기록체계가 이 조의 조항에서 제외된 이유를 포함해야
한다.
(l)(1) 공문서 기록(A rchival R ecords) - 제 44 편 제 3103 조 에
따라 저장, 처리 및 업무를 목적으로 미국 정보국 관리에 의해 수령된
각 기관의 기록물은 책임 기관이 관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조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미국 정보국 관리는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관
또는 이 조의 규정에 따르지 않는 기관에 의해 수립된 규정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한 기록물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2) 미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보존을 보장한 충분한 역사적 가치 또는
그 이외의 가치가 있는 기록물로써 미국 정보국으로 전송된 신원

42

확인이 가능한 개인에게 속한 각 기관 기록물은 이 조의 효력일
이전에서 이 조에 정한 대로 국가 정보국에 의해 관리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록물을 일반적으로 명시하는 진술서 (이
조(e)(4 )(A )~ (G )에 따라 기록물과 관련한 요건 이후 설정된)는 연방
등록부에 발표되어야 한다.
(3) 이 조의 효력일 또는 그 이후 미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보존한다는
보장을 하기 위한 충분한 역사적 또는 기타 가치가 있는 기록물로서
미국 정보국으로 전송된 신원 확보가 가능한 개인에게 소장된 각각의
기관 기록물은 이 조의 목적으로 국가 정보국에 의해 관리될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 조의 (e)(4)(A )~ (G ) 및 (e)(9 )를 제외하고는 이
조의 요건에서 면책되어야 한다.
(m )(1) 정부계약 –기관이 기관 기능 이행을 위해서 계약으로서 기록 체계
기관의 업무를 이행 하거나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기관은 이 조의
요건에 따라 이 시스템에서 적용될 수 있는 권한을 구성할 수 있다. 이 조의
(i)의 목적으로 이러한 계약자 및 이러한 계약자의 임직원은 이 조의 효력일
이후 또는 그 날까지 이러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기관의 임직원으로
간주된다.
(2) 본 편 제 31 의 조 3711(f)에 따라 기록이 공개되는 것을 기관에
보고하는 소비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계약자로 간주될 수 없다.
(n) 메일링 목록 - 개인의 이름과 주소는 이러한 행동이 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한 기관에 의해 판매 또는 임대될 수
없다. 이 조는 여론에 공개될 내용을 보류하는 수단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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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매칭 동의 - (1) 기록체계 내에 포함된 어떠한 기록물도 수령기관 또는
비연방 기관과 출처기관 사이의 서면 동의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령기관 또는 비연방 기관에 컴퓨터 매칭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공개될 수 없다. 그 목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A ) 프로그램을 집행하기 위한 법적 권한 및 목적;
(B ) 구제 평가 등 프로그램의 정당성과 예견되는 결과;
(C ) 이용 될 수 있는 각각의 자료 요소, 매칭될 수 있는 기록물의
대략적 건수 및 매칭 프로그램의 시작 및 완료 일자 등 매칭될 수
있는 기록물에 대한 설명;
(D ) 기관 자료보전 위원회(D ata Integrity B oard)에 의해 지시한
날자 이후 다음에서 정하는 신청인에게 개인적으로 통지 및 주기적
통지를 제공하는 절차 (이 조 (v)항에 따라 관리 예산처(O M B )의
감독자에 의해 제공된 지침에 의거)(i) 연방 이익 프로그램에 따르는 재정적 지원 또는 지불의 수령
신청자
(ii) 연방 고용인으로서의 지위 보유자 및 신청인, 이러한 신청인,
수령인, 보유자 및 개인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E ) 제(p)항에서 정하는 매칭 프로그램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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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이러한 매칭 프로그램에서 수령기관 또는 비연방 기관에 의해
만들어지는 확인 가능한 기록물의 보유 및 시기 적절한 파기를 위한
절차;
(G ) 이러한 프로그램의 결과 및 매칭된 기록물의 행정적, 기술적
그리고 물리적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
(H ) 법률의 요건이나 매칭 프로그램 이행에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령기관 또는 비연방 기관 내 또는 외부에서 출처 기관에
의해 제공된 기록물의 재공개 및 이중 복사 금지;
(I)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이용되는 기록물의 파기 또는 출처
기관으로의 기록물의 반환 통제 절차를 포함하여 출처기관에 의해
매칭 프로그램 내에서 제공되는 기록물의 수령기관 또는 비연방
기관에 의한 이용 통제 절차;
(J) 이러한 매칭 프로그램이 이용될 기록물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에
사용되는 평가에 대한 정보; 또는
(K ) 동의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감시하기 위해 미국 회계
감사원장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수혜 기관 또는 비연방 기관의
모든 기록물을 미국 회계 감사원장의 평가 목적

