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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이슈 확산
① 오늘의 정보공개청구
- “오늘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센터의 가장 주요했던 사업으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
구를 통해 행정·권력 감시를 수행하고 공공데이터와 정보를 수집·재가공해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확산함으로 정보공개제도 와 보편적 인권인 알권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왔
던 사업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보공개센터의 활동방식 및 역할이 변화함에 따라
제도개선·협치참여·시민사회 네트워크 등 역할 확장에 대한 사회 각 영역의 요구가 이어
졌으며 이러한 변화들로 “오늘의 정보공개청구”가 이전처럼 활성화 되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었음
- 이전처럼 ‘오늘의 정보공개청구’가 활발하지 못한 이유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사업 중요도
가 낮아진 것은 아닌지 논의하였으나, ‘오늘의 정보공개청구’ 사업의 중요성과 위상은 여
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7년에는 활동가별 주 1회를 목표로 주기적인 컨텐츠 생
산을 계획하였음. 하지만, 업데이트 관리를 전담하는 활동가의 부재와 완성도 높은 컨텐츠
를 생산해야한다는 부담 등으로 신속한 컨텐츠 생산은 어려웠음.
- 2018년도는 업데이트 관리 전담 활동가를 지정했고, 이슈캘린더를 제대로 정비하여 월별
예상되는 이슈에도 시기 적절하게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완책을 마련 함.
가장 중요한 것은 컨텐츠가 주기적으로 생산되는 것임.
- 2017년 ‘오늘의 정보공개청구’에는 ‘알권리 학교’에서 배운 인터렉티브 시각화 플랫폼을
이용하여 공공정보의 데이터 시각화를 시도하기도 하였음. (2017.9.27 [우리동네 유해화
학물질] 주민고지 필수!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은 어디?)
- 2018년도 공공정보 데이터 시각화 영역의 컨텐츠는 2017년도의 기술 수준으로 유지하며,
컨텐츠 생산 속도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집중하기로 함. 특별하게 집중해야 할 이슈
에 대해서는 영상이나 데이터 시각화 분야의 전문가들을 섭외하고 협업하는 것으로 방향
을 설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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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오늘의 정보공개 청구’ 목록>
2017.02.07 정보공개센터 승소하다!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 공개해야"
2017.02.14 19대, 20대국회청문회 미꾸라지는 누구였쓰까?
2017.02.16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1년, 자화자찬하지만 법원 명령에도 정보공개 안하는 외교부
2017.02.20 ‘탄핵반대’ 집회인원이 더 많다? 왜 때문인지는 몰라용~
2017.02.24 정보공개센터, ‘국정원의 통신자료제공요청서 사유’ 공개 판결
2017.03.10 [싸우는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인용
2017.03.10 강력범죄 피해자 10명 중 8명이 여성, 대한민국 여성인권 현주소
2017.03.13 청와대. 설마.... 기록 무단 삭제 하는건가요?
2017.03.13 다섯달짜리 대통령 권한대행 시계, 제작비는 얼마? (feat. 계약서 따윈 남기지 않아)
2017.03.13 대통령기록물, 2014년 세월호 사건 시청각 자료 없다고??
2017.03.15 아프니까 청춘이요? 아프니까 의료비 지원해줘야죠!
2017.03.24 5월 1일부터 10일까지 해외에 있는 나, 어디에서 투표하죠??
2017.03.27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명단이 왜 국가안보죠?
2017.04.12 2016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강제집행 80% 증가, 역대 최고치 수준.
2017.04.19 청와대 직원과 전화 통화해본 사람 손~! (푸쳐핸접~)
2017.04.25 국무회의에서는 나 대신 '누가', '무슨 논의'를 할까?
2017.04.26 2017대선, 10대 공약으로 보는 ‘투명한 정보공개’정책
2017.04.27 획기적인 노동공약도 좋지만, 있는 노동법 잘 지키게 하려면?
2017.05.11 세월호 유가족 분들 없었던 '유가족 대기실'만 방문한 황교안 국무총리
2017.05.24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6년째 정보공개기관인지 몰랐다고요? (헐~)
2017.06.10 '박종철 기념관' 의문스러운 경찰의 운영 의지, 방문 안내 홈페이지도 없애
2017.06.13 대통령경호실 정보목록이 없다구요?!!
2017.06.27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보공개 잔혹사
2017.07.20 정보공개센터, 알권리 침해하는 대통령경호실 인권위에 진정
2017.07.22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나왔네요~ 정보공개 정책 계획 한 번 볼까요?
2017.09.01 가로수와 공원에 위험농약이 뿌려지는데, 왜 우리는 모를까?
2017.09.27 [우리동네 유해화학물질] 주민고지 필수!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은 어디?
2017.10.13 국회의원 입법및정책개발비 영수증 공개 못하는 이유는?
2017.10.16 [기자회견] 국회는 예산집행 정보 전면 공개하라!
2017.10.16 박근혜 정부, 세월호 관련 문서 조작에 대한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등의 혐의 고발장 접수
2017.12.07 ‘2018 부실대학' 발표 후 두 달…교육부와 대학들 실랑이 속 뒷전이 된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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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회감시 어벤저스
- 스스로 헌법기구라 자임하는 300명의 국회의원. 그들은 시민들을 대표해 법을 만들고, 예
산을 결정하며,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민들
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제껏 감시의 주체가 되었지, 감시의 대상이 되어본 적 없는 국회의원은 ‘정보공개’에서
도 언제나 제외되어왔음. 국정감사나, 상임위, 본회의 등을 제외한 무수히 많은 국회의원
의 의정활동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음. 4년의 임기동안 의정활동으로 만드는 수많은 기
록들은 개인기록으로 취급되어 국회기록보존소나 국회사무처에 제대로 이관이 되지도 않
으며, 헌법기관이라고는 하나 국회의원실은 정보공개청구조차 할 수 없음.
- 정보공개센터는 시민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예산
집행 전반에 걸쳐 불투명한 태도로 일관하는 데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국회의원의 투
명성 책무 이행을 위한 활동을 모색함. 이 과정에서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
센터와 함께 ‘국회감시 어벤저스’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됨.
- 우선적으로 국회의원이 쓰는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확인하기 위해 입법및정책
개발비 집행내역을 분석하고, 그 중에서도 연구용역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살펴봄. 그 결
과 ▲연구용역보고결과물의국회사무처 미제출 ▲연구용역보고서 표절 ▲표절 보고서에 대
한 용역비 청구 등의 문제를 확인하였고, 이 중 일부 의원에 대해서는 용역비 환수 조치
성과 이뤄냄.
- 또한 세금의 집행에 대한 정보공개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정보공개청구서 발송함. 하지만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실을 제외
하고는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아, 정보공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거부반응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음.

<국회의원 정책개발비 분석 결과 주요 보도_뉴스타파>
- 2017.10.11. '표절은 도둑질' 외치던 의원들도 '마구잡이 표절’
- 2017.10.11. 홍문표 정책자료집은 피감기관 연구보고서 ‘판박이’
- 2017.10.11. 안상수, 보도자료 베껴 혈세 890만 원 청구
- 2017.10.11. 국회의원 정책자료집 전수조사 해보니...
- 2017.10.19. "표절 정책자료집 전면조사, 전액 환수조치해야“
- 2017.10.19. 정책자료집 표절 현역의원 25명 확인,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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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책개발비의 무분별한 집행에 대한 기자회견>
1년에 137억줬더니? 베끼기 정책자료집 발간? - 국회 예산집행 정보 공개요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7년 10월 16일 오전 11시 국회 앞
- 주최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

③ 박근혜 정부, 세월호 관련 문서 조작에 대한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
서 작성 혐의 고발
-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었음. 그러나 이 지침이 2014년 7월 말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
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된 것이 확인됨.
- 불법적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변경은 세월호 참사 직후 정보공개센터의 문제제기와
그에 따른 언론보도로 정권에 대한 비판여론이 강하게 조성된 직후 자행된 것으로 보임.
(2014.04.24 - 컨트롤타워가 없다?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매뉴얼엔 국가안보실이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명시!) 또한 이는 2014년 7월 10일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재난컨트롤 타워는 국가안보실이 아닌 안전행정부라’고 주장한 사실과 연결되어
있음. 이러한 정황상 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서 재난컨트롤타워 기능 불이행에 대한 비판여
론을 회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공문서를 조작한 것이라 보여짐.
-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2017년 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형법」 제
227조)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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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침해 대응
①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박근혜 기록물 보호기간 지정 등에 대한
헌법소원
-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은 ‘임기종료이전’에 이관이
완료되어야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을 통해 임기가 종료되면서 기록물 이관
을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 못했음. 현행 법 상으로는 대통령 탄핵시의 대통령기록물 이관
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입법 공백’ 상태임.
-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입법을 추진하기는커녕, 이관을 하면
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에 대해 15년~30년동안 기록을 봉인할 수 있는 지정기록
설정 절차를 밟으려 한 바 있음. 이런 절차는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파면된 대통
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대통령 기록물을 사실상 ‘비밀’화 한다는 측면에서 상식에 맞지
않는 행위임.
-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녹색당,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대통령 재임시기 정보공개소송을 진
행중인 하승수변호사와 함께 황교안 대행의 박근혜 기록물 보호기간 지정 및 박근혜 정권
인사가 개입하는 기록물 이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함. (헌법소원 대리 박지환 변호사)

<헌법소원 관련 기자회견 현황>
황교안 대행의 박근혜 기록물 보호기간 지정 등에 대한 헌법소원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4일(화)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앞
- 주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녹색당
- 발언: 김유승(정보공개센터 소장), 하승수(변호사), 이소연(한국기록학회 학회장)

황교안 권한대행의 위헌적 대통령기록물 지정과 이관에 대한 신속한 헌재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17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앞
- 주최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녹색당
- 발언: 김유승(정보공개센터 소장), 하승수(변호사), 김주온(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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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수사기관의 자료제공요청서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 2016년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사찰 및 감시에 대한 우려가 높
아짐. 이후 각 이동통신사를 통해 대량의 개인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된 사실이 국
회의원, 기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일반 시민 등을 통해 밝혀졌음.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경우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
와의 연관성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의 ‘자료제공요청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청구 대상 정보에 해당됨.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각 수사기관이 작성해서 통신사
에 보낸 ‘자료제공요청서’를 정보공개청구 했고, 이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따라 비공개처분
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 함.
-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법무법인 두루와 협력사업으로 진행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됨. 또한 국가정보원과의 소송을 통해 정보공개법 4조 3항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관련 판례를 남긴 것 성
과 있음.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 2016년 3월 15일 : 이동통신사를 통해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의 통신자료가 ‘서울지방경찰청’, ‘국가
정보원’에 제공된 사실을 확인함.
․ 2016년 3월 17일 : 서울지방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
구를 진행함.
․ 2016년 5월 31일 : 서울지방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의 비공개결정통지에 대해 비공개결정취소 소송 진
행함.(변론대리 : 사단법인 두루 이언주·김용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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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 소송 진행 경과>
일자

서울지방경찰청
진행상황

일자

국가정보원
진행상황
비공개취소 소송 제기

2016.

비공개취소 소송 제기

2016.

5.3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5.31

2016.

1심 : 원고패소

2017.

제1항 2호·4호·6호)
1심 : 원고 일부 승소

12.23
2017.

(2016구합64661)
2심 : 원고 일부 승소

2.23
2017.

(2016구합64678)
2심 : 원고 일부 승소

8.25
2017.

(2017누31028)
대법원 : 상고기각

8.25
2018.

