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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의 최고무기가 비밀이라면, 

민주주의 최고의 무기는 개방성이다. 

                             닐스 보어 

The best weapon of a dictatorship is secrecy, 

but the best weapon of a democracy should be the weapon of openness. 

                                                     (Niels Bo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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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우리 시대 희망을 쏘아 올려라

정보공개, 그리고 정보의 자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가운데 하나인 알 권리 및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대단히 근원적인 기본권이다.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정보의 자유가 인간에게 온전히 보장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보장된 다른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고 

근원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21세기 세계 시민인 우리들. 진실과 진리에 바탕을 두고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하기 위해 

‘정보 소외와 불평등’은 물론 ‘부정확한 정보의 홍수’도 헤쳐 나가야 하는 존재다. 

바로 이런 우리들에게 정보공개와 정보의 자유는 진실에 더 가깝게 할 것이고, 

긍정적인 참여를 좀 더 이끌어낼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의 민주주의를 튼튼하게 할 것이다. 

특히 현대는 지식과 정보가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 작용하는 시대. 

광범위한 정보공개와 풍부한 정보의 자유야말로 

한 조직과 사회, 우리 인류의 경쟁력을 궁극적으로 키워주는 

핵심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조직과 사회, 그리고 우리 인류는 정보공개와 정보의 자유를 통해서만이 

더 많은 검증과 더 새로운 비판 속에서 

진실과 진리에 다가갈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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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현실은 

정보공개와 정보의 자유가 아직은 모두의 진실이 아님을 보여주며 

우리를 매우 절망하게 만든다. 

의회와 공공기관은 공공정보를 ‘국익’ 등의 이름으로 비공개의 그늘로 숨기려 하고, 

사법부와 국가는 광범위한 정보공개와 폭넓은 정보의 자유에 아직도 인색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민사회와 언론계, 학계 등이 힘을 모아 

정보공개와 정보의 자유를 아직도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점은 

더욱 뼈저리다. 

저마다의 이유와 시대적인 암흑 등이 겹치면서 너와 나, 그리고 우리는 

주춤거리고 말았던 것이다. 

우리들은 이제 분연히 현실을 박차고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 

기록과 정보의 공개와 공유, 자각된 참여만이 우리들의 희망임을 믿으며 

스스로의 안일과 안타까운 현실을 타파하고자 행동한다. 

‘정보공개센터’의 가슴 벅찬 이름으로 

더 넓고 깊은 정보공개와 정보의 자유를 위해 한발 한발 대장정을 선언한다. 

‘정보공개센터’ 우리 시대의 희망을 쏘아 올려라

- 2008년 10월 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창립선언문.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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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정보공개센터의 
활동_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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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 8

2. 재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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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2008년 10월. 정보공개센터는 181명의 회원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어느덧 천여 명의 누적회원으로 단단해졌습니다. 

세상이 팍팍해져가는 만큼 , 각자의 주머니 사정 역시 팍팍해져 갔습니다. 

불안한 일자리. 요원한 취업. 쌓여가는 대출금과, 연대를 기다리는 절박한 현장과 단체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나의 것을 덜어내어 한 시민단체를 꾸준히 응원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요. 

이런 상황속에서 알권리가 침해되는 일에 항상 함께 분노하고, 함께 헤쳐 나갔던 

수많은 정보공개센터의 에너지 그대. 정말 고맙습니다. 

정보공개센터를 지켜주시고 응원해주신 에너지 그대에게 보답하는 일은 

항상 처음의 마음으로 뜨겁게 활동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데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씩씩하고 유쾌하게 걸어가겠습니다. 

때로 지치고 힘들 때도 있겠지요. 

그럴 때에는 함께 비를 맞아주는 ‘서로’가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잘못할 때에는 따끔하게 혼을 내 주시고 따뜻한 격려로 함께 해주세요. 

정보공개센터의 에너지로 계셔주심에 다시 한 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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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구분 인원 비율

강원도 8 1.1%

경기도 160 21.7%

경남 8 1.1%

경북 7 0.9%

광주 6 0.8%

대구 11 1.5%

대전 7 0.9%

부산 19 2.6%

서울 441 59.8%

울산 2 0.3%

인천 18 2.4%

전남 7 0.9%

전북 11 1.5%

제주 12 1.6%

충남 9 1.2%

충북 10 1.4%

해외 1 0.1%

연령 구분 인원 비율

10대 2 0.3%

20대 54 7.3%

30대 309 41.9%

40대 242 32.8%

50대 114 15.5%

60대 15 2.0%

70대 1 0.1%

- 기준 : 2016년 2월 현재 회비 납부 회원 737명

① 연령별 회원 분포

② 지역별 회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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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_2015년 결산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정보공개센터가 지키고 있는 재정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지원 0%”

자유롭고 독립적인 활동을 위해 정보공개센터는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습니다. 

매년 적자 재정에 고민하고, 그래서 회원과 시민들의 후원에 더 기대게 되지만. 권력 앞에 당당하기 

위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 원칙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① 2015년 정보공개센터 예산

月 수입기준 年 수입 기준 계정과목 月  지출기준 年 지출 기준

10,800,000 129,600,000 회비 　 　

3,200,000 38,400,000 후원금 　 　

2,250,000 27,000,000 사업비지원 　 　

1,500,000 18,000,000 프로젝트지원 　 　

250,000 3,000,000 기타수입 　 　

　 　
급여 (4인 기준)

(퇴직급여, 4대보험 포함)
10,600,000 127,200,000

　 　 복리후생비 1,550,000 18,600,000

　 　 회원사업 700,000 8,400,000

　 　 프로젝트사업 1,550,000 18,600,000

　 　 같이가치공모사업 500,000 6,000,000

　 　 운영비 1,350,000 16,200,000

　 　 임차  및 관리비 1,250,000 15,000,000

　 예비비 500,000 6,000,000

216,000,000 계 21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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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15년 정보공개센터 결산

수입

계정

지출

2014년 2015년 2014년 2015년

119,581,390 121,376,970 일반회비

23,960,000 39,709,000 후원금

24,000,000 5,000,000
사업지원비

(뉴스타파)