(2 )(A ) 제(1 )에 정한 사항에 따라 착수되는 각각의 동의서 사본은 다음과
같이 이용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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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상원 국무 위원회(C om m ittee on G overnm ental A ffairs) 및
하원 국무 운영 위원회(C om m ittee on G overnm ent
O perations)에 전송; 또는
(ii) 여론 요청에 이용 가능.
(B ) 어떠한 법도 제(A )목(i)에 따라 이러한 사본이 전송된 날 이후
3 0 일 이내에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C ) 이 협약은 기관의 자료보전 위원회가 목적과 매칭 프로그램의
목적이나 그 집행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기간으로 판단한 바에
따라 1 8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만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D ) 제(C )항에 따라 이러한 협의의 만료 이전 3 개월 이내에
기관의 자료보전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다른 추가 검토 없이
1 년이 넘지 않는 추가 연도 동안 현재 진행 중인 매칭 프로그램을
위한 협약을 갱신해야 한다 (i) 이러한 프로그램이 어떠한 변경 없이 집행될 것인 경우; 또는
(ii) 계약에서의 각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집행되었다는 것을 위원회에 서면으로써 증명한 경우.
(p) 심리를 받을 확인 및 기회 - (1) 매칭 프로그램 내에서 이용되는 개인의
기록물 보호라는 이유로, 어떠한 수령기관, 비연방 기관 또는 출처 기관도
이러한 개인에게 연방 이익 프로그램에 따라 어떠한 재정 지원 또는 지불을
최종적으로 거부하거나 유보, 종료 또는 줄일 수 없으며, 또는 이러한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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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 의해 생산된 정보의 결과로써 다음에서 정하는 범위까지는 당해
개인의 의사와 반하는 반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i) 기관이 독자적으로 정보를 확인한 경우
(ii) 기관의 자료보전 위원회 또는 비연방 기관 사건의 경우에 출처
기관의 자료보전 위원회에서 관리 예산처에 의해 발행된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다고 판단하는 경우 (I) 연방 이익 프로그램 하에서 출처 기관이 지불한 이익 총액
및 그 검증사항 으로 제한된 정보; 또는
(II) 수령 기관에 제공된 정보가 정확하다는 신뢰성이 높은
정보;
(B ) 개인은 기관으로부터 이 심리 결과에 관한 진술을 포함하는
내용의 통지를 받고, 여기의 결과에 항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경우
(C )(i) 통지에 대한 응답으로 법규 또는 규정에서 프로그램을 위해
수립된 어떠한 기간의 만료시; 또는
(ii) 이러한 기간이 수립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경우, 제(B )항에
따라 통지가 개인에게 제공되는 경우가 아니거나 메일로 통지한
일자의 시작일부터 30 일의 만료일까지
(2 ) 제(1) 에서 언급된 독자적 확인사항은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의 기초사항으로 이용되는 개인과
관련된 특정 자료의 조사와 확인을 필요로 한다 47

(A ) 관련된 자산 또는 수입 총액;
(B ) 이러한 개인이 실제로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서의 수입 또는
그 자산에의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C ) 개인이 실제로 이러한 자산 또는 수입을 가지는 기간.
(3 )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공중 건강 또는
공중의 안전에 부작용을 주거나 제(1 )호에서 정한 통지 기간 동안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 )호에서 정한 바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관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q) 재재- (1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출처 기관이
제(p)항의 요건 또는 제(o)항에 따라서 체결된 매칭 협의, 또는 이 둘
모두에서 정하는 요건을 수령기관이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처 기관은 매칭 프로그램이나 비연방
기관, 또는 수령기관의 기록체계 내에 포함되는 어떠한 기록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어떠한 출처 기관도 다음의 경우가 아닌 한 매칭 협의를 갱신할 수
없다 (A ) 이 협의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는 수령기관 또는 비연방
기관이 인증한 경우;
(B ) 출처 기관이 인증이 부정확하다고 판단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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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보고 및 매칭 프로그램 - 기록체계 또는 매칭
프로그램 내에서 중요 사항의 제재정을 제안하는 각 기관은 사생활 보호
또는 개인의 다른 권리에 관한 이러한 제안의 잠정적인 효력을 허용하기
위해 이러한 제안의 통지(사본 형태로)를 상원 국무 위원회(C om m ittee on
G overnm ental A ffairs), 하원 국정 운영 위원회 (C om m ittee on
G overnm ent O perations) 및 관리 예산처 (O ffice of M anagem ent and
B udget) 에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s) 격년 보고- 대통령은 상원의 임시 대통령 및 하원 대변인에게 2 년마다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한다(1) 지난 2 년 동안 「1974 년 사생활 보호법」(P rivacy A ct of
1 974 )의 제 6 조에 따라 관리 예산처 감독관의 활동을 명시;
(2) 이 해 동안 이 조에 따른 개정사항 및 접근에 대한 개인 권리 행사
명시;
(3 ) 기록물 시스템내의 혹은 추가적인 변경 내용 확인;
(4) 1974 년 사생활 보호법(P rivacy A ct of 1 97 4 )의 목적을 이행하는
데에 있어 이 조의 효력을 검토하는 경우 의회에 필수적이거나 유용할
수 있으므로 이 조의 집행과 관련된 그 밖의 정보를 포함함