(2017누40817)
대법원 : 상고기각

12.7

(2심판결 인용)

1.12

(2심판결 인용)

(정보공개법 제4조 제3항 및 제9조

<판결 요지>
1) 서울지방경찰청 (2017누31028판결)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에 따라 자료제공요청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요청사유, 해당 이용자와
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은 공개하여야 함.
- 자료제공요청서는 수사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 본인의 개인정보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됨.
- 다만, 수사기관이 추가로 작성한 보충자료는 수사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의 혐의자 내지 혐의
자와 통화한 상대방의 주민번호와 전화번호 일부가 있어 그 부분은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

2) 국가정보원 (2016구합64678)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자료제공요청서 표지 (요청사유, 해당이용자와의 연관성, 필
요한 자료의 범위)는 공개하여야 함.
- 자료제공요청서는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자료제공요청서 표지 하단의 국정원 담당자
및 주소등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
- 자료제공요청서는 수사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 본인의 개인정보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됨.
- 다만, 수사기관이 추가로 작성한 보충자료는 수사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의 혐의자 내지 혐의
자와 통화한 상대방의 주민번호와 전화번호 일부가 있어 그 부분은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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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정책 연구
①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연구활동
- 공공기관은 단순히 정보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며, 국정운영, 공공업무의 의사결정과정은 비공개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더 투명하게, 더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할 중요한 정보임.
- 현재 회의공개제도가 법제화되어 있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며, 한국의 경우에는 서울시에
서 회의공개조례를 추진하려 했으나 실패한 바 있음.
-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한국에서 회의공개제도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 연구
및 여론 형성을 위한 활동을 추진함.
- 2017년 5월 19일(금) “미국 회의공개법을 통해 본 회의공개제도의 필요성” 이라는 주제로
오픈세미나를 개최해 한국의 회의공개 실태와 미국의 회의공개법이 어떤 내용으로 이뤄져
있는지 살펴봄. 오픈세미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회의공개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
오픈세미나는 토론회, 연구사업, 법률제정을 위한 간담회로 이어지는 계기가 됨.

<정보공개센터 오픈세미나 : 회의록의 공개를 넘어서 회의의 공개로>
․ 일시 및 장소 : 2017년 5월 19일 늦은 7시 서울npo지원센터 주다
․ 발제 : 김유승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 오픈세미나 영상 보기 : https://youtu.be/sE_tzI_2jyY
- 오픈세미나 이후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과 함께 회의공개법(국가행정기관의 회의공개
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수차례 내부 논의 및 간담회 진행함.
- 법률 제정 논의 과정에서 ‘공개대상 회의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 등)’, ‘회의공개 추진 내용을 기관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회의공
개 총괄 운영을 누가 맡을 것인가’, ‘회의공개법의 단독 제정이 필요한가 (정보공개법, 기
록물관리법 개정)’ 등이 쟁점 사안으로 논의됨.
- 이 밖에 회의공개법 제정과 관련한 사례 연구를 위해 재단법인 동천의 지원을 받아 “회의
공개법 제정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회의공개 실태 연구” 연구사업 진행함. 연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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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앙행정기관 회의의 운영 현황 및 회의 및 회의록의 기록 및 공개 현황에 대한
조사 ▲미국 회의공개법의 제정 배경 및 조항 구성 및 내용 연구 ▲미국 연방의 회의공
개법 운영실태 조사 및 연구 ▲한국의 회의공개법 제정 및 실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 제
안 내용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해당 연구는 2018년 6월 종료될 예정임.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회의공개 실태 연구’ 연구계획>
회의공개법 제정을 국내 사례 연구
위한 선행 연구

- 선행 문헌 연구
- 회의공개와 관련한 제도 추진 내용 분석

해외 사례 연구 미국 연방 회의공개법(Section 552b) 번역 및 조문 내용 연구
한국 정부의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

회의공개 실태 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는 각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현황 분석

조사
미국 정부의
회의공개 실태

종 공공기관 회의체의 회의록 작성 현황 및 공개현황 조사
- 미 연방 회의공개법(Section 552b)에 따르는 연방기구들의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실태 조사
조사
회의공개법 제정을 회의공개법 필수 한국의 회의공개법 제정 및 실행을 위해 필요한 내용 제안과제
위한 제안

요건 도출

도출

- 2017년에는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연구내용을 외화하는 작업에 집중해 하반기에 그 내
용을 공유하는 토론회를 개최함.
- 2017년 10월 27일 금요일 오후 5시에 열린 토론회 “시민주권시대, 회의공개를 말하다”에
는 회의공개법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 도출 뿐 아니라, 언론자유, 생활안전 등 시민의 삶
과 밀접한 부분에 대한 회의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시민참여 확보 등에 대해 논의함.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시민주권시대, 회의공개를 말하다>
․ 일시 및 장소 : 2017년 10월 27일 오후 5시 뉴스타파
․ 발제 : 미국 회의공개법을 통해 본 한국의 회의공개제도 도입과제 (최정민 행정학 박사)
․ 토론 : 강언주 (부산 녹색당 사무처장), 박건식 (한국 PD교육원장), 주서진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 오픈세미나의 플랫폼은 앞으로 정보공개센터 정책개발의 시발점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오픈세미나의 포멧을 정착시키고자 함. 또한 (재)동천의 연구사업 지원의 경우 제
정적인 지원 및 연구자의 결합으로 회의공개법 추진의 촉진제가 되었으며 회의공개법 ‘제
정’작업을 시작으로 정보공개센터가 앞으로 진행해야할 과제로 ‘제도 개발’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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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새정부 출범과 관련한 정보공개정책 제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알권리와
관련한 법제는 성숙과 전환을 이루기 보다는 여전히 공공기관의 고의적, 악의적 비공개
관행에 발목잡히고 있는 실정임.
- 공공정보의 공개는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할 조치이고, 정부신뢰도와 투명성을 판단하는 중요 척도이기에 정보은폐로 일관했던 박
근혜정부를 딪고 시민의 염원으로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 알권리와 관련한 정책을 제안함.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차기정부에 제안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를 위한 정책>

1. 공공정보의 고의적, 악의적 비공개 관행의 청산

정보공개는 공공기관 평가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스스로가 정보공
개의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 첫 걸음은 공공기관 평가에 있어 정보공개를 우선순
위로 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모든 공공기관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정보공개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단순 정보공개 비율을 넘어 정보공개 확대 계획,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부존재 결정 사례, 정보공개 우수사례, 행정정보공표의 내
실화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는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대국민 서비스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의 중요성과 전문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습니다. 각급 공공기관 내 정
보공개 전담 부서의 부재가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성가신 민원으로 취급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전문 인력을 양성, 배치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인식과 문화의 근본적 변화는 지속적 교육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구성원에
대한 정보공개 교육을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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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을 정례화하고 교육 실적과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정보공개 교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제도가
활성화된 국가들은 ‘정보공개 교육’을 공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보공개 교육도
초중등 교육과정 속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악의적, 고의적 비공개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기록관리와 정보공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공공기록물은 모든 시민의 자산이며, 기록관리의 부
실은 시민의 알권리 침해와 직결됩니다. 때문에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는 기록을 무단 은닉, 파기, 유
출하는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알 권리의 구체적인 이행인 정보공개법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규정
및 처벌조항이 없는 실정입니다. 책무 없는 제도 속에서 악의적 비공개 관행은 용인되며, 이는 개별
시민의 피해를 넘어 사회 전반의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올해 초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
표한 2016년 한국의 국가청렴도는 사상 최저인 52위로 추락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패청산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내용을 공개할 경우, 또한 정보를 은닉할 목
적으로 비공개할 경우 금고 또는 무거운 벌금의 처벌을 받도록 제도화 하여 정보공개의 실효성을 보
장하고, 기관의 설명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보목록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8조 제1항의 단서조항을 통해 정보목록이 법이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할 경우, 목록 자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목
록의 비공개는 공공기관이 어떠한 정보를 생산하는지 알고자 하는 시민의 알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
하는 조치입니다. 시민들의 최소한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들은 그 내용이
비공개라 할지라도 문서명 수준의 정보목록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청와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청
와대부터 정보목록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영역이 넓어져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2004년 전부 개정을 통해 법률의 적용 범위를 크게 넓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의 적용 범위는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원전, 화학물질, 노동환경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정보들이 민간의 것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의 대상
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민간의 정보라 할지라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것이라면 공개되고
공유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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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정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막아선다면 그것은 정부가 아닙니다. 정부가 선도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보공개의 영역을 확장하여야 합니다.

2. 회의공개법의 제정

현행 법령으로는 내실 있는 회의 공개가 불가능합니다.
정보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에 대한 전면적 공개는 현행 법령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
의록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차관급 이상, 지자체장, 교
육감 등이 참여하는 일부 회의에만 적용될 뿐입니다. 오히려 회의록에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시행령은 과정 없이 결과만을 보여주는 회의록에 적법성을 부여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회의록의 작성 대상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논의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작성기준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미국의 정보공개제도는 공공문서의 공개를 규정하는 ‘정보공개법(5U.S.C §552)’과 회의 공개를 규정하
는 ‘회의공개법(5U.S.C §552b)’이라는 양 날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도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
이 끊이지 않습니다. 과정 없는 결과는 부질없습니다. 시민에게는 공공기관의 정보 그 자체뿐만 아니
라, 그 정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알권리가 있습니다. 의사결정과정이 비공개 사유로 남발되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의사결정과정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 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대상입니
다. 민주주의는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시민의
알권리를 지켜줄 또 하나의 날개, 회의공개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3. 정보공개 책임기구의 상설화, 독립화

정보공개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보에 대한 자유롭고 제한 없는 접근, 공유, 활용을 포함하는 시민의 알권리는 21세기 민주사회를
사는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공공기관에게도 정보공개는 필수불가결한 업무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
만 정보공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책임질 수 있는 중앙행정조직이 부재합니다. 현재 법령은 정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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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위원회를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정보공개의 가치와 무
게를 감당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상설 조직이 필요합니다. 공공정보의 공개, 공유, 활용
이라는 21세기 시민사회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정보공개위원회는 독립적 상설 기구로 다시 세워져
야 합니다.

정보공개위원회에 정보공개심판 기능을 두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정보비공개 처분의 위법성, 부당성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불복절차의 하나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당한 정보비공개에 맞
서 취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현재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 소속으로, 공정
한 불복절차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당한 정보비공개에 낙담한 시민들은
행정심판위원회의 불합리한 판단에 다시 한 번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
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에 대한 전문성과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갖춘 정보공개위원회에
정보공개심판기능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활동
- 지난 2016년 한국의 정보공개법은 제정 20주년을 맞았음. 정보공개법은 헌법적 권리인 표
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제도적 실현의 근간이 되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를 담고 있
는 법률임.
- 현재 정보공개법은 일부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공에 최대한의 정보공개를 하도
록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지난 10년간 법률 문법 특유의 모호함과 공개·투명성·책임성
등의 가치와 배치되었던 정권의 성격, 공무원들의 관료주의적 폐쇄성이 맞물려 정권과 정
부에 불리한 정보들이 사전에 멸실되고 강력한 공공의 공개 요구에도 정보를 은폐하는 폐
단들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들이 공공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 조항을 악용해 정보의 비공개를 남용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 대상 정보를
최대한 특정하고 구체화하는 내용, 공공기관들이 정책결정과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의 정
보들도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음.
- 또한 정보공개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결정통지의 책임이 있는 공직자가 업무에 보다 신
중하게 임하고 강한 책임감을 느끼도록 의도적인 정보 비공개와 청구인에 대한 악의적인

18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불복절차 방해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
음.
- 모든 시민들이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을 높이고 청구인-공공기관 간에 많은 갈등을 만들어
온 수수료 문제를 모든 전자적 문서와 전자적 기록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폐지하는 해결
방안을 개정안에 담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안(주요 내용)>
․ 의안 발의 협조: 진선미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 갑)
․ 현재 진행 상태: 법제실 최종 조문작업 중
현행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

개정안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생산·접수·보유·

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청구에 따른 공개 대상이 된다. 다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익을
고려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

1.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

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보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
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2. 국가안전보장·국방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 및 보안 업무

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에 따른 정보 또는 국군의 병력과 전술, 무기 운용에 관한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항과 구체적인 가격, 향후 예정된 군사훈련에 관한 정
보, 지도 정보 등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

3. 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외국과 상호간 신뢰 하

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에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정보, 내부 검토
목적의 비공식 정보 등 공개될 경우 평화통일을 저해하고
외교관계가 악화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4.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
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
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

5.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증거,

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증언, 변론 등의 실효성을 제거하거나 저해하여 공정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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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판의 진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형사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

피의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
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6. 범죄의 예방, 진행 중인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

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경우 그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삭제>
다. <삭제>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

7.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

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있는 정보

가. <삭제>
나. <삭제>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8.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서 공개될 경우 수집된 개인정보처리의 목적에서 벗어나거
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
보는 제외한다.