　 5,853,575 교육사업비

6,209,000 26,146 탈바꿈사업비

1,817,384 1,046,222 기타수입 　 　

19,500,000 　
재단지원금

(아름다운재단)
　 　

급여(퇴직급여,  

4대보험 포함)
132,268,790 121,880,400

복리후생비 17,191,630 16,796,480 

사업비 21,201,790 10,745,680 

운영비 12,215,150 10,236,420 

임차비 및 관리비 13,326,000  14,872,170 

　 　 탈바꿈사업비 4,677,000 765,340 

　 　 교육사업비 5,853,553 

195,067,774 173,011,913  계 200,880,360 181,150,043

2014 (-)5,812,586

2015 (-)8,13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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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수입 항목별 비율>

<2015년 지출 항목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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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입 회비 후원금 사업지원 기타수입
교육

사업비

탈바꿈

사업비 

1월 10,808,710 10,083,090 　 　 720,975 　 4,645

2월 10,346,715 10,346,715 　 　 　 　 　

3월 10,362,558 10,204,410 150,000 　 7,453 619 76

4월 15,213,695 10,103,695 　 2,000,000 　 3,110,000 　

5월 11,318,370 9,838,370 240,000 1,000,000 　 240,000 　

6월 21,218,714 10,213,805 10,000,000 1,000,000 4,548 236 125

7월 10,995,570 9,895,570 100,000 1,000,000 　 　 　

8월 12,459,445 9,958,590 　 　 855 2,500,000 　

9월 11,684,186 10,358,480 1,320,000 　 5,456 198 52

10월 36,429,430 9,908,430 26,221,000 　 300,000 　 　

11월 11,100,635 10,520,135 578,000 　 　 2,500 　

12월 11,073,885 9,945,680 1,100,000 　 6,935 22 21,248

계 173,011,913 121,376,970 39,709,000 5,000,000 1,046,222 5,853,575 26,146

③ 2015년 수입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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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계 ※급여
임차 및 

관리비

내부 

사업비

복리

후생비

교육

사업비

탈바꿈

사업비
※운영비

1월 12,839,070 10,729,070 1,295,840 　 186,600 　 　 627,560

2월 18,982,050 11,286,570 1,331,280 1,330,780 4,029,060 　 　 1,004,360

3월 16,180,220 12,314,370 1,346,290 140,520 252,750 　 543,220 1,583,070

4월 12,898,890 9,331,850 1,264,490 199,460 193,130 833,500 85,920 990,540

5월 17,211,350 9,371,610 1,216,580 287,500 3,028,800 2,424,700 41,600 840,560

6월 12,556,990 9,043,910 1,183,220 19,600 1,415,640 91,800 70,400 732,420

7월 12,090,760 9,034,020 1,191,440 1,061,020 201,000 　 5,700 597,580

8월 11,542,565 9,153,800 1,216,450 90,700 62,900 498,855 　 519,860

9월 17,024,770 9,153,800 1,235,680 610,700 3,185,400 1,890,600 12,500 936,090

10월 18,824,560 9,153,800 1,197,640 6,822,900 630,000 　 6,000 1,014,220

11월 16,726,018 14,153,800 1,174,240 2,500 399,600 114,098 　 881,780

12월 14,272,800 9,153,800 1,219,020 180,000 3,211,600 　 　 508,380

총계 181,150,043 121,880,400 14,872,170 10,745,680 16,796,480 5,853,553 765,340 10,236,420

④ 2015년 지출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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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항목 계
급여 항목 세부내역

상근비 4대보험 퇴직금 적립

1월 10,729,070 9,164,040 1,565,030 　

2월 11,286,570 9,714,040 1,572,530 　

3월 12,314,370 9,741,840 1,572,530 1,000,000

4월 9,331,850 7,759,320 1,572,530 　

5월 9,371,610 7,854,870 1,516,740 　

6월 9,043,910 7,854,870 1,189,040 　

7월 9,034,020 7,844,980 1,189,040 　

8월 9,153,800 7,944,980 1,208,820 　

9월 9,153,800 7,944,980 1,208,820 　

10월 9,153,800 7,944,980 1,208,820 　

11월 14,153,800 7,944,980 1,208,820 5,000,000

12월 9,153,800 7,944,980 1,208,820 　

총계 121,880,400 99,658,860 16,221,540 6,000,000

운영비 항목 계
운영비 항목 세부내역

사무용품비 여비교통비 지급수수료 잡비지출 회의비 교육 및 워크샵

1월 627,560 109,200  5,100 178,860 　 264,400 70,000 

2월 1,004,360 61,100 94,580 309,480 　 469,200 70,000 

3월 1,583,070 792,970 30,640 300,060 201,000 188,400 70,000 

4월 990,540 　 46,520 176,320 　 238,500 529,200 

5월 840,560 22,300 68,560 182,050 70,500 79,000  418,150 

6월 732,420 16,500 13,000 199,620 250,500 32,300 220,500 

7월 597,580 66,000 43,180 133,480 　 264,420 90,500 

8월 519,860 17,600 16,900 251,560 　 163,800 70,000 

9월 936,090 95,100 220,640 135,900 160,500 253,950 70,000 

10월 1,014,220 157,170 51,900 564,250 120,500 50,400 70,000 

11월 881,780 40,000 42,380 232,000 100,000 277,400 190,000 

12월 508,380 48,600 　 129,680 　 260,100 70,000 

총계 10,236,420 1,426,540 633,400 2,793,260 903,000 2,541,870 1,938,350 

※ 급여 항목 지출 세부 내역

※ 운영비 항목 지출 세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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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정보공개센터의 
활동_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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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알권리 중간평가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위반사항 모니터링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위반 사항 모니터 활동과 관련해서 전국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수수

료 관련 조례 전수 조사를 실시해 현행법률 및 시행령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분석함. 그 결과 

단 7개 광역단체만 조례개정이 이루어 졌고 10개 광역단체들은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

실을 공개하고 이슈화 함. 

- 그 밖에 공공기관들이 빈번하게 자행하고 있는 다른 위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은 별도로 이

루어지지 않음. 위반사항에 관한 구체적 분석틀 설계 부재와 후속 조사작업이 미비한 것에 대한 

내부 비판이 이루어짐. 차후에 이를 보강해 사업을 재개할 필요성이 있음.