(t)(1) 다른 법률의 효력- 어느 기관도 개인이 이 조에 따르면 접근할 수
있는 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 이 장 제 55 2 조의 면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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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어느 기관도 개인이 이 장 제 5 52 조에 따르면 접근할 수 있는
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 이 조의 면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u) 자료보전 위원회 - (1 ) 매칭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이를 이행하는 모든
기관은 이러한 기관의 다양한 구성 조직 사이에서 기관의 이 조 이행상황을
감독하고 통제하기 위한 자료보전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2 ) 각각 자료보전 위원회는 기관장에 의해 지명된 상급관리로
구성되며, 기관장이 이 조 이행의 책임 과 기관의 일반적 감찰을 위해
임명한 상급관리를 포함시켜야 한다. 일반 감찰자는 자료보전 위원회의
의장으로써 업무를 할 수 없다.
(3 ) 각각의 자료 종합 위원회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실행하여야 한다.
(A ) 제(o)항 및 모든 관련 법규,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할 것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 매칭 프로그램을 위한 기관 기록의 공개
또는 수령에 대한 서면 동의를 검토, 승인 및 관리한다;
(B ) 해당 연도 동안에 기관이 출처기관으로서나 수령기관으로서
이러한 프로그램의 비용 및 이익을 평가하고 적용 가능한 법, 규정,
지침 및 기관 협약 사항에 준수할 것을 결정하는 데에 참여하는
모든 매칭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C ) 해당 연도 동안 기관이 출처기관이거나 또는 수령기관으로서
공개의 지속에 대한 정당성에 관하여 재기되는 모든 매칭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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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기관의 매칭 활동을 설명하며 신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관리
예산처 및 기관장에게 제출한다.(i) 출처 기관 또는 수령기관으로서 참가하는 기관에서의 매칭
프로그램;
(ii) 위원회에 승인하지 않은 제(o)항에 따라 제안된 매칭 협의;
(iii) 다음 해 위원회 조직 및 구성원에 관한 변경 사항;
(iv) 매칭 프로그램 승인 이전 비용 이익 분석의 완료 및 제출을
위해 이 조의 제(4 )호에서 정하는 요건 보류에 대한 근거;
(v) 주장되거나 또는 확인된 매칭 협의의 위반 사항이나 그 교정
조치; 또는
(vi)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관리 예산처 감독관에 의해
요구되는 그 밖의 정보;
(E ) 매칭 프로그램에서 이용되는 기록물의 신뢰성,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한 정보를 수령하고 제공하기 위한 정보 센터로서
기능한다;
(F ) 매칭 프로그램을 위한 이 조의 요건과 관련한 기관 구성 조직
및 인사에 대한 해석 및 지침을 제공한다;
(G ) 이 조를 준수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매칭 프로그램을 위한
기관 기록 관리 및 폐기 정책 및 실행 방법을 검토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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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매칭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어떠한 기관의 매칭 활동에 대해
검토 및 보고를 할 수 있다.
(4)(A ) 제(B )항과 (C )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프로그램이 비용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석 및 제안된 프로그램의 비용 이익
분석을 완료하여 이러한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료보전
위원회는 매칭 프로그램을 위한 어떠한 서면 동의를 승인해서는
아니된다. 이는 원본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비용 효율적인”것이어야
한다.
(B ) 만일 관리 예산처의 감독관이 규정한 지침으로 비용 이익
분석을 요건으로 하지 않을 것을 결정한 경우 위원회는 제(A )항의
요건을 위반하게 된다.
(C ) 법률로서 특별히 요구되는 매칭 프로그램의 서면 협의에 관한
초기

승인

이전에는

제(A )항의

비용

이익

분석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기관이 이 협의의 사전 승인에서 이행된 바에 따라
프로그램의 비용 이익 분석을 제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료보전
위원회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어떠한 후속 서면 협의도 승인해서는
아니된다.

(5)(A ) 만일 매칭 협의가 자료통합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협의의 어떤 당사자라도 관리 예산처 감독관에게 미승인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이러한 항소 공표의 시기적절한 통지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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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 감독관이 상원의 국무 위원회 및 하원 국정 운영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B ) 관리 예산처의 감독관은 감독관이 다음을 결정하는 경우
자료통합위원회의 미승인에도 불구하고 매칭 협의를 승인할 수
있다(i) 매칭 프로그램이 적용 가능한 모든 법적, 규제적 정책적
요건에 따르는 경우;
(ii) 매칭 협의가 비용 효과가 높다는 적절한 증거가 입증된 경우;
또는
(iii) 매칭 프로그램이 공공의 이익이 되는 경우.
(C ) 제(A )항에서 명시된 위원회 보고 이후 30 일까지는 매칭
협의를 승인한 감독관의 결정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D ) 만일 자료 통계 위원회 및 관리 예산처 감독자가 기관의 일반
조사관에 의해 제안된 매칭 프로그램을 미승인한 경우, 일반
조사관은 기관장 및 의회에 미승인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6) 제(3)(D )에 의해 요구되는 보고서에서 매칭 프로그램이 아닌 기관
매칭 활동은 진행 중인 법집행 또는 대적정보활동 조사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인 경우에는 집합적 근거로 보고될 수 있다.
(v) 관리 예산 책임 부처- 관리예산처장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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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청회를 위한 기회 및 통지 이후 이 조 실행을 위한 행정기관
이용의 규제 및 지침을 개발하고 정하도록 한다.
(2 ) 행정기관의 이 조의 이행에 대한 감독 및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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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b. 공개 회의
(a) 이 조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 ‘
행정기관’
이란 본 장의 제 55 2(e)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것으로
두 명 이상의 개인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 조직, 상원의 승인 및 자문을
받은 대통령에 의해 이러한 직위를 임명받은 다수의 사람들 및 기관을
대표하여 행동할 권한 위임을 받은 모든 기관과 하부기관을 의미한다;
(2) ‘
회의’
라는 용어는 공식적인 행정기관의 공동행위 또는 처분 사항을
결정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낳는, 기관을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회원의 최소 정족수가 참석한 토의를 의미하는데, 그러나 제(d)항
또는 (e)항에 의해 승인되거나 요구되는 심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
회원’
이란 용어는 행정기관을 주재하는 단체에 속한 개인을
의미한다
(b) 회원들은 이 조에 따르지 않고는 기관 업무를 공동 이행 또는 처분할 수
없다. 제(c)에 나타난 경우를 제외하고 기관의 모든 회의의 일부는 공중에
공개되어야 한다.
(c) 행정기관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b)항의 두 번째 문장은 행정기관 회의에서 다루는 어떤 안건에도
적용되어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정보가 드러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제(d)항과 (e)항에서 정하는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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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가 안보 또는 외국인 정책의 일환으로서 대통령령(E x ecutive
order)에 의해 수립된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보안 유지의 권한이
부여된 문제나 (B ) 대통령령(E x ecutive order)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류된 공개에 관한 문제;
(2 ) 기관 내부 임직원 규정 및 내부 실행에만 관련된 문제;
(3) 법률로서 특별히 공개를 하지 않도록 면제시키고 있는 문제의 공개
여부; 다만 (A ) 재량이 없이 기속적으로 공중에 비공개를 하도록
정해진 경우이거나