<신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신설>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
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
는 정보

<신설>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긴급한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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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소속·성명·직위

<신설>

마.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신설>

9.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특허
및 저작권 등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고
유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판매방법, 기술상 또는 경영상
의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신설>

가. 법인등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영향
을 미치는 다양한 종류의 위해(危害)로부터 발생 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건강한 삶을 추구할 권
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신설>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
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신설>

다. 공공기관이 법인등으로 부터 물품 및 서비스의 구매
또는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과
이에 따른 예산 지출에 관한 정보

<신설>

10.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

가 업무보고, 국정감사 등 국회활동을 통해 공개되었거나

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공익적 목적의 내부고발, 사실로 확인된 언론의 보도 등
특정한 계기를 통해 이미 국민들에게 공공연하게 알려져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
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④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
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

제17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

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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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추가적인 변환과정 없
이 공개하는 경우에는 비용 부담을 면제하여야 한다.

<신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개청구에 대해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공개한 자 또
는 이를 지시한 자
2.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청구처리절차 외에 다른
목적으로 수집·사용 및 유출한 자
3. 청구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따른 심의회의 개최를 방해
하거나 이를 지시한 자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공개청구의 접수 및 처분의 통지, 공개 등을 고의로 지
연시킨 자 또는 이를 지시한 자
2.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처분 시 청구인에게 처분의 근거
와 불복절차에 대해 설명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3. 수수료를 부당하게 책정하여 청구인에게 곤란을 초래하
거나 청구의 취소 또는 변경을 회유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안(정부안) 의견개진>
․ 발의 및 의견청취 부서: 행정안전부
․ 의견개진 제출 일시: 2017. 11. 01
- 행정안전부가 개정 추진 중인 정부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공개 담당자 의무규정 신설, 청
구인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 제한(일부 특수한 본인확인이 필요한 정보에만 수집), 정보공
개위원회를 기존 행정안전부 산하 위원회에서 총리실 산하 위원회로 격상 위원 수 기존 9
명에서 11명으로 확대,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비율조정
및 위원장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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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정부안은 정보공개제도의 전면 개선을 목표로 하는 최초 공약에 비하면 소폭 개선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문제가 있음. 하지만 주민번호 수집 제한,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상
격상, 정보공개 심의회 외부위원 비중 확대는 정보공개센터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개선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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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역량 강화
① 알권리 학교
- ‘시민들에게는 당연히 알권리가 있고, 국가는 알권리 보장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알권리
가치실현을 위해 정보공개 시민교육 기획하고 4.9통일평화재단의 지원사업 받아 연간 총
3회에 걸쳐 알권리학교 진행함.
- 정보공개센터는 창립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정보공개교육을 해왔으며 국가의 정보차별과 정
보독점이라는 문제의식에 동참하는 언론인, 시민, 활동가, 대학생 등을 주요 대상으로 진행
함. 그 중 이번 ‘알권리 학교’는 단순히 교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내 삶에서의 정보은폐로 인한 문제를 발굴하고 공감을 통해 알권리 가치를 확산했다는 측
면에서 정보공개센터가 끈임 없이 교육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를 크게 남겼다고 평가함.
- 또한 정보공개청구의 방법, 비공개에 대응하는 방법, 시스템의 이해 등에 대한 교육을 진
행하면서 실제로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한 실무중심의 정보공개교육은 교
육대상자들이 만족스러워 했으며,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 스스로 정보공개청
구로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직접 공공정보를 획득하고 시민으로서의 알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게 함.

<알권리학교 1차(5월) 알권리학교 커리큘럼>
일자
5/16
5/23
5/30

교육제목 및 내용

강사

"나에게는 알 권리가 있다."

김유승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모든것!
"자세히 써야 예쁘다. 청구가 그렇다."

(정보공개센터 소장)
정진임

-정보공개청구 설계하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악의적 비공개에 대응하기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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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소

서울NPO지원센터
2층 '주다'

참가
인원

25명

<알권리학교 2차(7월~8월) 알권리 학교_실습편>
일자

교육제목 및 내용

강사

'정보공개청구, 이렇게 해보자!'
7/11

서울NPO지
조민지

'정보공개 꿀 사이트, 나야 나!'

8/1

몰라도 할 수 있는 데이터 시각화!'
- 정보 시각화 교육 및 실습
'알권리는 살 권리다!', '청구 현장을 보여줘!'

인원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

- 비공개 대응방법 및 사전정보 공개 사이트
'비주얼이 폭발한다! 시각화 프로그램을 잘
7/25

참가

김조은

'나와 너의 청구계획 공유'
- 정보공개청구 교육 및 실습
'비공개, 낙담은 NO NO!'

7/18

교육장소

배여운

원센터
2층

19명

'받다'

(203 인포그래픽 랩)

- 알권리의 중요성과 청구결과 공유

벨라
(정보공개센터)

<알권리학교 3차(12월) 알권리학교_지역사회편>
일자

교육제목 및 내용
우리동네 OOO, 저만 불편한가요?

12/16

- 지역사회와 시민, 관계의 재구성
- ‘나’와 ‘우리’의 참여로 변화되는 지역사회
우리동네, 예산 털어보기

12/16

- 지방정부 예산감시 방법
- 지방정부 예산감시 따라가기 (옥천군을 중심으로)
우리동네, 정보공개로 보기

12/16

- 지역사회에 궁금한점. 정보공개청구하기
- 지역사회 정보공개청구 사례에서 아이디어 얻기

강사

교육장소

참가
인원

하승우
(녹색당)
하승우

정보공개

(녹색당)

센터

16명

조민지
(정보공개센터)

② ‘어렵지 않으려고 애 쓴 정보공개청구 가이드북’ 제작
- 정보공개청구를 처음 접하고 시도해보려고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운동과 알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안내서를 제작 및 배포함
- 가이드북 제작 과정에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전원이 참여하여 모든 활동가들이 내용을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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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심화하는 과정을 거치며 자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기도 함.
- 가이드북은 알권리학교에 참여한 시민과 정보공개청구 문의가 많은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배포했으며 온라인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게시함.
<어렵지 않으려고 애 쓴 정보공개청구 가이드북 구성>
여는 이야기 : 알권리는 살권리다
1. 실전 정보공개청구
누구든 어디에든 정보공개청구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하기
나의 정보공개청구, 어떻게 결정될까?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정보공개청구의 종착역, 결정통지
처리기간 : 결정통지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
수수료 : 정보를 받을 때 드는 비용
공개를 못받았을 때
QnA로 알아보는 청구 꿀팁

2. 비공개 대응하기
비공개정보 전격 분석
1호 디른 법령상의 비밀 ․ 비공개 정보
2호 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 관련 정보
3호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4호 진행중인 재판 ․ 수사와 관련된 정보
5호 감사 ․ 감독 ․ 계약 ․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6호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7호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8호 부동산 투기 ․ 매점 ․ 매석 등 관련 정보
정보부존재
부분/비공개 ․ 정보부존재에 대한 불복절차

3. 정보공개청구 설계 사례
업무추진비 청구는 이렇게
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 운영현황을 알려면?
용역발주소, 용역계약서, 용역결과를 보고 싶어요
정당과 국회의원이 쓰는 돈을 확인하려면?
정보탐색의 시작 ‘목록’

4. 정보공개청구에 도움이 되는 공공기관 사이트

26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알권리 네트워크 구축
① 한 · 일 정보공개 제도비교 국제컨퍼런스
- 한 · 일 양국의 정보공개제도 시행 20년을 맞이하여 시민사회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
당자들의 경험을 교환하고 현 시점의 정보공개정책을 함께 검토해 시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제도와 행정을 만드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정보공개제도비교 컨
퍼런스 기획함.
- 컨퍼런스를 위해 일본의 정보공개운동 단체인 ‘정보공개 클리어링 하우스’와 사전에 1회
대면회의 수차례 온라인 회의 진행함.
- 본 컨퍼런스를 통해 정보공개법 뿐만 아니라 기록물관리법, 화학물질 정보공개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에 대한 양국 이슈를 함께 논의했으며 각국의 행정기관(한국은 서울시가 참
여)이 참여해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 진행 할 수 있었음.
<한 · 일 정보공개 제도비교 국제컨퍼런스 내용>
- 제목 : 일한 정보공개 회의－시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하여
- 개최 일시 : 2017년 11월 25일(토) 10시~18시
- 장소 : 일본 도쿄도 소재 센슈대학 간다 캠퍼스 (日本東京都所在 専修大学神田校舎)
- 개최 및 주관 : 클리어링하우스와 정보공개센터 공동 개최, 클리어링하우스 주관
- 세부 프로그램
제1부 일한 양국의 정보공개 제도의 현재와 미래
의장：이소노 야요이(礒野弥生) 동경경제대학명예교수, 정보공개클리어링하우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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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1 정보공개제도의 일한 비교
10：00-10：30
10：30-11：00

일본의 정보공개제도의 제정경위와 구조
＜발표＞마키타 이치로(牧田潤一朗) 변호사, 정보공개클리어링하우스 이사
한국의 정보공개제도의 제정경위와 구조

<발표> 정진임
보고2 시민사회와 정보공개제도－어떻게 활용되고 과제는 무엇인가
일본에서의 정보공개제도 이용과 과제
11：00-11：30
＜발표＞미키 유키코(三木由希子) 정보공개클리어링하우스 이사장
한국에서의 정보공개제도 이용과 과제
11：30-12：00
<발표> 조민지
보고3 공적기관에서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13：00-13：30
일본 도쿄 마치다 시(町田市)
13：30-14：00
한국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정보소통혁신팀
보고4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공개 현황과 과제 일한비교
일본의 화학물질 정보공개의 현황과 과제
14：15-14：45
＜발표＞나카시타 유코(中下裕子) 변호사, 다이옥신 · 환경 호르몬대책국민회의 부이사장
한국의화학물질 정보공개의 현황과 과제
14：45-15：15
<발표> 김조은

제2부 일한 양국의 공문서관리 제도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가
의장：미야케 히로시(三宅弘) 변호사, 공문서관리위원회 회장대리（조정중）
보고5 공문서관리제도의 현황과 과제
16：00-16：45
16：45-17：30

일본의 공문서관리제도와 과제
＜발표＞하야카와 가즈히로(早川和宏) 도요대학 교수, 변호사
한국의 공공기록관리제도와 과제
<발표> 김유승

② <팟캐스트_예정만세>
- 행의정감시운동의 두 축인 ‘예산’과 ‘정보공개’를 함께 다루는 팟캐스트로 정보비공개와 예
산낭비가 두드러진 정부사업, 정부의 기록관리 행태 및 비공개 사례를 시민들에 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팟캐스트를 진행함. 정보공개센터와 좋은예산센터가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한 해 동안 총 12회 방송함.
- 프로그램이 안착하지 못하고 운영상의 기획이 부족해 당초 계획한 것에 훨씬 못미치게 사
업을 추진한 데 비판적 평가 있음.
- 정보공개센터가 이슈화시키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는 차원으로는 효과적이었음.
- 청취율은 한회당 100다운로드이며 특히 정보공개센터의 이슈에 대한 반응 좋았으나 전반
적인 호응은 기대에 못미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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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팟캐스트 예X정만세 진행내용>
- 28화 : 대통령기록물을 구하라!!
- 29화 : 한숨 나오는 자치단체 안전행정
- 30화 : 투명 사회를 위한 후보자 공약 뜯어보기
- 31화 : 문재인 정부의 추경예산 돋보기!!
- 32화 : 또 다시 한강개발, 이대로 괜찮은걸까?
- 33화 : 서울 지하도시, 어떤 문제가 있는가!?
- 34화 : 거대한 지하도시, 서울시민의 안전은?
- 35화 : 정권은 바뀌어도 조직은 변하지 않는다.
- 36화 : 한강개발의 역사, 또 다른 4대강
- 37화 : 청와대 캐비넷 문건, 기록을 공개하라!!
- 38화 : 국회개혁, 투명한 정보공개부터!!
- 39화 : 베끼기 국회, 표절자료집 홍수!!