- 정보공개 수수료 91만원 내라?-지자체 정보공개수수료 이대로 괜찮나?

-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가장 잘 공개되고 있는 지역은 어디?

<관련 주요 활동 내용>

② 정보공개제도 개정운동

- 제도 개선 사업으로는 정보공개청구 시 청구인이 주민번호를 청구서에 기입이 강제되어 있는 현행

법에 대해 주민번호를 청구서에 기입하지 않는 내용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진선미 의원실을 통해 

발의함. 

- 공공기관의 자의적 비공개를 견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장치인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에서 민간전

문가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외부 심의위원의 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확보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안을 임수경의원실을 통해 발의함. 

- 하지만 해당 의안이 현재까지 계류 중으로 19대 국회의 남은 임기를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본회의 

상정이 어려운 상태임.

- 따라서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재발의가 필요함. 또한 정보공개법의 필요한 개선사항을 체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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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해 보다 다양하고 견고한 제도개선 사업이 필요함.

- 정보공개포털, 로그인하고도 또 실명확인 한다고요?

- 정보공개 청구시 주민번호 입력 불가피 한 것 아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환영!

<관련 주요 활동 내용>

③ 악의적 비공개, 주요한 위법적 비공개에 대한 소송

- 지난 2014년 11월 법무부가 진행한 소송의 변호인 수임료를 비공개한 것을 행정심판으로 대응함. 

오랜 심의 기간을 거쳐 공공기관을 대리한 변호인의 수임료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될 수 없다

는 행정심판 재결을 받음. 

- 악의적·위법적 비공개에 대한 소송으로 인천남구청이 해당 지역 시민단체인 NPO주민참여 활동가

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2년간 무조건적으로 비공개 처분을 반복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함. 

해당 소송은 10월 29일 승소.

- 2015년 10월경 박근혜 정부가 중등 역사교과서 및 고등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 채택 방식에서 국정 

편찬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받았음. 11월에는 집필진을 공모해 집필이 이

루어지고 있는 현재까지 교과서 집필진이 공개되지 않고 있음.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11월 20일 집

필진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교육부는 이에 대해 12월 3일 비공개결정통지 함. 정보공개센터

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12월 24일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을 제기.

- 한 건의 주요한 악의적 비공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전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소송대

응 하였으나 인적·재정적 자원의 한계로 소송자체가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

쉬움이 남음. 이후 보다 안정된 자원의 확보로 보다 활발한 소송대응 활동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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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주민참여에 2년간 무조건 정보비공개한 인천남구청에 소송하다!

- 중앙행심위 "법무부 대리 변호인 성명 법인명 수임료 비공개 위법부당“

-정공센&민변 교육부에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 하다 "집필진을 공개해!"

- 아 맞다! 승소했다...인천지법 "인천남구청 일률적 비공개 법적근거 없다“

<관련 주요 활동 내용>

④ 정보공개 사각지대 파헤치지

- 정보공개 사각지대 파헤치기 사업은 그간 정보공개와 시민들의 정보의 접근이 어려웠던 ① 청와대

와 ② 사립대학 ③ 5000만원 이상 국고 보조를 받는 민간단체 등의 정보공개실태를 파악하고 투

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캠페인 사업임.

- 객관적인 사전공개정보를 토대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청와대의 정보공개 행태가 10년 전 

노무현 정부 보다 후퇴한 것을 분석함. 또한 청와대의 악의적 정보공개 실태를 공개하고 기록관리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녹색당,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한국기록전문가협회와 함께 개최함. 또

한 청와대를 대상으로 감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됨.

- 이외에 청와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 한 뒤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물과 가시적인 사업성

과가 제출되지 않음.

- 사립대학의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자원활동가들이 각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사립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칼럼 형식으로 문제를 제기함.

- 청와대의 정보공개행태가 스스로 정부3.0의 주요 목적인 “투명한 정부”를 부정하고 있는 현실과 

대학생 및 사회전반의 대학의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센터의 일정한 역할을 요구 받고 있으므로 연속되는 사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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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3.0 외치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사전정보공개는 10년 전 노무현 정부 보다 후퇴!

- 청와대의 유체이탈 정보공개

- 사립대학 정보공개청구 체험기_ 정보공개청구가 '업무방해'라니요

- 청와대에 감사청구 했습니다.

- 청와대의 부실한 기록관리 시스템 개선촉구 기자회견

- 청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내용 기록 안돼”

- 투명한 정부 만들겠다더니 전기사용량도 공개안하는 청와대.

- 세종대는 왜 정보공개청구 목적을 밝히라고 하나요?

- 중앙부처 업무추진비 공개 불모지는 과연 어디?

- 43개 중앙부처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실태 분석 - 청와대, 너나 잘하세요

- 숨겨진 정보, 전문적인 정보에 햇볕을 허하라.

- MB, 대통령 비밀기록 관리 의무 어겨

-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상대 정보공개 관련 공익감사청구

- “메르스 회의록 공개 못해. 회의 참석자 개인정보”…또 ‘비공개’ 정부

<관련 주요 활동 내용>

- 내용 : 청와대의 부실한 기록관리 시스템 개선촉구 기자회견

“세월호 등 국가 중대사안 기록이 없다? 조선시대보다 못한 청와대 기록관리 개선하라!”

- 공동주최 : 녹색당,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세월호 관련 기자회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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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바꿈 프로젝트

2013-2014년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던 ‘탈바꿈 프로젝트’를 2015년에도 이어감.

이는 핵발전과 관련한 정보의 공개와 공유를 위한 사업으로 다음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함. 

① 핵마피아보고서 제작 및 탈바꿈 연속강좌

- <핵마피아 보고서> 자료집제작 및 출판 : 녹색당,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뉴스타파 등과 2월 제작 

및 배포하였으나 배포계획이 잘 논의되지 않아 애초에 수익구조로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 진행되지 

않았으나 월간 <탈핵신문>에 연속으로 기고함으로써 핵마피아 보고서에 대한 관심이 다시 상승함. 