(B ) 특정 유형의 문제로 언급되거나 또는 특정한

기준이 정해진 경우에는 비공개로 한다;
(4 ) 면책특권 및 기밀을 보유한 자로부터 획득된 상사, 무역 정보 및
거래 기밀 공개;
(5 ) 형사상 고소하거나 공식적인 징계사항과 연관된 사안의 공개;
(6 ) 공개가 개인의 사생활을 명백 부당히 침해 하는 개인적 특성에
대한 정보 공개;
(7 ) 법 집행을 목적으로 수집된 조사 기록물 또는 이러한 기록물에
포함된 서면 정보 공개. 단, (A ) 집행 절차를 저해, (B ) 공정한
재판이나 불편부당이 없는 결정을 받을 개인의 권리 및 박탈, (C )
개인의 사생활 보호 침해 요소가 존재 (D ) 형사 조사 과정에서 형법
집행에 의해, 또는 법적 국가 보안 정보 조사, 정보제공원 의해서만
제공된 보안 정보를 이행하는 기관에 의해 수집된 기록물의 경우 기밀
정보 제공원의 신원 공개되는 경우 (E ) 조사 기술 및 절차가 공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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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F ) 법적 집행 인사의 신변 안전 저해를 일으킬 수 있는 기록이나
정보 등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8 ) 재정 기관의 감독이나 규제기관에서 이용하려는 목적 또는
행정기관을 대표하거나 행정기관이 준비하는 조사, 운영 및 상황
보고서와 관련하거나 여기에 포함된 정보 공개;
(9 ) 미리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A ) 유통, 증권, 필수품 그 밖의 재정 기관을 규제하는 기관이 (i)
유통, 증권 또는 필수품 상당한 투기를 조장했거나 (ii)어떠한 재정
기관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B ) 어느 기관이라도 그 내용이 미리 공중에 공개되거나 법률로서
집행 전에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그래서
제(B )항이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집행이 상당히 방해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1 0 ) 특히 기관의 소환장 발행에 관한 문제, 민사 소송에의 참여,
외국법원이나 국제 재판소, 중재재판소 혹은 이 장 제 55 4 조에 따라
기관의 재결 사건에 관한 기관의 처분행위에 관련한 사안
(d)(1 ) 제(c)항에 따르는 조치는 기관의 전체 회원 중 다수가(제 (a)(1 )에
명시된 바와 같이)가 이 조치를 위해 투표를 할 때에만 제기된다. 각 회원의
개별 투표는 제(c)에 따라 대중에 비공개될 것으로 제안된 각 기관 회의
일부와 관련이 있거나 제(c)에 의해 유보될 것으로 제안된 어떠한 정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이루어진다. 단일 투표의 경우는 일련의 회의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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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회의가 연속적인 회의 중 가장 첫 회의 이후 30 일을 넘지 않는
기간 안에 개최될 것으로 예정되어 동일한 특정 주제를 다루고 있는 한,
일련의 회의, 대중에게 비공개될 것으로 제안된 회의 일부, 또는 이러한
일련의 회의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투표에
참여한 각 기관 회원의 투표는 기록되어야 하며, 어떠한 대리 투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2) 누구라도 기관이 제(c)항 제(5), (6) 또는 (7)호에서 언급된 근거를
바탕으로 공중에 회의의 일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은 회원 중 한
명의 요청에 따라 회의의 비공개 여부를 기록된 투표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3) 행정기관은 제(1)호와 제(2)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치러지는 투표
이후 하루 이내에 그 문제에 대해 각 기관의 각 회원의 투표상황을
반영하는 사본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만일 회의록의
일부가 여론에 비공개되는 경우, 행정기관은 이 조의 제(1 )과 (2)에
따라 치러지는 투표일로부터 하루 이내에 회의에 참여하고 가입하려
하는 모든 사람들의 명단과 함께 비공개한 조치에 관한 충분한
서면으로된 설명을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4) 그 회의의 대다수가 제(c)항의 문단 (4),(8), (9)(A ), 또는 (10)에
따라 여론에 비공개로 되는 경우에, 회의의 초반에 회의의 일부를
비공개하기 위해 기록된 투표에 의해 행정기관 구성원 다수가 투표를
하는 경우, 이러한 회의나 그 일부를 비공개로 하도록 할 수 있고
구성원의 투표를 반영하면서 이러한 투표의 사본이 여론에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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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도록 규칙으로서 제공할 수 있다. 이 조 제 (1 ), (2), (3 ) 과
제(e)항는 이 규정이 적용되는 회의의 부분만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다만 행정기관이 그 정보가 제(c)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공개로 되는
경우의 범위에서는 공중에게 적절한 시기, 장소 및 회의의 주제 등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한다.
(e)(1 ) 각 회의의 경우, 기관은 최소 회의 일주일 전에 회의의 장소, 시간,
의제, 공개 여부, 기관에 의해 임명된 관료의 이름 및 연락처를 공중에
발표해야 한다. 구성원 다수가 기록 투표로서 통지를 공표하기 전에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통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 ) 행정기관이 기관이 공개적으로 이러한 변경 내용을 실행 초기에