③ 유해화학물질 알권리 공부모임
- 2016년 하승우 회원의 제안으로 구성되었던 유해화학물질 알권리 공부모임을 2017년 4월
부터 다시 진행함.
- 연구자, 정책가, 정보공개활동가, 기업감시활동가, 기자 등 다양한 영역의 구성원과 함께
화학물질과 위험정보의 공개, 알권리의 근본적인 개념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공개의 형식에 대해 고민을 나눌 수 있었음.
- 참여자들과 함께 미국 화학물질관리 제도 및 알권리 관련 서적 A citizen’s Right To
Know (시민의 알권리)을 번역 및 강독했고, 화학물질 관리법과 관련 조례를 강독함.
- 화학물질관리법 내 시민 알권리 관련 조항 점검 및 정보공개청구해 그 결과를 정보공개센
터 홈페이지에 사고대비물질 온라인 지도로 게시함.
- 해당 사업은 참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서울시 동아리모임 지원을 받아 진행해 강의기획
등 요구가 있었던 사업들을 진행 할 수 있었음. 다만, 해당 모임을 통해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매개를 만들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음. 사업 중 하나로 알권리공부모임을 통
해 화학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자 했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함.
- 추후 정보공개센터가 가져가야 할 이슈는 모니터링작업보단 주민알권리, 거버넌스플랫폼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가야할 것으로 보여짐
- 알권리 공부모임에서 노동환경연구소 김신범 정책실장을 초청해 오픈세미나 <우리동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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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화학물질, 왜 나 너 모르냐> 개최해 지역사회 화학물질 알권리 보장의 좋은 사례라
평가받는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실행 사례 공유함.

<화학물질 알권리 공부모임 오픈세미나 진행 내용>
- 일시 및 장소 : 2017년 9월 22일 금요일 늦은 7시 서울npo지원센터 받다
- 강의 :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④ 세월호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
- 세월호 참사의 기록에 시민과 연구자가 자유롭게 접근하고, 기록과 기억의 공유로 한국
사회의 변화 방향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아카이브 플랫폼을 기획함.
- 온라인민주주의 플랫폼 빠띠, 한겨레 21, 우주당, 조영신변호사, 정보공개센터가 함께 온
라인아카이브 구축함.
- 정보공개센터가 세월호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업이고, 온라인 아카
이브 구축 측면에서 정보공개센터의 다른 아카이빙 작업에 도움이 되었음.
- 온라인 아카이브 <세월호 아카이브> http://sewolarchive.org/를 구축했으며 ▲세월호
당일 음성기록(세월호 신고전화, 해경-청와대 핫라인, TRS 경비전화, 해양경찰청 경비전
화), ▲정부 상황보고서 (목포해양경찰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전남(해양지방경찰)청, 중
앙사고수습본부, 해 양 경 찰 청 본 청 , 보건복지부 일일상황보고, 국방부 재난대책본부), ▲
세월호 항적자료(ais 항적 자료, 레이더 항적자료), ▲진상규명 활동 기록(특조위 생산기
록 목록, 특조위 중간보고서), ▲정부의 사건 은폐 및 방해 관련 기록(김영한 문건 및 해
제자료, 해경대응문건 :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이 정리되어 있음.

⑤ 서울, 한국정부 열린정부 파트너쉽
- 열린정부파트너쉽(OGP)은 미국 정부 주도로 정보공개와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한 정부 투
명성, 부패방지, 시민참여 등을 제고하려는 목적의 느슨한 형태의 국제협약임. 한국의 경
우는 OGP 시민사회 협의체를 2016년 3월에 결성했고, 이 협의체에 정보공개센터가 결합
하여 활동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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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한국정부와 서울시가 OGP에 가입했으며, 정보공개센터는 두 OGP협의체에 모두
시민단체 파트너로 참여함.
- 정보공개센터는 한국정부의 OGP 국가실행계획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2018년부터
추진될 3차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특별시에는 정보공개 강
화 측면에서 회의공개강화를 제안함. 서울시에 제안한 부분은 조례 수립이 되지는 못했지
만 공무원 정보공개매뉴얼에 회의록 공개 부분을 추가하고, 정보소통광장 메뉴를 개편해
회의록 공개가 더 시민친화적으로 관리되도록 제안함.
- OGP 참여는 알권리 의제에 대한 행정의 변화와 노력을 요구하는 창구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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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해제 기록 공유
① 1997 외환위기 관련 기록 정보공개청구
- 국제기구의 기록은 20년을 주기로 비밀해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2016년 말부터 정보공개
센터에서는 97년 IMF 구제금융 관련 기록 비밀 해체 요청 작업을 준비하여 자료를 수집
하는 사업을 진행함.
- 국가기록원, 해외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및 DB작업 연속 필요함.
- 2018년 상반기에는 해당 사업을 진행한다는것을 대외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
보공개센터 내부의 전반적인 공유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외환위기 관련 정보공개청구 기획 경과>
- 2016년 11월 ~ 3월 한겨레 21 정환봉 기자, 경상대 김공회 교수와 정보공개청구 기획
- 2017년 4월 ~ 7월 IMF 비밀해제 요청을 위한 연구계획서 작성 및 청구 진행함.
- 2017년 4월 ~ 5월 국가기록원 IMF관련 공개문서수집(협상관련문서, 국민합의문 및 설문조사등 참
고자료 확보)
- 2017년 12월 국가기록원 공개문서 건별 목록화 작업완료: 총 286건
- 2017년 12월 국가기록원자료 PDF화 완료 (노동자역사 아카이브 한내 도움)
-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97외환위기 아카이브 구축사업 지원 선정됨

32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 조직 역량 강화
① 정보공개센터 회원 사업
- 회원과 함께하는 기획사업으로 <방바닥 모임>과 <방바닥 강좌>를 진행함.
- 2016에는 방바닥모임이

<방바닥 영화제>라는 한정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던 것에 비

해 2017년은 영화제 이외 프로그램을 기획함. 4.16추모 리본을 만드는 <방바닥공방>, 언
론파업 집회에 참여한 <길바닥 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좀 더 다양한 회
원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3월 방바닥 영화제에서는 신입회원들이 다수 참여하여 센터활동에 대해 소통할 수 있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지만 이후 방바닥 공방과 영화제, 길바닥 모임의 경우 홍보가 충분
히 진행되지 않아 회원 참여가 활발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음.
- 회원대상 문화강좌인 <방바닥강좌>의 경우 강일권 힙합음악 평론가와 함께 힙합의 의미와
한국대중음악의 현주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10여명의 회원 및 관심 있는 시민들
이 참여함. 하지만 강좌의 경우 회원들의 참여비중이 낮아 회원들의 요구나 관심을 파악
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었으며, 타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강좌를 준비 해야 하기 때문
에 사무국의 편의에 따라 강좌기획이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 문제가 부각되었음. 이에 따
라 회원강좌는 사무국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추후 회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다시
검토하기로 논의함.

<2017년 회원프로그램 및 회원참여사업 진행 내용>
2월

[정기총회] 날아라 정공센

3월

[방바닥영화제] 세상의 중심에서 지금을 외친 그녀들! <서프러제트>

4월

[방바닥공방] 뜬다, 세월호

6월

[방바닥영화제] 춤추고, 노래하고, 연대하라 <런던프라이드>

7월

[방바닥강좌] &This is hip-hop!!& with 강일권

9월

[길바닥모임] MBC, KBS 총파업 응원의 마음을 담아 돌마고 집화 참가

10월

[후원회원의밤] 쇼미더 정보

12월

[신입회원모임 및 송년회] 노는거에는 최선을 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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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션 비전 핵심가치 수립
- 2016년에 정보공개센터 10년차 이후의 정보공개운동을 위한 조직진단 사업을 진행한 바
있음. 이를 바탕으로 조직 미션체계를 수립하는 작업을 진행함.
- 미션체계 수립을 위해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활도하는 ‘알트랩’과 4개월 가량 대
면 및 온라인 논의 진행함. 그 과정에서 정관 및 내규 강독, 창립배경 및 과정 공유 등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에 대한 지향과 현재에 대해 이야기 함.
- 정보공개센터 미션체계(본 자료집 68쪽 참고)는 추후 활동방향 및 단체 설명에 있어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③ 노동인권원칙 및 윤리와 인권운영원칙 수립
- 건강한 조직운영, 구성원의 건강한 노동과 삶,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 형성을 위해
정보공개센터가 함께 공유하고 적용하는 윤리 및 인권에 대한 규정과 정보공개센터 상근활
동가와 자원활동가, 인턴 등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노동인권 및 윤리규정 제정 작업을 함.
-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활도하는 ‘알트랩’과 협력해 (가)노동인권원칙을 완성했으
며, (가)윤리,인권 원칙은 현재 논의 중에 있음.

<(가)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노동에 대한 원칙>

정보공개센터의 모든 구성원은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가로서, 단체의 사명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로서, 평등
하고 보편적인 권리를 가진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노동하는 활동가의 인권을 위해
노동인권 관련 국내 법규와 ILO 협약을 비롯한 국제 규범의 취지를 적극 실천하며, 모든 활동가가 노동인권감수
성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며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추구합니다.

* 활동가에 대한 정의
어떤 형태로든 정보공개센터로부터 근로계약에 따라 보상을 받으며 일하는 활동가를 의미하며, 일부 내용은 자원에 의해
활동하는 자원활동가와 정보공개센터에 입사를 지원한 잠재활동가 및 퇴사자를 포함합니다.