- 오마이스쿨, 녹색당과 공동주최하여 연속강좌 진행: 3월 연속강좌에 평균 20여명 정도의 시민들이 

참여하였고 오마이스쿨에서 동영상강의 서비스를 하고 있음. 

- 2014년 12월 출판한 도서 <탈바꿈> 재 홍보: 탈바꿈 재 홍보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3월 후쿠시마 

4주기를 기점으로 곳곳에서 탈바꿈을 구매하거나 스터디 교재로 활용하고 있음. 현재 한 살림 전

국매장에 비치되어 있고 2015년 상반기 한 달 동안 교보문고 주요 도서로 비치됨. 

- 후쿠시마 원전 사고 4주기 특별기획 강좌 <정보공개센터,녹색당,오마이스쿨공동주최>

- 핵발전 산업, 연간 21조 원 규모 ‘황금알 시장’ 핵발전소 1기 늘릴 때마다 재벌 

기업들에게 수조 원 특혜 돌아가

<관련 주요 활동 내용>

② 방사능와치 재정비

- 애초에 ‘녹색당’,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등과 탈핵정보 플랫폼으로 재구성할 것을 고민하였

으나 녹색당에서 탈핵시민행동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하였고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서도 홈페

이지를 리뉴얼하면서 내외부적 요인으로 재정비하지 못함. 2016년 재정비 논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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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전/탈핵 정보 공유 및 DB화

- 탈핵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기획사업 진행할 네트워크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에너지데이터센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지 않고 에너지정치센터와 함께 고리프로젝트를 진행함. 상반기 3-4개월의 일정

으로 진행. 4차례의 핵발전 노동자 만남과 부산일보 좌담회, 프레시안 좌담회를 진행했고 <핵발전

산업과 지역지원>관련한 최종보고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함. 

- 고리프로젝트(기장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원전노동)의 진행은 핵발전 산업과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

았던 핵발전 최하층 노동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으나 회원들에게 소개하

거나 센터의 주요활동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음.

- 발전소 주변지역지원문제, 핵발전 노동, 영덕 신규핵발전소 유치, 원자력환경공단의 언론사 광고단

가 공개와 관련한 부분들은 정보공개청구하여 유의미한 정보들을 공유했지만 애초 계획했었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정보공개의 문제나 원자력문화재단, 한수원  등의 악의적 비공개문제에 대응

하는 활동을 하지 못함. 핵관련 기관에 꾸준히 정보공개청구는 하였으나 유의미한 정보들이 공개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음.

- 2014년에 뉴스타파와 함께 탐사보도 했던 <원전묵시록 2014>를 중심으로 핵발전 정보의 DB화 작

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수행하지 못함. 

-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추진위원회, 2012년 결성이후 회의는 달랑 두번?

- 핵 발전 산업 연간 21조 4천억원 규모, 핵 발전 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시장

- 중앙행심위 판결, 원자력환경공단 광고비단가내역 공개하라!

- 우리는 왜 공청회 입장권을 받지 못했나 -산업부, 공청회 입장권 66% 전력회사에게 몰아줘

- 핵 마피아' 돈으로 언론 접수…'한겨레' 공개 거부

- [고리 1호기 폐로] 폐로과정 공정·투명하게 운영할 전담기구 반드시 필요하다 

- 핵발전소 평생 끼고 살아가라고? 이제 ‘묻고 따져보세요’

- 신규핵발전소 유치신청에 동의한 399명을 제외한 영덕주민들은 어디로 갔을까?

- 핵산업계의 비밀주의에 대항한 정보공개운동 -국민 생명보다 ‘영업비밀’이 더 중요해?

- 영덕군, 신규원전유치신청이후 주민공청회 한 번도 없어?

- 전기를 만드는 핵발전소는 얼마만큼의 전기를 사용할까?

- 사용 후 핵연료공론화위원회, 1년 활동 동안 홍보예산에만 10억 넘게 지출!

<관련 주요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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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책/연구 기능 강화

① <박근혜 정부 알권리 중간평가> 리포트 발표

- 정보공개센터 내 비상설 연구모임인 ‘FOI(Freedom Of Information)동’ 차원에서 별도의 <박근

혜 정부 알권리 중간평가> 리포트는 발표되지 않음. 이는 사무국에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실과 함께 수행한 분석을 기반으로 발간한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정부3.0 정책

점검 박근혜 정부 알권리 중간평가>로 대체 되었음.

-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_정부3.0정책 점검 및 박근혜정부 알권리 중간평가

<보고서 목차>

1. 정부 3.0의 명과 암

2. 정부3.0 시대의 정보공개제도 문제점 진단

3. 청와대 정보공개 암흑기 여전

4. 대통령기록 숨기거나. 안남기거나.

5. 국가기록도 민영화?

6. 보다 나은 정부3.0과 투명한 정보공개제도를 위해”

   - 거버넌스와 정보공개제도 운영 방향성에 대한 제안

<관련 주요 활동 내용>

② 민관이 정보공개 정책 및 사례를 나누는 정보공개 컨퍼런스

- 민관이 정보공개 정책 및 사례를 나누는 컨퍼런스는 포이동 단일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고 후원의 

밤 1부 특별 토론회 “정부3.0 시대의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로 개최되었음. 차후 포이동의 연구

를 누적시켜 정보공개제도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기타 주요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컨퍼런

스로 확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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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정부3.0' 시대의 정보공개와 기록관리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 최정민(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

 정보부존재 처리실태 및 개선과제 | 김유승(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대통령기록물관리 쟁점 | 이보람(뉴스타파 기자)

 공공기록물관리 전문성 강화 방안 | 정태영(중앙대 기록관리학 전공)

 정부3.0정책, 평가 및 제언 | 정진임(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관련 주요 활동 내용>

③ 알권리 동향 및 정책연구내용을 무크지 형태 온라인 발간

- 알권리 동향과 정책연구가 무크지 형태로 온라인 발간은 되지 않았으나 포이동의 구성원인 김유승 

소장과 최정민 운영위원의 공동 저술로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개선방안 연구」 논

문이 제출됨. 뉴스레터의 성격을 가지는 동향과 연구를 무크지 형태로 발간하기 위해서는 포이동

의 인적 구성확대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함. 따라서 장기적 수행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④ ‘정부3.0 시대 지역사회 알권리 진단’ 정보공개워크숍 진행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과 공동주최로 현 정부의 정보공개정책 추진 내용을 분석 및 평가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정보공개와 알권리 이슈를 나누는 워크샵을 진행함

- 발제 : 한국의 정보공개정책 추진내용 및 평가 | 강성국(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 발제 : 정보공개와 기록관리 | 박종연(한국기록전문가협회 사무처장)

- 발제 :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 | 정진임(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 토론 : 제주지역의 정보공개실태 | 안현준(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 토론 : 청구인의 입장에서 본 정보공개 개선과제 | 문준영(세명대 저널리즘스쿨 학생)

<관련 주요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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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공터학교

① 대학생 대상 정보공개교육 “대학, 그것이 알고 싶다!”