발표하는 경우에만 회의 장소와 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 회의 의제,
회의, 또는 회의의 일부를 공중에 공개할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A )
기관의 전체 회원의 대다수가 기관 업무가 필요하며 변경 사항의 이른
발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록 투표에 의해 결정하거나 (B ) 기관이
이러한 변경 사항과 실행 초기에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한 각
회원들의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에만 이를 공중에게 발표하는
방법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3) 이 조에 의해 요구되는 각각의 회의의 공개 여부, 회의 주제 및
시간, 장소의 통지, 절차 상의 어떠한 변경 사항, 회의에 대한 정보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기관에 의해 지정된 관료의 이름과 전화 번호의
공중에 대한 통지는 연방 등기소 내에 제출하여 발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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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 제(c)항의 문단 (1)~ (1 0 )에 따라 비공개된 모든 회의의 경우,
행정기관의 일반 위원회 또는 법무부서장은 본인의 의견으로 대중에게
회의가 비공개될 수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승인해야 하며, 각각 관련된
면책 조항을 진술해야 한다. 이러한 인증서의 사본은 회의의 시간과 장소,
그리고 참석자를 정한 회의 진행 관료로부터의 진술서와 함께 기관이
보유하여야 한다. 기관은 제(c)항의 (8 )호, (9)(A )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대중에 비공개로 한 회의 또는 회의의 일부의 경우에는 기관이 회의록 한
질 또는 이러한 등본이나 기록물을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론에
비공개된 개별 회의, 또는 회의 일부의 진행 절차를 완전히 기록한 적절한
양식의 전자 기록물 또는 완전한 사본을 관리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회의록은 논의된 문제가 충분하고 명백하게 설명하여야 하고, 출석 투표(roll
call vote) 기록과 모든 문제에 표명된 의견을 포함하여 실행된 조치와 이에
대한 근거를 충분하고 명백하게 요약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조치와 관련이 있다고 간주되는 모든 문서도 이 회의록에 명시되어야 한다.
(2 ) 행정기관은 제(c)항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결정한 논의 또는
증언을 제외하고, 공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등본, 전자
기록물 또는 스케줄 상의 어떠한 주제에 대해 논의한
회의록(제(1 )항에서 요건으로 하는 바에 따라)이나 회의에서 수령된
증인의 증언 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신속하게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대변인 신원 공개 기록의 사본, 이러한 등본 사본 또는
회의록 은 복사, 등사의 실질비용 수준으로 개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행정기관은 등본의 사본, 회의록, 회의전부나 회의 일부의 전자 기록의
카피본이 대중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2 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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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회의 결과가 결정된 날로부터 1 년후 가운데 더 늦는 기일 까지
이 기록들을 보유하여야한다.
(g) 이 조의 요건에 따라 각 기관은 이 조의 효력일 이후 1 80일 이내에 미
국 행정 의회 의장의 자문과 그리고 최소 3 0일간 누구라도 의견을 제시하도
록 하는 연방 등기부에서 공표된 통지를 거쳐 이 조의 (b)~ (f)의 요건을 이
행하기 위한 규정을 공표한다. 누구라도 만일 행정기관이 여기에서 규정된
기간 이내에 이러한 규정을 공표하지 않았다면 행정기관이 이러한 규정을
공표하도록 하기 위해 콜럼비아 관할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률에서 정한
제한 기간에 따라 누구라도 이 조의 (b)~ (f)의 요건에 따르지 않는 행정기관
규칙을 무효화하거나 본조에 따르는 규칙의 공표를 요구하기 위해 콜럼비아
관할 미국 상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h)(1 ) 미국 관할 법원은 선언적 판결(declaratory judgm ent), 금지명령
구제(injunctive relief)또는 그밖의 적절한 구제수단을 통한 이 조 (b)에서
(f)의 요건을 집행하기 위한 관할권을 가진다. 누구라도 이 조를 위반한 회의
이전 혹은 회의 이후 60 일 이내에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다만,
만약에 행정이관이 이 조에 따라서 대중에 회의를 공개한 경우에는, 이
소송은 공개된 날로부터 6 0 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다. 이
소송은 행정기관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 혹은 문제가 된 기관의 본사가 있는
관할이나 콜럼비아 관할에 제기된다. 이 소송에서 피고인은 고소가 있었던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여야 한다.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사건의 결정을 위해서 법원은 등본, 전자기록, 회의록 등을 비공개로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 근거를 수집할 수 있다. 법원은
양