원칙
[근로계약] 정보공개센터와 활동가는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 의사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맺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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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정보공개센터는 활동가의 노동과 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공정한 보상] 정보공개센터는 모든 활동가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보장하며 고용형태와 업무에 따른 공정
한 보상체계를 유지합니다.
[노동기본권] 정보공개센터 모든 활동가는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기본권
을 보장 받습니다.
[다양성 존중] 정보공개센터는 어떤 이유로도 활동가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으며 각자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업
무환경을 조성합니다.
[프라이버시] 정보공개센터는 활동가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해야 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 정보공개센터는 활동가가 각자의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존중하며, 일과 삶의 조화를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경력 개발] 정보공개센터는 활동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노동 환경] 정보공개센터는 신뢰를 기반으로 활동가가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지향합니다.
[미성년자 보호] 정보공개센터는 미성년자의 노동에 대해서는 법적인 요건과 취지에 따라 특별한 주의를 기울입
니다.
[자원활동가 존중] 정보공개센터는 모든 형태의 자원활동에 대해 자원활동가의 역할을 명확히하고 그에 따른 권
리를 보장합니다.
실행을 위한 시스템
정보공개센터는 본 윤리와 인권 원칙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시스템적인 요소들을 실행합니다.
[적용 및 대상 범위] 이 원칙은 계약 및 자원에 의해 정보공개센터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맡아 수행하는 모든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며, 상시 또는 비상시적으로 정보공개센터의 업무가 이뤄지는 모든 활동 영역에 적용됩니다.
[실행 및 모니터링] 정보공개센터는 이 원칙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이행여부를 점검합니다.
[문제 해결] 활동가가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문제해결 기구를 두어 문제제기가 있을 때에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협의합니다. .
[교육 및 소통] 본 원칙에 대한 이해와 실행을 위해 원칙의 내용을 모든 활동가에게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지속
적으로 소통합니다.
[검토 및 개정] 모두가 이해하고 함께 실행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들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변경사유 발생
시 개정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제10차 정기총회 <공개의 정석> 35

④ 활동가 심리상담 “마음아 괜찮니”
- 서울특별시NPO지원센터에서 ‘작은실험 지원사업’ 지원을 통해 활동가들의 ‘정신 · 심리’
건강 진단을 체크해보는 계기 마련함.(상담기관으로 ‘트라우마치유센터 사회적협동조합사람
마음’을 선정)
- 지난 10년 동안 정보공개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되는 기본 건강검진 프로그램만
으로 활동가들의 건강을 체크해 왔으나 해당 기본 건강검진을 통해 현 활동가들의 정신 ·
심리건강 검진은 불가능했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정신노동을 하는 활동가들의 정신 ·
심리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돌보는 프로그램이 전무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업을 진행함.
- 활동가들의 정신 · 심리건강의 정도는 모두 달랐지만, 상담기관은 활동가 모두 상담이 필
요한 상태였다는 진단을 내렸고, 그 결과 활동가 별로 주 1회, 총 5회~7회의 개인상담과
총 5회의 집단상담을 진행함.
- 본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심리 상태를 진단하고 심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우
는 시간이 되었으며, 활동가들이 서로의 장·단점을 인식하고 현재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시간이 되었음.
- 단체는 비용이 허락하는 한에서 일정 주기마다 전체 활동가의 ‘번아웃’ 등 심리 문제 현황
을 체크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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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활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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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이슈 확산
① 오늘의 정보공개청구 강화
- “오늘의 정보공개청구”는 최초 정보공개센터의 가장 주요했던 사업으로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청구를 통해 행정·권력감시를 수행하고 공공데이터와 정보를 수집·재가공해 시민들
에게 유용한 정보를 확산함으로 정보공개제도와 보편적 인권인 알권리의 중요성을 인식시
켜왔던 사업이었음.
-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보공개센터가 중견단체에 가까워짐에 따라 제도개선·협치참
여·시민사회 네트워크 등 역할 확장에 대한 사회 각 영역의 요구가 이어졌으며 이러한
변화들로 “오늘의 정보공개청구”가 이전처럼 활성화 되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었
음.
- 그럼에도 “오늘의 정보공개청구”는 여전히 정보공개센터의 주요한 정체성을 이루는 사업
이며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방문자가 가장 처음에 조우하는 컨텐츠로써 주기적으로 새
로운 컨텐츠들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방문자들에게 정보공개센터가 언제나 생동감 있
게 활동하고 살아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2018년부터는 상근활동가 1인이 “오늘의 정보공개청구”를 집중 관리함으로 매주 1
건 이상의 정보공개컨텐츠를 게시하기로 함.

② 2018 알권리 감시단
- 서울시 기초의회를 감시하는 2018 알권리 감시단을 구성 2월부터 4월까지 민선 6기
(2014~2018) 서울특별시의회 및 서울시 산하 25개 구의회를 대상으로 의정활동 모니터
링 계획함.
-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및 자원활동가 1인이 사업을 주도하고 알권리감시단 단원(정보공개
센터 회원 모집) 5명이 협업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함.
- 기초의원은 기방자치단체장보다 시민의 감시와 견제에서 자유로웠음. 본 사업은 지방의회
의원을 중심으로 의정활동 및 의정활동비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가올 민선7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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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 시민들이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그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특히 타 지역의 경우 지역기반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오히려 서울지역의 경우 기초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전담하는 시민단
체가 존재하지 않는 실정임. 따라서 정보공개센터 회원으로 구성된 알권리감시단을 조직
하여 서울시의회 및 기초의회에 대한 의정활동 감시하는 활동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
음.

③ 6.13 지방선거 관련 정보공개 활동
- 2018년 6월 13일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됨. 박근혜 정부의 충격적인 몰락
이후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대부분 지역에서 보수정치세력들이 급속도로 쇠락하는 시점
에서 이루어지는 첫 선거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심과 의미가 지난 지방선거들보다 크다
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정보공개센터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된 사업으로 대비해 주요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며 지역의 정보공개제도들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로 발전할 수 있
도록

사전공표항목 확대, 직권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정보공개제도운영 평가방안 등 지방

정부단위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정보공개법 기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함.
- 아울러 지방선거 이후에도 기초의회를 감시할 수 있는 메뉴얼을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배
포할 예정. 이를 통해 지방의원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상기하고자
함.

④ 미세먼지와 환경관련 정보공개
- 환경문제들은 오늘 날 모든 공동체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숙제로 자리 잡고 있음.
특히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문제는 최근 몇 년간 한국사회에서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과 생
명을 위협하는 일상화된 재앙으로 자리 잡았음. 이에 정부 및 정치권, 시민사회도 이 문
제를 인식하고 각자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음.
- 정보공개센터는 2018년 한 해 동안 정부 및 지자체가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관련 데이터
를 어떤 방식으로 측정·수집하며 이를 바탕으로 생산하는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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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분석하고자함.
- 또한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 정치권과 협력해 미세먼지·초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해
결책을 생산하는데 일조하고 이를 시민들과 공유함.
- 더불어 화학약품사용과 지하수 및 수돗물에서 발견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정부의
관리와 대처 현황과 관련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청구하고 공개되는 정보를 공유하고 비
공개 행태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정부의 환경문제와 알권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움.

⑤ 국회감시 어벤져스
- 행정부보다 감시와 견제에서 자유로워 정보사각지대가 된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정보
공개청구를 통해 투명성을 요구함.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록관리 실태, 의정활동 예산 집행 관련 정보공개, 정당국고보조금
열람 등 국회의원들의 활동내용을 분석하고자함.
- 뉴스타파,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 와 함께 협력사업으로 진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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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침해 대응
① 정보비공개 불복신청(행정심판, 행정소송)
- 공공기관의 자의적, 악의적 정보비공개에 대해 사안을 검토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불
복절차 진행할 예정임.
- 영업비밀, 업무지장 사유로 인한 비공개 등 공익을 위해 공개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의미
있는 판례를 만들 수 있는 불복신청 주요하게 검토.

② 행정의 알권리 침해 상황에 대한 고발, 헌법소원, 공익감사청구
- 공공기록물 무단폐기 및 유출, 은닉 등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시의적절한
법률적 대응 예정.
- 행정기관의 악의적 정보공개업무 파행 등에 대해 인권침해 진정, 공익감사청구 등 진행
예정.
- 기존에 신청한 헌법소원, 고발 건에 대한 상황 모니터링 및 대응.

③ 시민의 알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창구 상설화
- 납득하기 어려운 정보비공개 및 정보공개처리에 대해 안정적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홈페
이지 내 상담창구 신설 및 상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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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정책 연구
① 알권리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사업 (회의공개법, 정보공개법)
- 정보공개법은 현재 3개의 주요한 개정안이 나와 있는 상태임(정보공개센터, 알권리연구
소, 행정안전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상임위 병합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으로 진행될 가
능성이 높음.
- 회의공개법의 경우 지난해 법무법인 동천의 지원을 받아 미국회의공개제도 실태연구를 진
행했으며 현재 입법 준비 중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정보공개센터는 위 법률안들의 제·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의원실과 긴밀히 협력하며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법 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의 연구
를 지속하기로 함.

② 국회의원 기록관리 제도 연구
- 정보공개센터의 네트워크사업인 ‘국회감시어벤저스’를 통해 국회의원 의정활동 및 예산집
행 등 기록관리 전반의 미비점을 발견함.
- 특히 2017년 국회감시어벤저스에서 분석한 국회의원 입법정책개발비 분석에서는 정책연
구용역보고서 표절, 예산집행내역 비공개 등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불투명성이 공론화 됨.
- 이에 입법정책개발비 사용에 관한 규정 및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관한 기록관리법(규정)을
중심으로 의원실과 연계 하여 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③ 알권리 이슈 오픈세미나
- 오픈세미나는 정보공개 관련 이슈와 국내외 트렌드를 소개하는 문턱 낮은 연구강좌를 목
표로 작년에 처음 도입한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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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현재 정보공개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사업인 정보공개법, 회의공개법, 국회의
원 기록관리 제도를 주제로 최소 2회 이상 진행하기로 함.
- 오픈세미나는 페이스북라이브, 유튜브동영상 등으로 편집·생산해 이후에 시민들이 자유롭
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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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역량 강화
① 알권리학교
- 정보공개센터의 교육 사업은 매년 시민들의 꾸준한 참여가 이뤄지고 있으며 교육 받은
시민들 중 일부는 후원 회원 또는 지속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 2017년에 이어
시민대상의 알권리 및 정보공개교육은 ‘알권리학교’ 이름으로 진행하고자함(기존 공터학
교).
- 2018년의 주요 교육 프로그램은 2017년 개발한 교육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이후 풀뿌리 감시활동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예정.
- 다만 올해는 타 사업과 10주년 관련 행사, 오픈세미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자체 교육사
업을 축소하여 1회(하반기 11월)만 진행할 예정이며, 대신 외부기관과 연계한 교육 요청이
있을 경우 알권리 학교 교육내용을 기반으로 적극 참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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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네트워크 구축
① 팟캐스트 예X정만세
- 기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공개 및 예산 측면에서의 쟁점을 집중하는 코너를 유지하
되, 시민이 직접 정보공개 및 예산분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방법론 소개 코너를 추가하고
자 함.
- 이는 팟캐스트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접근이 가능한 특성을 살려, 각 지역(마을)에서 활동
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실무적인 방법을 공유하는 매체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의도임.
- 특히 각 지역(마을)의 문제의식을 정보공개와 예산분석 방식으로 찾아가는 사례를 소개함
으로써 지역(마을)시민 스스로 지역의제를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② 열린정부 파트너쉽 (OGP)
- 과거 박근혜 정부는 OGP를 미국의 권유, 정부3.0 + 전자정부 홍보라는 측면에서 참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본질 없이 원문공개에 매몰된 정부3.0 정책들과 ‘협치’라는 OGP의 가치
에 대한 몰이해로 박근혜 정부의 OGP는 국내외적으로 최악의 평가를 받았음.
- 정권교체 이후 문재인 정부는 의욕적으로 OGP에 참여하고 있고, 단순히 참여하는 수준
을 넘어 OGP 참여국가들 내에서 일정 이상의 지위를 획득하고자 하는 야망이 포착되고
있음.
-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갑작스럽게 임기를 시작하다보니 정보공개, 오픈데이타, 전자정부
와 관련된 정책이 흐릿한 방향성만 있고 이렇다 할 구호도,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상태임
- 따라서 올해 OGP에는 적극적으로 시민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부처의 칸막
이와 소극적인 자세는 성공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정보공개센터는 OGP를 통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및 인사들과 정부에 정보
공개에 대한 합리적 행정·서비스 개선을 적극적으로 제안함으로 OGP를 정보공개법 개정
과 맞물려 제도개선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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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 · 일 정보공개 컨퍼런스
- 정보공개센터의 전략 및 중점 영역 중,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일환이자 2017년부터 시작
된 최초 국제연대 사업임.
- 정보공개법 제정 20주년을 맞이해 1980년부터 일본에서 정보공개 운동을 해온 ‘정보공개
클리어링하우스’와 함께 한국에서 정보공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자 함.