- 국공립 및 사립대학은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뿐더러 스스로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는 기관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대학생 역시 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학교의 정보를 어떤 방법과 절차로 받을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함. 

이에 탐사보도 전문 언론 ‘뉴스타파’와 대학관련 전문 연구소인 ‘대학교육연구소’, ‘정보공

개센터’가 대학생 대상으로 정보공개교육을 진행하였음.

- 정보공개제도 및 활용방법·대학문제 및 학내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정보공개를 활용한 탐사보

도 및 기사작성 방법·정보공개청구 실습과정 발표의 과정으로 총 4회의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전

체 32명의 대학생이 교육을 수강함.

- 참가자 대부분이 학내언론 및 학생회 활동 학생이었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좀 더 체계적

이고 적극적으로 대학에 정보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 또한 강의 내용 및 구성에 

있어 ‘대학’의 정보공개에 초점을 맞춰 이전에 진행하였던 시민대상 공터학교 정보공개교육 보

다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됨.

- 교육대상자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청구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실습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법을 개편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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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강의내용

1차

“총장님,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세요?” 

- 정보공개제도와 사례소개 

- 실전 정보공개청구 방법

- 그룹별 정보공개청구

2차

“우리 학교, 안녕하십니까?”

- 등록금, 대학발전기금, 학제개편 등 대학문제 사례

- 학내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3차

“정보공개청구가 언론인의 필수 아이템인 이유”

- 정보공개와 언론의 관계

-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해 탐사보도한 사례 

-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해 기사쓰는 방법  

4차
“정보공개청구 어디까지 가봤니?”

- 그룹별 정보공개청구했던 과정과 결과를  발표하고 피드백 나눔

<교육과정 커리큘럼>

② 시민단체 및 활동가 대상 정보공개교육 “활동가 정보공개 근력 키우기”

- 정보공개청구는 권력감시·환경·복지·교육·인권·문화 등 전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에게 활동에 동력을 넣어 줄 유용한 도구임. 그럼에도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들이 정

보공개제도에 대한 이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에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임. 

-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활동가’대상 정보공개 교육을 진

행함.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실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인 사례와 판례 중심으로 

강의를 구성함. 또한 정보공개 관련 행정소송에 관한 강의를 배치하여 정보비공개에 대응할 수 있

는 방법을 더욱 구체적으로 교육함.

-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및 공공정보의 활용·실전정보공개·정보비공개 대응하기·정보공개행정소송

교육 과정으로 총 4회의 교육을 진행함.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 활동가 15명이 교육을 수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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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강의내용 활동내용

1차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및 

공공정보의 활용

- 정보공개청구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이해 및 사전

정보공개사이트 공유

2차
실전 정보공개 

(실습)

- 실전에서 정보공개청구에 필요한 요령 등을 공유

- 각 분야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

하는 방법 공유

3차
정보비공개 

대응하기

-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사항 8가지를 판례를 통해 

분석하여 공유

- 비공개정보 이외에 악의적인 공공기관의 비공개 사례

와 그에 대한 대응에 대해 공유

4차
정보공개행정소송, 

나도 할 수 있다!

- 정보 비공개에 있어 행정소송방법과 절차를 공유

- 행정소송에서 사용되었던 소장을 토대로 소장 작성 

방법을 공유

<교육과정 커리큘럼>

- 각 활동 분야별로 다양한 사례와 주요 비공개사항에 대한 판례를 공유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만

족도는 매우 높았음. 또한 이번 교육에서 중점을 둔 비공개 판례 및 소장 내용을 자료집으로도 제

작하여 참가자 및 참가자 단체에 배포함. 

- 허나 참가자 중 정보공개청구 경험이 다양한 참가자와 정보공개청구 경험이 없는 참가자가 함께 

있어 비공개 사례 및 행정소송의 이해도가 상이하였음. 이에 앞으로 정보공개이해도에 따른 교육

구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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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사업

① 정보공개센터 / 진보네트워크센터 업무협약

- 2016년 4월 1일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위법적 공공정보 비공개에 법적대응과 제도개선 등의 활동을 

함께 진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업무협약에 따라 박근혜 정부 알권리 중간평가 사업의 정보공개법 개정안 작업과 인천남구청에 대

한 소송을 공동으로 진행함.

② 은평대안의회

- 정보공개운동의 지역 모델 실험으로 지역주민들의 정보공개와 예산분석을 통한 행의정감시 활동을 

목적으로 한 은평대안의회는 지원단체의 사업예산지원이 중단되면서 사업진행이 중단됨. 

③ 메가스포츠 대책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하는 대규모 국제스포츠 대회 추진과 관련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전남, 

인천, 춘천, 대구, 부산 등의 지역단체와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가 함께 메가스포츠대책위원

회 구성을 논의함. 

- 위원회 활동을 위한 지역단체의 활동역량 미비, 사업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

지 못하였음. 다만 ‘평창동계올림픽 분산개최를 촉구하는 시민모임’과 메가스포츠 대책 관련 내

부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음. 

③ 같이 가치 사업 공모

- 같이 가치 공모사업은 정보공개센터의 활동목적과 부합하는 사회운동 및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비(300 만원)을 지원하는 공익적 네트워크 사업임. 

- 2015년 처음 시작한 같이 가치 사업 공모에는 총 16개 단체 및 활동가가 지원하였으며, 이 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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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선정됨.