당사자의

이익

이외에도

질서행정(or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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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 inistration,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고려하며, 계약 양자의 이익과 함께 여론의 이이 및
질서 있는 행정과 연관성을 지닌 법원은 이 조의 (c)항의 유보될 권한을
지니지 않은 회의의 회의록, 기록물, 사본의 일부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명령하거나 이 조의 향후 위반 사례에 대한 금지 명령의 보장을
포함하여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바에 따라 형평성 있는 구조수단을 보장해야
한다.
(2) 법에서 다르게 정하여 기관소송을 심사하도록 한 연방법원은 이
조의 요건을 기관이 위반한 사항이 있는 지를 심사하고 적절한
구체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조의 어떤 조항도 연방법원이 단독으로
제(1)호에 따라서 이 조 위반이 발생한 기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결정하거나 금지하거나 혹은 무효로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i) 법원은 제 (g), (h)항에 따라 소제기하여 승소한 당사자의 변호사
비용이나 합리적인 소송비용을 평가할 수 있지만, 다만 소송비용이 지나치게
경미하거나 소송이 시간을 끌이 위한 목적으로 제기된 걸이라면 그 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행정기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미국정부에 이를 부담시킨다.
(j) 각 기관은 이 조에서 정하는 다음과 같은 필수 사항들을 의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1) 1 년의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관의 정책 및
절차의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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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최된 회의의 수, 비공개 회의 면제 및 비공개회의를 공중에
통지한 일자의 수에 관한 표.
(3) 행정기관이 이 조를 이행함에 있어 제기된 소송 및 공식적
불만사항(com plaints)에 관한 기술.
(4) 이 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설명.
(k) 이 조에서의 어떠한 규정도 이 장의 제 5 5 2 조에 따라 인정되는 자의
권한을 확장 또는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제(c)항에서 정하는 면책사항의
경우에는 제 552 조의 등본, 기록, 회의록의 신청에 관련된 사안을 결정한다.
(l) 이 조는 의회가 정보를 유보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법령에서 공개하도록 정한 행정기관 회의나 그 부분을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다.
(m ) 이 조의 어떤 규정도 개인이 이 장 5 52a 조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등본, 기록, 회의록 등 개인기록을 기관이 유보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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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규칙제정
(a) 다음 사항으로서 예외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 이 적용된다.
(1 ) 미 합중국의 육해공군 또는 외교상 직능(function);
(2) 행정기관의 관리, 인사, 공공의 재산, 대부금, 보조금, 급부금 또는
계약과 관련한 사항(m atter).
입법안에 관한 통지는 반드시 연방등록부에 공표되어야 하며, 단 그에
따라야하는 자가 지정되거나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법률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지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다. (1 ) 입법에 관한 시기, 장소 및 성질;
(2 ) 입법 안에 관한 법적 권한;
(3 ) 입법안의 용어나 구성요소 및 포함된 주제에 관한 기술.
법률로서 심리나 통지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A ) 해석적 규칙, 정책에 관한 일반적 진술, 행정기관 조직, 절차,
실행에 관한 규칙’
(B ) 선의요건사실에 관한 행정기관의 발견 사실에 관한 통지나
공개 절차가 실행불가능하고 불필요하며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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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 조의 통지 이후에, 행정기관은 서면을 통한 기록, 검토사안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서 이해관계인을 입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관련 문제의 검토 후에, 행정기관은 그 목적과 기준의 일반 진술을 채택하고
통합한다. 법률로서 그 규칙의 요건으로 행정기관의 심리 기회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 항 대신 이 편의 제 55 6 조와 55 7 조가 적용된다.
(d) 실체적 규칙에 관한 서비스 및 공표 요건은 효력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 실체적 규칙이 제한의 면제나 유보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2 ) 해석적 규칙과 정책의 진술;
(3) 행정기관이 정당한 이유를 근거로 다르게 정하거나 규칙으로 다르게
공표된 경우.
(e) 각 행정기관은 이해관계인에게 규칙의 공고, 개정 및 무효에 대하여 의견
제출 권한을 주어야 한다.
§554. 재결
(a) 행정기관의 청문의 기회가 주어진 뒤에, 기록에 의거하여 재결을 행하지
않으면 아니된다고 제정법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다. 단
다음에서 정하는 예외사항의 경우는 제외한다(1 ) 재판이나 법률로서 이를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정하는 문제;
(2) 고용인의 선발 및 재직 문제 단 이 편 제 3105 조 에서 임명된
행정법 판사의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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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단순히 검사, 테스트, 선거를 통하여서만 결정된 절차;
(4 ) 군사행동 또는 외국인 관련 업무 기능;
(5 ) 행정기관이 법원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하는 사안;
(6 ) 활동 대리인 증명.
(b) 행정기관의 청문에 관하여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시에 고지 받아야 한다 (1 ) 청문의 시기 장소 및 성질;
(2 ) 청문을 행할 근거가 되는 법률상의 권한 및 관할권
(3 )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의 주장
사인(私人)이 원고(the m oving parties)가 되는 경우에 그 절차의 상대방은
사실관계나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즉시 통지를 해야 하고; 다른 소송
기관은 규칙으로써 변론절차를 요건으로 할 수 있다. 청문 시기나 장소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상대방 및 그 대리인의 편의와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c) 행정기관은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사실관계, 논의 사항, 화해제공 및 조정 제안, 소송의 성격 및
공익적 허가;
(2) 당사들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거나, 청문 또는 통지 결정 또는 이
편 제 5 56 조와 5 57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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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이 편 제 556 조에 따라서 증거를 수령할 지위에 있는 종업원의
경우에는 권고 결정(recom m ended decision)이나 제 5 57 조 에서의 임시
결정(initial decision)을 한다. 단 행정기관에서 이용가능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법률로 정한 일방 당사자 요건으로 인정된 범위를 제외하고,
종업원의 경우에는 (1) 모든 당사자가 참여할 기회나 통지가 없는 한, 주제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해 관여할 수 없고;
(2) 행정기관을 대신해 감독 및 기소권을 행사하는 개인이나 기관의
감독에 따를 책임이 있다.
행정기관을 대신하여 감독 및 기소 권한을 행사하는 자는 사실적으로
관련있는 경우에는 결정, 권고 결정이나 제 55 7 조의 행정기관의
검토에 참여할 수 있으나, 단 공개 소송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서는
아니된다. 이 조는 다음의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 처음 자격 사항 결정;
(B ) 요금, 시설, 공공시설 이용 및 운송 등의 적용 및 유효성을
포함하는 절차;
(C )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을 구성하는 구성원에 관한 사항.
(e) 행정기관은 다른 명령의 사건에서의 효과처럼, 그리고 건전한
재량으로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논란을 종식시키려는 목적의 선언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 555 조. 부속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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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 조는 이 관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그 내용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적용된다.
(b) 행정기관 및 그 대리인 앞에 직접 출두 할 것을 요구받은 자는 행정기관
및 기타 자격있는 대리인에게 허가를 받은 경우 자문이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당사자는 기관소송에서 사인(person), 기타 위원회나
다른 자격있는 대표자를 출석하도록 할 권한이 있다. 공기업의 명령적
행위가 허가되는 한도에서, 이해관계인은 행정기관이나 그 책임있는 종업원
앞에 출석, 조정, 화해, 탄원 또는 소송 반대를 위해 출두할 수 있다.
당사자의 편의와 필요에 따르는 적법절차에 따라서, 각 행정기관은 관련
문제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항 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서는 정하지 아니한다.
(c) 보고 요건, 과정, 검사 및 검토 행위 기타 청구는 발행되거나 제작되거나
강제되지 않을 수 있다. 데이터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는 자는 정당한
비용의 지불이나, 그 사본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단 비공개 조사
절차에선 제외된다.
(d) 법에서 정한 행정기관 소환장의 경우에는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즉시 발행되어야 한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소환을 연기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것인지 조사한다. 집행절차에서는, 법원은
법원 모독죄 및 명령 불이행죄 등에 정한 사항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증인의 출석, 증거나 정보의 산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e) 기관소송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신청, 청원 기타 요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거절은 즉시 통지되어야 한다. 단 이전의 거절에 관한 확정문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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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거절 사안이 설명이 필요없는 명백한 것일 때는, 그 통지는 간략한
근거를 덧붙여서 통지된다.