④ 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정보공개센터가 지역의 알권리 확산 및 활동공유를 위해 함께하
는 연대조직임.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서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관행적인 무기명 투표
제도 개선작업, 지방공기업 임원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관련 정보공개청구 작업 및 분석작업을 진행하여 연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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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해제 기록 공유
①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 정보공개센터는 2017년 한 해 동안 국제통화기금(IMF)이 보유하고 있는 1997년 한국 외
환위기 관련 자료를 IMF에 공개 요청 하고, IMF 웹사이트에 이미 공개되어있는 자료와
국가기록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목록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IMF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2018년 2월부터 한국과 IMF측 협상 관련 자료들이 순차적으
로 배부될 예정이며, 2018년 안으로 상당량의 자료들이 공개될 예정임.
- 일부 학자와 시민들은 외환위기 이후 현대사를 97년 체제라고 일컬을 만큼 IMF구제금융
은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기에, 이러한 자료를 누구나 쉽게 취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1)건별로 전자파일을 만들어 목록화하고

2)시기별, 주제별, 키워드 별로 검색

이 가능한 DB를 구축하는 한편 3)이를 웹 아카이브 형태로 외화 하는 사업을 진행.
-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에 당선되어 아카이브 작업의 예산을 확보하였으
며, 이후 주제별 해설작업등을 다년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임.

② 2018 비밀기록 해제목록 업데이트
- 정보공개센터는 IMF 비밀해제 기록 공유를 시작으로 역사적기록에 대한 시민 및 언론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임.
- 한국사에서 주요한 영향을 미쳤던 외교, 협상 문서 / 역대 대통령 관련문서 / 한국 관련
해외기구 문서 등에 대해 기록물 법제 및 해제기간을 목록화 하고 시기에 맞춰 공개 요청
을 진행하고자 함.
- 2018년에는 IMF에서 보유하고 있던 문서와 함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

록 목록을 정리하고 주요 문서를 수집하여 웹 아카이브에 공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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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역량 강화 10주년 기획 사업
① 회원사업
- 후원회원과 함께하는 회원사업은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진행함.
- 당시 사회적 이슈에 맞춰 다양하게 진행했던 예년 방바닥모임에 이어 2018년에도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방바닥모임을 진행할 예정.
-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에 대해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회원으로서의 보람과 회원네트워
크를 긴밀하게 하기 위한 신입회원모임을 상반기 1회 진행하고, 기존 회원과 신입회원이
함께 모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송년회를 하반기 1회 진행할 계획임.
-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던 회원강좌는 정보공개센터 회원의 필요와 상관없이 진행되어 회원
사업의 의미가 퇴색된 면이 있다는 내부 평가로 인해 진행하지 않기로 함.

② 영역별 지침수립 및 노동 및 윤리위원회 구성
- 노동인권원칙, 윤리인원원칙, 개인정보지침, 회계지침, 정보공유 및 회원정보관리 지침 등
조직운영의 규정과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확정된 지침을 공개해 조직역량을 강화함.
- 보다 나은 노동환경조성과 조직 내 갈등 및 분쟁 발생 시 위기관리와 조정을 위한 “노동
및 윤리위원회” 구성.

③ 10주년 기획사업
- 어느덧 올해로 정보공개센터가 창립 10주년을 맞게 되었음. 따라서 2018년은 지난 10주
년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또 다른 10주년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전환적 시기임.
- 10주년 기획위원회 구성하여 정보공개센터의 장기적 활동전망을 세우고, 회원 ․ 시민과
함께하는 10주년 기념 사업 기획.
- 제2의 창립, 정보공개센터 안정을 위한 1억원 모금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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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감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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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감사 보고
￭ 감사대상 기간 : 2017.01.01. ~ 2017.12.31.
￭ 작성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사업감사 정환봉
① 주요 사업
- 정보공개센터는 2017년 교육 및 연구, 네트워크 구축, 조직 역량 강화 등을 중심에 두고
활동했음.
- 기존 공터학교를 알권리학교로 전환해 총 3회 진행. 각 20여명, 총 60명이 참석함.
- 참여자 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정보공개교육 커리큘럼 개발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보임. 커리큘럼이 일단 마련되면 직접 교육 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면대 면 교육을 넘어서 정보공개센터를 알리고, 정보공개 노하우를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방식으로 올해 사업을 발전 시킬 필요가 있어 보임.
- 2016년 정보공개 관련법에 대한 연구 등을 이어가면서 정부에 정보공개개정안 의견을 제
출하고 정보공개센터 개정안을 진선미 의원실에 제안했음. 다만 2017년 의원실 담당자
변경 등으로 개정안 진행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음. 올해는 조승래 의원실과
함께 회의공개법 발의를 준비 중에 있음. 정보공개 제도개선은 중요한 일이지만 입법 과
정 자체가 길고 복잡한만큼 정보공개센터의 역량 투입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
한 내부적 조율과 의원실이나 다른 전문가 그룹 등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의 사업 진행
이 필요해 보임.
- 알권리 이슈 확신 관련해서는 헌법소원, 고발(세월호 관련 문서 조작 직권남용 및 허위공
문서 작성의 고발 / 박근혜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고발) 등을 진행. 하지만 법률 대응
역시 많은 역량 투여가 필요. 앞서 언급한 입법, 법률 대응 등 전문과 그룹, 연대 단체
와 공조가 필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모아서 어떤 방식으로 실제 사
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일종의 매뉴얼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올 한해 사업을 진행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공개 소송 승소
· 통신자료 자료제공요청서 공개 일부승소
· 통신자료 자료제공요청서 : 법무법인 두루와의 파트너쉽은 긍정적으로 판단됨 /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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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법 4조 3항에 대한 판례를 남긴 것이 긍정적
· 정보공개센터가 진행하고자 했던 기업의 영업비밀 등에 대한 소송은 진행되지 못했음
/영업비밀과 관련된 집중 정보공개청구작업 미흡
- 오늘의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게시글이 매년 줄어드는 추세. 역량 투입이 많다면 간단한
설명과 원 자료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방법을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주요 사업 중 국회감시와 관련해서는 <뉴스타파>와 협업해 의원들의 정책개발비 낭비 행
태를 밝혀 냄. 의미 있는 작업이었으나 정보공개센터의 역할이 부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 세월호 온라인 아카이브 작업에 참여해 빠띠, <한겨레21>과 함께 참사 당시 해경 교신 기
록, 119 등 신고 전화 내역, 각종 상황 보고서 공개 작업을 진행하였음. 세월호 기록을
아카이빙하는 데에 기여하였음.
- 유해화학물질 알권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서울 가로수 발암 가능 물질 농약 살포 실태 등
을 공개해 많은 주목을 받았음.
- 현재 1997 외환위기 관련 문서 아카이브 사업을 추진 중임. 역량 투입을 많이한 만큼
2018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방식으로 외화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으로 보임.
② 네트워크 구축 및 회원 사업
- 한일 정보공개 제도비교 국제컨퍼런스를 진행하였음.

국제적인 연대의 계기를 마련된 만

큼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과 정보공개청구 내용(ex: 일본군 ‘위안부’ 문
제, 한-미-일 군사협정 관련 내용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연대 활동들이 더 활발하게 진
행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팟캐스트 ‘예정만세’를 진행하였으나 한 회당 다운로드 수가 100여회에 그쳤음. 전반적인
호응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 팟캐스트는 꾸준한 진행 이후에 호응이 드러나는 매체이
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음. 다만 역량 투여를 어느 정도 할 것
인지, 어떤 목적으로 팟캐스트를 진행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유해화학물질 알권리 공부모임을 진행하면서 정보공개센터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음. 하지만 해당 모임이 사업적으로 발전한 부분이 부족했음.
-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민관협치 테이블인 OGP(오픈 가버먼트 파트너십)를 실질적으로
구성.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민간이 형식적으로만 참여하는 방식이었으나 새 정부 들어
실질적인 파트너십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 오픈넷, 알권리연구소 등이 단체와 전문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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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고 있으며 이 테이블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부의 정보공개 정책에 영향을 주는 방
식으로 구성되어 이후 정보공개센터가 정부 정책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회원사업과 관련해 방바닥 모임을 8회 진행. 세월호 추모 리본 만들기, 언론사 파업 연대
등을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회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하지만 여전히 참여율
이 높지 않은 상황. 회원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형태의 회원 모임을 고민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령

회원 중 특정 직업군들을 함께 모으는 계기를 마련한다거나,

관심이 있을만한 주제를 중심으로 모임을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임.
- 상근활동가, 자원활동가, 인턴 등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노동인권원칙 및 윤리와 인권운
영원칙’ 수립은 의미 있는 활동으로 보임. 특히 상근 활동가가 5명으로 늘어난 만큼 원
칙 수립 뿐 아니라 사무국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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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감사 보고
￭ 감사대상 기간 : 2017.01.01. ~ 2017.12.31.
￭ 작성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회계감사 대리 최승우
(이재호 회계감사의 개인사정에 의한 사임으로 인해 2017.09.27. 11차 운영위원회에서 최승우 회계감사 대리 선임함)

2018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회계 감사 의견서 작성에 앞서 최승우 활동가는 공인
된 회계 관련 자격증이 없음을 밝힙니다. 공인된 회계 관련 자격증이 없음에도 2017년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회계 감사 의견서를 작성함은 두 가지 이유에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목적하고 있는 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전문가의 식견이 아니라, 일반적인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회계 관련 정보를 생산
하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는 생산된 회계 관련 정보를 회원 및 시민과 공유하고 이해
관계자로서 의사결정의 판단의 근거로 참고하고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숫자로 수치화하는 것은 그 성과를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화된 숫자를 함께
공유하는 이유는 어떤 결정에 참여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17년 투명사회를 위
한 정보공개센터의 회계 감사는 회원 및 시민들이 이해관계자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센터의 의사소통과 결정에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지를 중심으로 회계 관
련 자료가 생성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자 합니다.
회계 감사 작성에 있어서 “- : 객관적인 사실, ※ : 주관적인 생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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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연간 운영수입
항목
회비
후원금

2015년

2016년

129,600,000
38,400,000

사업비지원

27,000,000

프로젝트지원

18,000,000

기타수입

3,000,000

총합

216,000,000

2017년

120,021,720

123,405,000

(-7.4%)

(2.8%)

21,550,000

24,857,000

(-43.9%)

(15.3%)

25,006,274

28,729,550

(-7.4%)

(14.9%)

-

-

(-100.0%)

(0.0%)

1,463,375

828,509

(-51.2%)

(-43.4%)

168,041,369

177,820,059

(-22.2%)

(5.8%)

- 2015년 운영수입 총합 216,000,000원에서 회비수입 129,600,000원은 총 운영수입 중
60% 수준임.
- 2016년 운영수입 총합 168,041,369원에서 회비수입

120,021,720원은 총 운영수입 중

71.4% 수준임.
- 2017년 운영수입 총합 177,820,059원에서 회비수입 123,405,000원은 총 운영수입 중
69.4% 수준임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최근(2016~2017년) 운영수입 중 회비수입이 차지하는 비
중은 약 70% 수준으로 볼 수 있음.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차기이월 운영차액 누계액 중에서 2014~2017년 적자 총
액 -25,562,445원이고, 4년 평균 적자의 규모가 약 -6,400,000원으로 나타남.
※ 단체의 적자의 원인과 대응 방안은 다양하게 해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만, 투
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 경로는 회비라고 볼 수 있음.
2014~2017년 4년 동안의 적자의 규모를 고려할 때, 2018년 월 회비수입이 대략적으로
50만원 증액되면 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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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차기이월 운영차액 누계액 : 23,113,919원
구 분

내 역

전기이월
운영차액
누계액

금 액

제1기(2008)

26,101,517원

제2기(2009)

709,419원

제3기(2010)