- 단체 :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 사업 내용 :“지역예산모니터링 지원 및 정보공개3.0 사업”

<선정단체 및 내용>

④ 원조투명성(ODA) 관련 연대활동

- 한국의 해외원조 중점협력국 선정 과정과 자원외교 과정의 불투명, 한국의 원조 투명성과 관련한 

국제사회 공통의 정보공개 기준 준수를 위한 IATI 가입 등과 관련해 원조투명성과 관련한 연대활

동 진행

<자원외교와 ODA 국회 토론회 : 이권중심의 한국ODA 이대로 괜찮은가>

- 공동주최 : 더미래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ODA Watch

- 후원 : 김기식 의원실, 김성곤 의원실, 박병석 의원실, 우상호 의원실

- 내용 : ODA와 자원외교의 현황과 문제점 | 양영미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장

         중점협력국 선정의 쟁점과 문제점 | 이태주 ODA Watch 대표

         EDCF 이익공동체 실태와 문제점 | 이강준 에너지정치센터 센터장

         KOICA 와 EDCF의 정보공개 실태와 문제점 |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2015 원조투명성 기획포럼 : 대한민국 IATI가입, 준비현황과 과제는?>

- 주최 :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 정보공개센터는 토론으로 참여

<주요 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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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업

① 회원관리

- 2016년 2월 15일 현재 1157명의 누적회원이 활동하고 있음. 이는 지난해 대비 66명이 증가한 것임. 

- 주로 SMS와 SNS, 이메일을 통해 회원과 소통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센터 회원 소식지인 ‘레알에

너지’를 재정비하여 회원들에게 발송하고 있음. 

- 밀도 높은 회원소통을 위해 회원소식지 발송을 정례화하고, SNS를 통한 소통을 강화할 필요 있음. 

- 레알에너지 소식지 14회 발송, 회원 인터뷰 8명

<주요 활동내용>

②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신청

- 후원금에 대한 연말정산용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기간이 종료되어 (2010-2015) 안전행정부에 단체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함.

- 정보공개센터가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로 지정됨 (2016-2021)

③ 방바닥 영화제 및 문화강좌

- 회원과 함께하는 회원 사업이자 문화 활동으로 매달 첫째주 목요일 회원들과 함께 영화를 감상하

는 <방바닥 영화제>를 진행함. 4월부터 9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영화제가 진행되었음. 참여하는 회

원 수는 유동적으로 대략 매달 10명 내외의 회원이 참여함.

- 평일 저녁에 진행되어 상영시간에 따라 상영작이 제한 적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음. 

또한 영화제 이후 후기가 기록되지 않았음. 하지만 필요한 사업비용에 비해 참여한 회원들의 만족

도가 높았음.

- 그 밖의 회원 사업으로 7월 16일 사진작가이자 정보공개센터 회원인 이진혁 님을 강사로 초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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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진 잘 찍는 법” 강좌를 진행함.

- 10월 8일에는 음악비평가이자 정보공개센터 회원인 서정민갑님을 강사로 초빙해 “대중음악의견가 

서정민갑이 공개하는 재즈의 비밀” 강좌를 진행함.

- 회원 대상 프로그램 안정화 및 강화를 위해 방바닥영화제와 문화강좌에 대한 세부적인 기획이 필

요함.

- [정보공개센터 방바닥영화제] 4월의 영화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 

- [정보공개센터 방바닥영화제] 5월의 영화 “나쁜교육”

- [정보공개센터 방바닥영화제] 6월의 영화 “랜드앤프리덤”

- [정보공개센터 방바닥영화제] 7월의 영화 “잉여들의 히치하이킹”

- [정보공개센터 방바닥영화제] 8월의 영화 “바바둑”

- [정보공개센터 방바닥영화제] 9월의 영화 “시계태엽 오렌지”

- <여름휴가맞이 사진강좌> 여행사진 잘 찍는 법

- <가을맞이 특별문화강좌> 대중음악의견가 서정민갑이 공개하는 재즈의 비밀

<주요 활동내용>

④ 알권리감시단 모집

- 서울을 중심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행의정감시를 위해 회원모임인 <알권리감시단>을 구성함. 

- 10명 이상의 회원 및 시민이 참여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운동에 대해 회원을 중심으로 한 시민역량

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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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활동의 투명성
_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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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감사 36

     - 감사 : 이재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인회계사)

     - 감사대상 기간 :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2. 사업감사 38

     - 감사 : 정환봉 (한겨레신문사 기자)

     - 감사대상 기간 : 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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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역 금 액 비 고

급여 121,880,400원

복리후생비 16,796,480원

운영비 10,236,420원

임차료 및 관리비 14,872,170원

사업비

내부사업 10,745,680원

교육사업 5,853,553원 NPO지원센터, 뉴스타파

탈바꿈사업 765,340원

운영지출 합계금액 181,150,043원

내 역 금 액 비 고

회비수입 121,376,970원

후원금수입 39,709,000원

사업수입

지원사업 5,000,000원 뉴스타파

교육사업 5,853,575원 NPO지원센터, 뉴스타파

탈바꿈사업 26,146원

기타수입 1,046,222원

 운영수입 합계금액 173,011,913원

회계 감사

■ 당기 운영차액

제8기(2015. 1. 1. ~ 12. 31)의 당기 운영차액은 (-)8,138,130원으로, 그 내역을 운영수입과 운영지출

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수입

운영수입 합계금액은 173,011,913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운영지출

운영지출 합계금액은 181,150,043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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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역 금 액

제1기(2008) 운영차액 26,101,517원

제2기(2009) 운영차액 709,419원

제3기(2010) 운영차액  (-)3,097,351원

제4기(2011) 운영차액 15,867,334원

제5기(2012) 운영차액 (-)497,110

제6기(2013) 운영차액 9,622,555원

제7기(2014) 운영차액 (-)5,812,586

전기이월 운영차액 누적액 42,893,778원

■ 차기이월 운영차액 누적액

차기이월 운영차액 누적액은 전기이월 운영차액 누적액에서 당기 운영차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전기

이월 운영차액 누적액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차기이월 운영차액 누적액은 전기이월 운영차액 누적액 