§556. 청문; 고용관리; 권한과 의무; 입증책임; 증거; 결정 근거가 되는 기록
(a) 이 조는 제 5 53 조와 제 5 5 4 조에서 정하는 청문절차에 적용된다.
(b) 다음의 기관이 증거수집을 주관하도록 한다 (1 ) 행정기관;
(2) 행정기관을 구성하는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의 단체 구성원;
(3 ) 이 편 제 3105 조에 따라 임명된 행정법판사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계획된 위원회 혹은 관리인의 구체적인 절차
진행에 관한 행위가 이 법으로서 대체되지는 아니한다. 제 55 7 조에서
정하는 관리자 참석을 주재하는 기능은 공정한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주재하거나 참석하는 관리인은 언제라도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
누군가에 대한 성품이나 부적격을 이유로 충분한 근거로서 선의로 적절한
시기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결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c) 행정기관이 공표한 규칙 및 그 권한 범위에 따라서 청문회를 주재하는
관리인은 다음의 사항에 따른다 (1 ) 선서 및 확증판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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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법률로서 권한이 부여된 소환장 발행;
(3 ) 증거 제공과 관련 증거자료 수집에 관한 규칙 마련;
(4 )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공탁금(depositions) 수령;
(5 ) 청문 절차 규정;
(6 ) 양 당사자들의 합의로서 문제의 조정을 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혹은 이 장 IV 에서 정하는 바대로 다른 대안책의 해결방법을
찾는다;
(7) 당사자에게 대안책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 방법을
사용하기를 촉구한다;
(8) 논쟁이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 있는 당사자들에게
제(6 )호에서의 협의회에 참석할 것을 촉구한다;
(9 ) 절차적인 요건이나 그 유사한 문제들의 처리;
(1 0 ) 이 장 제 557 조에 따르는 권고 결정 수립;
(1 1 ) 행정기관 규칙으로서 권한이 부여된 조치 이행.
(d) 법률로써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규칙이나 명령의 제안자는
입증책임을 진다. 모든 구두 혹은 서류 증거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러나
행정기관은 정책적으로 관련성이 없거나 중요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반복되는 부당한 증거는 배제하도록 해야 한다. 확실히 입증된 중요한
정보에 의해 당사자가 인용한 기록의 전부 혹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어떤
제재조치도 부과되지 않는다. 행정기관은 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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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이 되는 사법정의와 정책에 부합하는 범위까지 제 55 7(d)조의
위반사항에 관하여 그 위반을 고의로 저질렀거나 저지를 수 있도록 야기한
자의 의사와 반대되는 결정을 할 경우를 참작할 수 있다. 당사자는 구두
또는 서면 증거를 제출하고, 반론 증거를 제출하고, 충분하고 진실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출석의 권한이 있다. 입법이나 임시 승인(initial
licenses)을 위한 금전, 기타 이익 등의 적용을 위한 주장사실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행정기관은 당사자들이 평등한 입장이란 전제에 서면으로 된
증거제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e) 증언 및 증거서류의 사본은 이 소송에서 요건으로 하는 모든 서류와
함께 제 5 57 조의 결정을 위한 유일한 기록을 구성하며, 적법하게 예정된
비용을 양 당사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기관 결정이 기록에
의한 증거사실로 보이지 않는 사실의 통지를 기반으로 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시기 적절한 신청을 거쳐 그 반대 사실을 입증할 권한을 가진다.
§557. 임시 결정; 최종 결정; 행정기관의 재심; 당사자의 제출; 결정 내용;
기록
(a) 본 장 제 556 조에 따라 시행되는 청문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항에 따라, 이 항을 적용한다.
(b) 행정기관이 증거 수령에 있어, 주재하는 관리를 감독하지
않았거나, 이 장 제 5 54 (d)조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제 55 6 조에 따라
청문회에서 감독할 자격이 있는 직원이 이 사건을 임시로 결정하고,
다만 특별한 경우이건 일반 규칙이 적용되는 것이든 간에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인증을 위한 전부를 기록한다. 주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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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가 임시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은 규칙으로 정한 시간 내에 행정
기관에 상고하지 않거나 재심검토 요청 등이 없다면 추가 절차 없이
바로 행정 기관의 결정이 된다. 임시 결정에 관한 재심이나 혹은 임시
결정에 대한 상고에서, 행정기관은 통지의 발행이나 규칙으로서
제한하지 않는 한, 임시 결정을 하는 동안 행정기관은 모든 권한을
가진다. 행정기관이 증거 수령의 경우에 주재함이 없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입법이나 임시 허가가 적용되는 결정을
제외하고, 본 장 제 556 조에 의거한 청문회에서 주재할 자격이 있는
주재 관리나 직원이 우선적으로 결정사항을 권고하여야 한다.
(1) 대신, 행정기관이 임시 결정을 공포하거나 책임 있는
직원이 결정을 권고한다, 혹은
(2 ) 그 집행기능이 반드시 필수불가결하게 적법절차를 통해
적시에 행해진 것임을 행정기관이 증명한 경우에는 이 절차는
생략될 수 있다.
(c) 권고 결정, 임시(initial) 결정이나 가(tentative) 결정 혹은
하위관리 결정에 관한 행정기관 재심 결정 전에, 양 당사자는 결정에
참여하는 관리들이 참작할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1 ) 사실관계 문제와 최종 변론 문제;
(2) 하위 관리의 결정이나 권고 결정, 또는 임시 행정기관
결정에 대한 예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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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예외사항, 사실관계 및 최종 변론 문제들의 근거.
제시된 예외사항, 사실관계 및 최종 변론 문제에 관한 규칙이
보고서에 제시되어야 한다. 임시 결정, 권고 결정과 가 결정을
포함하는 모든 결정은 보고서의 한 부분이며 다음의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A ) 사실관계와 최종 변론, 그리고 원인과 그에 대한
근거, 사실과 관련한 모든 구체적인 사항, 법률, 혹은
보고서에 드러난 재량사항
(B ) 적절한 규칙, 명령, 제재, 구제나 구제 거부 사안
(d)(1 ) 이 조 제(a)항에 따르는 모든 행정 기관 절차에는, 법률에서
일방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A ) 행정 기관 이외에 이해관계인이 행정기관을
구성하는 단체의 구성원, 행정법원 판사, 혹은 절차 결정
과정에 논리적으로 연관 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연관된
다른 직원이, 절차의 본안과 관련된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을 조직 하거나 고의적 목적으로 조직하는
것을 금한다;
(B ) 행정기관을 구성하는 단체의 구성원, 행정법 판사
혹은 절차의 결정적 과정에 논리적으로 관련 되었다고
예상되는 다른 직원 누구도, 절차 처리 과정의 본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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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을 행정 기관 이외의 여타의
관계인을 위해 고의 적으로 조직하는 것을 금한다;
(C ) 행정 기관을 구성하는 단체의 구성원, 행정법 판사
등 절차진행에 있어 그 결정을 수령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데에 논리적으로 관련 있는 자일 것이 예상되는
사람은 다음의 처리 절차의 공문서 기록으로 보관한다:
(i) 모든 서면 의사소통 과정;
(ii) 구두 의사소통의 요지를 서술하는 기록;
(iii) (i)과 (ii)에 기술된 모든 서면 답변과 구두
답변의 요지를 서술하는 기록 자료;
(D ) 고의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혹은 당사자가
고의로 이 조를 위반하여 한 의사소통이 있음을 접수한
경우, 행정기관, 행정법 판사, 혹은 청문회시에 이를
주재하는 관리는, 법률에서 정하는 정의와 정책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당사자에게 절차상 그의
불만사항이나 그의 이해가 야기된 근거, 기각 이나 각하
되어서는 안되는 근거, 그렇지 않으면 이 위법사안이
부작용을 미칠 것이라는 근거를 입증하도록 한다.
(E ) 이 조의 금지 조항은 행정기관이 명시한 시간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청문회에서 절차가 통지된 경우 절대
그 이후에 적용될 수는 없으며, 다만 의사소통 책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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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규정이 그 정보를 얻은 당시부터 개시된다는
통지가 될 것을 미리 알수 있었을 경우라면 예외로 한다.
(2 ) 이 조는 의회의 정보를 보류하는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558. 제재 부과; 허가 신청 결정; 취소; 철회, 허가의 만료
(a) 이 항은 규정에 따라, 권한이나 권원의 행사에 대해
적용한다.
(b) 제재는 부과되지 않고, 실제적 규칙이나 명령이 발표되나,
다만 행정기관에 위임되거나 법률에서 권한이 부여된 관할
범위 내에 제한된다.
(c) 법률에서 정하는 허가를 얻기 위해 신청을 하면,
행정기관은 모든 이해당사자의 권리 및 특권을 배려하고,
악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본 장
제 5 56 조와 제 5 57 조에 따라 이행될 것을 요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완료하여야 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고의이거나, 공중위생, 이해 혹은 안전이 요구되는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 인허가의 철회, 취소 혹은 무효는 행정기관 절차의
설립 전에 다음에 정하는 바를 따른 경우에만 적법하게 된다
(1)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실관계