(-)3,097,351원

제4기(2011)

15,867,334원

제5기(2012)

(-)497,110

제6기(2013)

9,622,555원

제7기(2014)

(-)5,812,586

제8기(2015)

(-)8,138,130원

제9기(2016)

(-)8,357,436원

합계액

26,398,212

당기 운영차액

(-) 3,284,293

차기이월 운영차액 누계액

23,113,919 원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17년 운영지출
구분

내역

금액

급여(운영급여, 사업지원급여, 퇴직급여,

121,081,698원

4대보험 포함)

운영지출

합계

복리후생비

16,818,680원

운영비

12,376,374원

임차비 및 관리비

15,363,710원

사업비(내부)

5,594,390원

사업지원

9,869,500원

합계

181,104,352원

- 2017년 연간 운영지출 181,104,352원 중에서 급여는 121,081,698원 66.9%, 복리후생비
는 16,818,680원 9.3%, 운영비는 12,376,374원 6.8%, 임차 및 관리비는 15,363,710원
8.5%, 사업비(내부)는 5,594,390원 3.1%, 사업지원은 5.4%로 나타남.
- 2017년 운영지출 항목 중 급여는 121,081,698원은 2017년 회비수입 123,405,000의 약
98.1%

수준으로

회비수입으로

급여의

지출이

가능한

구조이지만,

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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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8,680원까지 합한 ‘급여+복리후생비’의 규모는 137,900,378원으로 회비수입보다
11.7% 높은 수준임.
- 또한 급여 총합이 121,081,698원이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활동가가 5명이
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일인당 약 평균 1년 24,216,339원이고, 1개월 2,018,028원 수준
임.
- 참고로 2017년 법정최저임금은 6,470원이고, 한 달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은 1,352,230
원이며,

2018년

법정최저임금은

7,530원이고,

한

달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은

1,573,770원임.
- 2017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의 월 급여의 수준은 법정최저임금과 비교
하면 49.2% 높지만, 2018년 기준으로는 28.2%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며, 향후 법정최저
임금이 만원의 수준으로 높아질 것을 고려하면 96.5% 수준으로 나타남.
- 법정최저임금의 향상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월 급여의 격차는 앞으로
빠르게 좁혀질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인 운영지출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2017년 연간 운영지출에서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66.9% 수준).
※ 법정최저임금의 향상과 맞추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월 급여의 수준의
결정은 향후 합의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며, 법정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월 급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임.
□ 당기 말 적립금 누계액 중 당기 말 퇴직적립금 누계액
내역

금액

전기 말 퇴직적립금 누계액

10,001,602원

당기 퇴직적립액

15,214,286원

당기 말 퇴직적립금 누계액

25,215,888원

- 퇴직적립금 당기 말 퇴직적립금 누계액 25,215,888원을 시중 금리(1금융권) 평균 1.6%라
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이자수입은 약 403,454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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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2017년 운영지출 중 전기요금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그 동안 활

2016년 12월

170,010

2017년 1월

210,690

동가의 일과 삶의 질을 조화롭게 만들고자

2017년 2월

230,410

노력하였고, 이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

2017년 3월

140,560

안에 대해서는 금요일 휴무를 통한 투입을

2017년 4월

113,330

통제하는 방식으로 다루어졌음.

2017년 5월

80,130

2017년 6월

85,640

2017년 7월

126,950

2017년 8월

126,780

지속가능성이라는 목적 달성에 큰 기여를

2017년 9월

89,050

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 관련 자료에서도

2017년 10월

72,140

이런 성과를 다루는 것이 필요함.

2017년 11월

118,020

- 2017년부터 한해 운영지출 중 전기요금의

총계

1,563,710

금액을 통해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

- 활동가의 일과 삶의 질을 조화시키는 것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장기적인

터 활동가들의 노동시간의 양에 대한 우회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향후 회원 및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가설, 노동시간이 길면 전기요금
이 많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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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결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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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7년 월별 수입

운영통장수입

CMS후원

자동이체

후원금

사업지원
(4.9재단)

잡수입

1월

11,122,140

10,215,000

60,000

50,000

2월

9,900,000

9,740,000

60,000

100,000

3월

10,400,190

10,335,000

60,000

4월

13,110,000

10,050,000

60,000

5월

10,420,000

10,250,000

70,000

6월

10,049,362

9,985,000

60,000

4,362

7월

10,385,642

10,335,000

50,000

642

8월

9,715,000

9,665,000

50,000

9월

10,453,314

10,270,000

60,000

120,000

10월

31,102,000

10,135,000

80,000

20,887,000

11월

14,310,000

11,330,000

70,000

2,910,000

12월

11,122,861

10,355,000

60,000

690,000

152,090,509

122,665,000

740,000

24,857,000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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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140

사업통장1
(바보의나눔)

사업통장2

보조금통장

(기자재지원/동천)

(npo지원센터)

5,000,000

5,190
3,000,000

5,000,000

2,549,400

100,000

2,700,000

3,314

150

4,980,000

3,000,000
17,861
3,000,000

828,509

2,500,000
13,000,000

7,749,550

4,980,000

회비합계

총수입

10,325,000

16,122,140

9,800,000

9,900,000

10,395,000

10,400,190

10,110,000

20,659,400

10,320,000

10,420,000

10,045,000

10,049,362

10,385,000

13,085,642

9,715,000

9,715,000

10,330,000

15,433,464

10,215,000

31,102,000

11,400,000

17,310,000

10,415,000

13,622,861

123,455,000

177,820,059

② 2017년 지출

운영통장지출

급여

4대보험

임차및관리비

사업비
(내부+지원)

복리후생비

운영비

사업통장1
(바보의나눔)

사업통장2
(기자재지원/동천)

보조금통장
(npo지원센터)

전체지출총계

1월

14,455,630

7,910,690

1,481,360

1,320,010

87,550

3,145,630

510,390

2월

9,203,379

4,958,570

990,120

1,360,690

441,310

344,400

1,108,289

3,000,000

12,203,379

3월

10,162,419

6,223,440

1,178,080

1,380,410

142,780

121,000

1,116,709

2,000,000

12,162,419

4월

11,695,748

8,075,775

1,178,080

1,290,560

193,000

219,200

739,133

5월

14,352,049

5,210,815

1,727,960

1,263,330

1,339,700

3,390,280

1,419,964

3,000,000

2,408,360

19,760,409

6월

11,407,114

6,210,815

1,335,560

1,230,130

451,300

1,388,400

790,909

2,000,000

21,000

13,428,114

7월

12,469,334

8,170,029

1,219,970

1,235,640

446,150

286,200

1,111,345

264,840

12,734,174

8월

11,655,489

8,170,029

1,274,670

1,276,950

329,200

130,700

473,940

1,705,700

13,361,189

9월

14,654,873

9,932,760

1,274,670

1,276,780

339,900

783,000

1,047,763

10월

18,876,481

10,250,420

2,201,370

1,239,050

811,190

3,461,900

912,551

11월

11,779,805

7,250,420

1,715,110

1,222,140

165,970

1,426,165

12월

17,522,531

8,488,675

1,652,310

1,268,020

1,012,310

3,382,000

1,719,216

158,234,852

90,852,438

17,229,260

15,363,710

5,594,390

16,818,680

12,376,374

계

14,455,630

11,695,748

14,654,873
489,600
3,000,000

1,680,000

21,046,081

3,300,000

18,079,805
17,522,531

13,000,000

4,889,500

4,980,000

181,10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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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17년 예산배정 내부 사업비 지출상세내역

회원사업
사업비합계
정기총회

후원의밤

신입
회원모임

*알권리학교

오픈세미나

이슈리포트발간

알권리어워드

조직역량강화

방바닥

1월

87,550

87,550

2월

441,310

3월

142,780

103,780

4월

193,000

58,000

5월

1,339,700

6월

451,300

71,300

380,000

7월

446,150

196,370

249,780

8월

329,200

9월

339,900

309,900

10월

811,190

811,190

11월

-

12월

1,012,310

100,000

계

5,594,390

541,310

441,310
39,000
135,000
1,250,700

40,000

49,000

329,200

257,000
1,121,090

- 알권리학교는 4.9재단 지원사업비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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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257,000

655,310
459,450

2,999,990

40,000

-

-

175,550

④ 2017년 운영비 지출상세내역

사무용품비
1월

여비교통비

지급수수료

잡비지출

회의비

33,500

372,890

104,000

교육및워크샵

합계
510,390

2월

112,980

216,940

440,069

112,300

226,000

1,108,289

3월

658,950

5,200

362,559

20,000

70,000

1,116,709

4월

38,140

43,300

334,613

143,160

109,920

70,000

739,133

5월

73,000

227,500

634,764

179,000

235,700

70,000

1,419,964

6월

198,600

29,280

335,329

157,700

70,000

790,909

7월

121,640

79,580

366,625

443,500

70,000

1,111,345

8월

58,800

13,600

331,540

70,000

473,940

9월

101,580

70,000

1,047,763

10월

64,200

150,000

912,551

11월

30,000

522,183

200,000

45,260

388,091

265,000

22,300

628,504

337,361

50,000

68,000

320,000

1,426,165

12월

219,150

104,500

574,256

71,250

190,500

559,560

1,719,216

총계

1,669,340

1,427,164

5,000,280

938,410

1,595,620

1,745,560

12,376,374

월평균

154,000

사무용품비

여비교통비

지급수수료

잡비지출

회의비

교육및워크샵

139,112

118,930

416,690

78,201

132,968

14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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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2017년 월별 운영통장잔액 현황
운영통장 잔액현황

잔액기준일자

1월

22,954,422

2017-02-03

2월

23,711,243

2017-06-02

3월

26,874,704

2017-03-30

4월

15,958,736

2017-04-30

5월

21,289,107

2017-06-01

6월

19,987,855

2017-06-30

7월

18,046,023

2017-07-31

8월

16,011,634

2017-08-31

9월

8,790,125

2017-10-10

10월

21,242,646

2017-10-31

11월

25,960,659

2017-11-30

12월

20,086,756

2018-01-02

2018.1월

15,500,899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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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예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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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7결산 및 2018예산 개요
2017년 예산

백분율

2017년 결산

백분율

2018년 예산

백분율

총수입

188,000,000

100%

177,820,059

100%

270,500,000

100%

회비수입

145,200,000

77%

123,405,000

69%

144,000,000

53%

후원금

26,300,000

14%

24,857,000

14%

100,000,000

37%

잡수입

1,500,000

1%

828,509

0%

1,500,000

1%

외부지원금

15,000,000

8%

28,729,550

16%

25,000,000

9%

총지출

188,000,000

100%

181,104,352

100%

270,500,000

100%

인건비

128,998,000

69%

121,081,698

67%

145,000,000

54%

내부사업비

11,500,000

6%

2,594,400

1%

16,000,000

6%

외부지원사업비

-

-

12,869,490

7%

16,859,900

6%

임차및관리비

15,600,000

8%

15,363,710

8%

15,600,000

6%

복리후생비

17,850,000

9%

16,818,680

9%

16,000,000

6%

운영비

14,052,000

7%

12,376,374

7%

16,040,100

6%

45,000,000

17%

지속가능 운영자금

운영차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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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4,293

-

② 2017결산

2018예산 한 눈에 보기
2017년 예산안
총수입

회비수입

외부
지원금

인건비

내부
사업비

외부
지원
사업비

운영비

CMS후원
자동이체
후원금
잡수입
바보의나눔_지정기탁
아름다운재단_기자재지원
재단법인동천_회의공개법연구
npo지원센터_작은실험사업
49재단_알권리학교
기타교육회비
아름다운재단_외환위기아카이브
연중 사업지원금 (신청예정)
총지출
급여(운영비)
급여(사업지원비)
4대보험
퇴직금 적립
회원사업비
총회/후원회원의밤/방바닥모임
오픈세미나
조직역량강화
알권리학교
이슈리포트발간
알권리 어워드
알권리감시단
한일정보공개워크샵
알권리소송기금적립
아름다운재단_기자재지원
회의공개법연구사업(연속)
작은실험사업_활동가상담
알권리학교
아름다운재단_외환위기아카이브
임차 및 관리비
복리후생비
사무용품비
여비교통비
지급수수료
잡비지출
회의비
교육 및 워크샵
예비비
지속가능 운영자금
운영차액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188,000,000