42,893,778원에 당기 운영차액 (-)8,138,130원을 합한 34,755,64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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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감사

■ 정보공개 활동

- 정보공개센터는 2015년 ‘박근혜 정부 알권리 중간 평가’, ‘정보공개 사각지대 파헤치기’ 등

을 주요 사업으로 두고 진행하였음. 하지만 박근혜 정부 알권리 중간 평가 사업은 정보공개수수료 

관련 조례 전수 조사와 정보공개청구 때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의 의원 발의

에 참여하는 수준으로만 이뤄졌음. 또 정보공개 사각지대 파헤치기 사업의 경우 청와대, 사립대학, 

5000만원 이상 국고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 등의 정보공개실태 파악 등을 진행하려 했으나 청

와대 등이 몇 차례 비공개 결정을 한 이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 

- 탈핵 관련 후속 사업은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방사능 와치 홈페이지 책임 주체가 결정되지 

않았고, 에너지-탈핵 활동 네트워크로 구상한 에너지데이터센터(가)는 구성되지 않음. 원전 등 정

보 전자 데이터베이스 작성 사업도 지연되고 있음.  

- 일상적인 정보공개 활동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 센터의 정보공개 활동이 표출되는 홈페이지 ‘오늘

의 정보공개청구’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은 2013년 158개, 2014년 129개에서 2015년 62개로 

계속 줄어들고 있음. 특히 2015년의 경우 2014년에 견줘 절반 이하로 급격하게 게시글이 줄어든 

상황.

- 2014년 세월호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활발히 했던 것에 비하면 2015년 국정교과서, 메르스 등 

각종 주요 현안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가 상당히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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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성과 상세내용

국정교과서
공개 받은

내역 없음

-집필진 정보공개 청구는 비공개로 소송 제기, 국정교과서 광고비 내역은 의원실에

서 먼저 공개했으며 센터는 비공개 결정 받았음. 기타 2009년도 교육과정 해설 관

련해 주체사상 교수·학습 주문 관련한 내용은 사전공개 자료. 

메르스 3건

-(1) 메르스 관련 보건복지부 위기 평가회의 개최 건수, (2) 2년전 메르스 대응훈련 

하고도 실패한 보건복지부, (3) 메르스 확산방지 지하철 마스크 수량 등 3건 공개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2014년 12월)은 의원실에서 먼저 공개했으며 센터

는 비공개 결정 받았음.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내역서 등은 사

전공개 자료.

- 특히 각 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와 관련해 센터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와 업무협약 작성하고 공공기관의 악의적 비공개활동에 법률대응하기로 했으며 인천남구청 정보공

개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성과라고 볼 수 있으나,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는 인천남구청 사건

과 국정교과서 관련한 2건 뿐이었음. 

■ 언론 및 연대 활동

- '정보공개센터'가 언급된 기사(네이버 검색 기준)는 2013년 총 758건에서 2014년 586건, 2015년 

542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 전반적인 언론활동은 위축된 것으로 보임.

- 연대활동의 경우 포이동 모여라 사업과 찾아가는 공터학교의 경우 몇 차례 진행하는 등 유지가 되

는 수준이나 뚜렷한 성과를 찾기는 어려움. 은평대안의회는 지원 불발로, 각종 스포츠 행사 감시 

활동을 위해 꾸린 “메가스포츠 대책위”는 해당 지역단체들의 참여 미비로 계획 단계에서 더 이

상 진행되지 못했음.

- ‘가치 있는 활동 같이하자’는 공모를 통해 시민단체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에 지역예산모

니터링 지원 및 정보공개 3.0 사업‘을 선정해 300만원의 활동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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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사업

- 2016년 2월4일 현재 누적회원은 총 1157명으로 지난해 대비 66명의 회원 증가가 있었음. 회원 증

가 속도는 최근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1000명이 넘어가 센터의 몸집이 커진 상황에서 급격한 

회원 증가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정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어 보임. 

- 다양한 회원 활동이 진행되었음. 3월부터 9월까지는 방바닥 영화제를 진행했으며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을 강사로 사진, 대중문화 영역과 관련한 강좌 등도 진행됐음. 

■ 센터운영

- 현재 센터 임원진은 대표 1명, 고문 2명, 소장 1명, 운영위원 32명(대표 및 소장 포함), 사무국은 

소장 1명, 상근활동가 4명(퇴사 예정 활동가 포함), 수습간사 1명으로 구성됨. 퇴사 등 고려시 상

근활동가 인원은 변동 없는 상황. 

- 이사회는 운영위원회로 체제가 변경됐고 매월에서 분기별로 개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4차례 모두 

안정적으로 열린 부분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2014년의 경우 월별 이사회 회의 개최가 제

대로 이뤄지지 않았었음.

■ 종합 및 제언

- 전반적으로 센터의 기본 업무인 정보공개 활동이 위축된 경향을 보임. 또 탈핵 사업 등 과거 사업

의 성과를 축적․정리하고 매듭짓는 부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 

- 특히 센터가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메르스와 국정교

과서 등 현안 대응 활동 역시 국가기관의 정보 비공개 등의 이유로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음. 물

론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가 그 자체로 비난받을 일이지만, 센터의 경우 전문 단체인만큼 다양한 

정보공개청구 시도를 벌여 정보공개에 ‘성공’한 뒤 이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 다양한 경로 등

을 활용하거나 간접적인 자료 정보공개를 통해서라도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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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 동계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행사를 둘러싼 예산낭비, 지역민 의사 무시, 환경 파괴 등 여러 

사안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히는 것은 신선한 시도이며 의미 있는 사업으로 보이지만 메가스포

츠 대책위 좌초로 활동이 이뤄지지 않았음. 사업은 실패하고 좌초할 수 있음. 하지만 문제의식까

지 사장할 필요는 없어 보임. 센터가 메가스포츠 대책위 좌초를 이유로 이와 관련한 별다른 정보

공개 활동을 벌이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임.