및 행위에 관해 행정기관이 서면으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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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모든 적법 요건에 따를 수 있음에 관한 설명 기회.
인허가를 받은 자가 인허가갱신이나 새 인허가를 위해 적시에
적정한 신청 혹은 행정 기관 규칙에 따라 허가갱신을 신청하면,
계속되는 행위에 기한 인허가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최종적으로 그 만료를 결정하지 않는 이상 허가가 만료되지
않는다.

§559. 다른 법률과의 관계; 종속 법률의 효과
이 편(title)의 관(s ubc ha pte r), 제 7 절과 제 1305, 3105, 3344,
4 301 (2)(E )조, 제 53 72 조와 제 7 52 1 조, 행정법 판사와 관련
있는 본 편 제 5 335 의 조는, 법률로서 요건으로 하거나
법률로 인정한 부가적인 요건에 제한되어나 그 사항들을
폐지하지 않는다. 법률로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거나 절차와 관련한 요건이나 특권사항은 행정기관이나
사람(person)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각 기관은 본 장의
요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부속
법령으로서 이 관(subchapter), 제 7 절과 제 1305, 3105, 3344,
4 301 (2)(E ), 5 37 2 , 7521 조, 행정법 판사와 관련있는 제
5 335 (a)(B )조에 대해 명시적으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정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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