177,820,059

270,500,000

145,200,000

123,405,000

144,000,000

26,300,000
1,500,000

24,857,000
828,509
13,000,000
2,549,400
5,000,000
4,980,000
3,000,000
200,150

100,000,000
1,500,000

9,660,000
5,000,000

181,104,352
90,852,438
13,000,000
17,229,260
*운영비지출없음

20,000,000
5,000,000
270,500,000
119,000,000
6,000,000
19,000,000
1,000,000

6,500,000

2,378,850

10,200,000

500,000
5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0,000
175,550
*외부지원사업대체
-

300,000
500,000
500,000

188,000,000
114,338,000

1,000,000

2,549,400
2,140,100
4,980,000
3,199,990

15,600,000
17,850,000
2,100,000
2,000,000
3,000,000
1,800,000
2,300,000
2,000,000
852,000

15,363,710
16,818,680
1,669,340
1,427,164
5,000,280
938,410
1,595,620
1,745,560

-

-3,284,293

500,000
3,000,000
1,000,000
2,859,900

14,000,000
15,600,000
16,000,000
1,700,000
1,600,000
6,000,000
1,200,000
2,000,000
2,000,000
1,540,100
4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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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18년 예산 자세히 보기
항목

2018년 예산

총수입

270,500,000

CMS후원

회비
수입

자동이체
후원금
잡수입

외부
지원금

연중 사업지원금 (신청예정)

아름다운재단 변화의시나리오 사업선정

5,000,000

연중 신규사업 혹은 내부사업 지원신청

119,000,000

4대보험

19,000,000

연중 5인 급여체제 첫 실행 및 세금증가로
예년에 비해 2300만원 가량 상승

1,000,000

*2017년 활동가 육아휴직지원금, 취업패키지지원금
퇴직금적립으로 2018년 적립금분 낮춤

10주년 후원회원의 밤

8,000,000

10년회원 리워드 및 자료발송, 행사 진행비

정기총회

1,500,000

신입회원모임

300,000

상반기1회

방바닥모임

400,000

100,000*4회 (상반기2회/하반기2회)

오픈세미나

300,000

상반기 1회

조직역량강화

500,000

운영위원회 워크샵 및 홈페이지개편

알권리학교

500,000

상반기 1회 (4-5강으로 구성)

알권리감시단

500,000

지방의회 감시 프로젝트 진행비

한일정보공개워크샵

3,000,000

상반기 국제컨퍼런스 초청 및 진행 예비비

알권리소송

1,000,000

주요 비공개건 소송 진행을 위한 기금통장적립

회의공개법 연구

2,859,900

재단법인 동천 지원 2017년 연속사업

97외환위기 아카이브 구축

14,000,000

아름다운재단 변화의시나리오 지원사업

상여금

13,560,000

1분기: 5인 /2-4분기: 4인

기본
임차 및 관리비

운영비

20,000,000

6,000,000

회원
사업
비

복리
후생비

*10주년기획 참고
(2018년 운영적자+지속가능운영자금45,000,000원)

급여(사업지원비)_아름다운재단

퇴직금 적립

외부
지원
사업비

100,000,000

270,500,000

급여(운영비)

내부
사업비

12,000,000*12개월
(2017년 평균 1000만원 수준)

1,500,000

아름다운재단_외환위기아카이브
총지출

인건비

144,000,000

2,400,000

200,000*12개월

15,600,000

월세 1,150,000원*12 + 전기세

사무용품비

1,700,000

여비교통비

1,600,000

지급수수료

6,000,000

잡비지출

1,200,000

회의비

2,000,000

교육 및 워크샵

2,000,000

예비비

1,540,100

지속가능 운영자금

45,000,000

운영차액

68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2017년 결산+10주년 우편물 등 발송비용

④ 2018년 급여 산정기준
항목

2018년 총액

2018 산정근거

2017 산정근거

연호봉

항목삭제

항목삭제

(활동가별 나이-19)*5000원*12개월

기본급

96,000,000

1,600,000원*5*12개월

1,550,000원*5*12개월

근속수당

14,600,000

50,000원*활동가별 근속년수*12개월

교육비지원

6,000,000

100,000원*5인*12개월

식재지원

9,000,000

직책수당

8,400,000

부양수당

1,200,000

100,000원*1인*12개월

주거지원수당

-

100,000원 (해당 활동가 없음)

합계

135,200,000

4대보험분

10,290,456

실급여분

124,909,544

150,000원*5인*12개월

120,000원*5인*12개월

사무국장: 300,000원*12개월

사무국장: 200,000원*12개월

소장: 400,000원*12개월

소장: 500,000원*12개월

2017년 대비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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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조직구성

제10차 정기총회 <공개의 정석> 71

정보공개센터 미션 체계

정보공개를 통해 모든 시민이 알 권리를 누리는

미션

핵심
가치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회를 만듭니다

독립성

존중

우리는 권력과

우리는 활동의

부당한

모든 과정에서

이해관계로부터

서로를 존중하고

자유롭게

차별하지

활동합니다.

않습니다.

비전

신뢰성

능동성

우리는 활동의
전문성과
조직운영의 모든
면에서 믿음직한

우리는 끊임없이
궁금증을 갖고
문제와 대안을

모습을

적극적으로
탐구합니다.

유지합니다.

시민이 환호하고 권력이 두려워하는 정보공개 운동의 중심

알권리 이슈 확산

알권리 침해 대응

비밀해제 기록 공유

알권리 정책 연구

시민 역량 강화

알권리 네트워크 구축

중점
활동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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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조직도

총회

감사

고문단

대표단

운영위원회

연구소

소장

정책위원회

특별위원회

사무국장

팀

팀

활동가

활동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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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사람들 (임원 현황)
￭ 고문
김영희(정보공개센터 전 대표. 전 MBC PD), 서경기(정보공개센터 전 대표, 영광교회 담임목사)
￭ 대표
이승휘(명지대 기록과학전문대학원 교수)
￭ 운영위원
경건(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혜진(데이터저널리즘연구소 소장), 김여선(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진(뉴스타파 대표), 김유승(정보공개센터 소장, 중앙대 문헌정보학
과 교수), 김형완(인권정책연구소 소장), 도류(불도암 주지스님), 민경배(경희사이버대 모바일
융합학과 교수), 박대용(뉴스타파 기자), 박상호(전 '나라곶간을 지키는 사람들' 활동), 백우연
(전 청년유니온 노동상담국장), 설문원(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성재호(KBS 기자), 성창
재(변호사), 신동호(환경재단 그린미디어센터 센터장), 이강준(전 에너지정치센터 소장), 이경
득(새한상사 대표), 이도훈(배움 여행자) 이상미(경복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상석(공익재정
연구소 소장), 이소연(덕성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승휘(대표겸직), 이종필((사)마을 활동
가), 장병인(How’s 컨설팅 대표), 장유식(변호사), 전진한(알권리연구소 소장), 정슬기(중앙대
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최정민(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
수),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한학수(MBC PD)
￭ 감사
정환봉(한겨레21 기자), 이재호(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무국
김유승(소장), 강성국(사무국장), 정진임(활동가), 조민지(활동가), 김조은(활동가), 벨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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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추천

￭ 운영위원
- 김민철 (함께하는시민행동 시민참여팀 팀장)
-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박지환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 정환봉 (한겨레21 기자)

￭ 감사
- 사업감사 : 박수진 (한겨레21 기자)
- 회계감사 : 최승우 (좋은예산센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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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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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9 (제정)
2009.03.26 (개정)
2010.04.23. (개정)
2013.02.22. (개정)
2015.02.26. (개정)
2017.02.24.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단체는 공공정보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단체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라 한다. 영문 단체명은 “The 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 and Transparent Society” 이라 한다.
제3조 (단체 사무소의 소재지)
본 단체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운동
2. 국민의 알 권리 실현과 사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개선
3.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한 언론사의 탐사보도 지원
4.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출판
5. 기타 본 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단체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단체의 정관 준수 및 회비의 납부
2.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며 표결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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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단체의 각종 활동 참여
4. 단체에서 발간하는 출간물의 수령
제6조 (회비)
① 회비는 월회비,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제7조 (탈퇴)
본 단체의 회원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제명)
본 단체의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할 수 있다.
1. 본 단체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2. 본 단체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3. 본 단체의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단체는 다음의 각호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대표 4인 이내
2. 고문 10인 내외
3. 운영위원 30인 내외
4. 정책위원 10인 내외
5. 감사 2인
6. 소장 1인
제10조 (임원의 임기)
본 단체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대표 3년
2. 운영위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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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위원 1년
4. 감사 3년
5. 소장 3년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 운영위원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고문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중에서 대표와 소장을 선출한다.
④ 정책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제12조 (대표, 운영위원, 정책위원, 소장의 직무)
① 대표는 본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가 다수일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표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소장은 본 단체의 목적 사업을 집행한다. 필요에 따라 부소장을 둘 수 있다.
③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활동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운영위원회
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고문은 본 단체 활동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한다.
⑤ 정책위원은 본 단체의 활동의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 지원한다.
⑥ 대표 유고시 운영위원 중에서 1인을 직무대행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⑦ 소장의 유고시 대표는 빠른 시일 안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3조 (감사)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단체의 사업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제1호의 감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하는 일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감사 결과를 운영위원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하는 일
제14조 (임원의 보수)
①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세입 범위 내에서 직무수행에 필요
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본 단체의 운영 및 사무 수행을 위해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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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며 액수는 내규에 따른다.

제4장 총 회
제15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7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제18조 (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 개최한다.
1.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총회원수 5분의 1이상으로부터의 요구가 있을 때
3. 운영위원회 재적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4.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② 1항의 각호의 요구가 있을 때 3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 (총회의 소집)
대표는 총회 개최 14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의제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및 의결방법)
① 총회는 총회 개최일로부터 3개월 이내 1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5분의 1에 해당하
는 재적 회원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회원은 회의에 관한 사항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
려운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총회의 의사는 출석표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 일 경우는 운영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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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결정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 및 보고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 및 본 단체의 해산과 잔여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2조 (총회 회의록)
총회의 회의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 이사와 감사의 서명 후 이를 본 단체의 주된 사
무소에 보관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2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제2항 각호의 요구가 있을 때는 2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4조 (표결방법)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운영위원은 다른 운영위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
다. 이 경우 해당 운영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5조 (의결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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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기타 중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하고 이를 본 단체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결 사항 중 운영위원 자신에 관련된 사항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6장 정책위원회
제26조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① 정책위원회는 제4조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전문가 중 소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 정책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정책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
한다.

제7장 사무국
제27조 (사무국의 구성)
① 본 단체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상근활동가를 둔다.
③ 사무국장의 임명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상근활동가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
다.
④ 사무국 부설 연구소를 둘 수 있다.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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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단체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본 단체의 모든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③ 본 단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
까지 공개한다.
제29조 (회계연도)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 (잔여재산의 처분)
본 단체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단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
리단체에 귀속한다.
제31조(준용)
본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등 관련 법률과 비영리단체의 운영에 관한 일반원
칙에 따른다.

제9장 부칙
제32조 (시행일)
① 본 정관은 총회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② 제8조 3호의 사항에 한하여 윤리규정 신설 및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33조 (경과조치)
① 본 단체의 최초 설립 시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본 단체의 최초의 회계연도는 단체가 설립된 날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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