- 센터 활동 전반에 ‘선택과 포기’가 필요해 보임. 센터의 역할이 정보공개를 통한 공공기관의 감

시와 견제라면 파괴력 있는 정보공개가 지속되어야 함. 힘이 없거나 특별한 내실이 없는 정보공개

는 사장될 뿐 감시와 견제의 효과를 달성하기가 힘들기 때문. 하지만 센터의 자원이 한정된 만큼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집중할 것과 포기할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향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임. 메르스, 국정교과서, 최

근 개성공단 폐쇄 등 현안대응에 활동에 중심을 둔다거나 메가스포츠 대책위처럼 계획된 행사나 

일정을 염두에 두고 집중적인 정보공개를 하는 등 다양한 방향성이 있을 수 있음. 센터가 어떤 역

할에 중심을 두고 활동을 할 것인지 정하고 그 방향성 속에서 활발한 정보공개활동을 진행할 필요

가 있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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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우리 시대 희망을 쏘아 올려라”

2008년 10월 9일 정보공개센터 창립선언문에 적힌 문구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으로 

알권리를 향해 목소리를 내었고, 정보 은폐와 싸워왔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의 알권리가 소중하다는 것이 조금씩 퍼지고는 있지만, 

지금은 여전히 소수의 권력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정보 불평등의 시대이고 

시민들의 알권리가 무시당하는 시대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오늘도 여전히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정책을 모니터링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보공개가 왜 중요한지 알리는 활동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간의 정보공개운동을 넘어서 

투명사회 운동으로의 전환이라는 더 큰 상상을 해 봅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투명사회는 일부 공권력의 정보공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정보공개와 투명성에 대한 책임과 책무가 자연스레 문화가 되는 사회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런 상상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더 단단해 지려고 합니다.

“이우이우 프로젝트”는 

2018년 정보공개센터가 10년 되는 해까지 우리가 놓지 않고 가져갈 다짐이며, 

그 이후의 정보공개센터를 고민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2008년 우리가 쏘아올렸던 희망의 화살을 찾아 

2015년을 기점으로 2016년, 2017년, 2018년..

새로운 희망으로 다시, 더 멀리, 더 높게 쏘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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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이우 프로젝트”

以友 [이우] 벗과 함께, 벗 삼다

정보공개센터는 2016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이우이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우이우 프로젝트는 정보공개센터가 10년차가 되는 2018년을 준비하며

정보공개운동에서 투명사회 운동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정보공개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3개년 프로젝트입니다. 

2016년에는 이우이우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 

정보공개센터와 정보공개운동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진단과 

알권리 영역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에 집중하는 활동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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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한 뼘

① 정보공개제도 제정 20주년 맞이 “알권리 이슈리포트” 발간

- 해외 정보공개제도 동향 분석

- 공공기관 정보공개 실태조사

② 정보공개 제도개선

-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위한 좌담회 개최

- 알권리 관련 법률개정 및 행정개선 내용 제안

③ 정보공개교육 심화

- 분야별 정보공개교육 프로그램 기획

- 정보공개교육 커리큘럼 개발

- 정보공개+예산 시민모임 운영

④ 정보공개연구 공개 세미나

- 정보공개연구모임 <FOI동> 주관 공개세미나 정례화

이우이우 프로젝트_Episode 1

2016년 주요 활동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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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력 한 뼘

① 알권리감시단 활동 전개

- 서울지역 의회 의장단/자치단체장 업무무추진비 집행내역 모니터링

- 서울지역 의회 의원 해외의정연수 내역 분석

② 총선 맞이 서울지역 국회의원 후보 분석

- 서울지역 20대 국회의원 후보들의 의정활동 분석

③ 사립대학교 정보공개 실태조사

- 사립대학교 정보공개창구 정보 집적 및 공유

- 사립대학교 정보공개포털 등록을 위한 캠페인 진행

④ 악의적 정보비공개 대응

-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정보공개소송 진행

- 악의적 정보비공개 사례 접수 창구 신설

내공 한 뼘

① 정보공개센터 및 정보공개운동 조직 진단

- 정보공개센터 내외적 역량 개발 요인 진단

- 정보공개센터 및 정보공개운동 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회원 설문 진행

② 활동가 교육 및 훈련

- 신입활동가 2명 충원 및 교육 훈련

-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진행

③ 회원 프로그램 확대

- 방바닥 영화제 및 회원 대상 문화강좌 등 회원 프로그램 강화



50

전문성 한 뼘_ 연구 및 교육

■ 목적

- 정부3.0을 통해 공공정보의 개방 및 공유를 골자로 한 정부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

제 공공기관에서 이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행 정보공개제도의 고질적

인 문제들로 인해 시민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임. 

-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정보공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의 투명성을 재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정보공개센터가 ‘공터학교’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보공개교육은 다양한 활동

분야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공개운동의 확산

과, 정보공개센터에도 활동 영역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  

- 이러한 교육 경험들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센터는 더 다양한 정보공개교육 콘텐츠를 발굴

하고, 민간의 정보공개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사업내용

① 정보공개제도 제정 20주년 맞이 ‘알권리 이슈리포트’ 발간

- 현행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더 나은 정보공개제도 제안을 위한 연구보고서 발간

-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실태를 조사하고, 선례가 될 해외 정보공개제도의 동향을 분석함.

- 연구주제 안 : 해외 정보공개제도 동향 분석(가)

               이용자 경험에 따른 정보공개제도 실태조사(가)

               정보공개제도의 쟁점 및 보완사항(가)

- 일정 : 연구진 구성 및 연구작업 착수(상반기), 보고서 발표 및 자료 배포(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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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공개 제도 개선

- 공공기관과의 좌담회 등을 통해 정보공개 제도 및 정보공개 관련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

항에 대해 민/관이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이슈리포트 등의 연구결과와 좌담회 토론을 통해 도출된 결론을 종합해 법률개정 제안서와 행정개

선 제안서를 만들어 국회와 행정부에 제안.

③ 정보공개교육 심화

-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강의형 정보공개교육을 참여형으로 개편하여 참가자들이 주체적으로 교육과정

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정보공개커리큘럼을 기초(정보공개청구서 작성)에서 심화(정보공개소송 소장 작성) 각 단계별로 개

발함. 

- 교육참여자들의 정보공개청구 실무에 대한 습득뿐만 아니라 청구와 정보 습득 이후의 정보 가공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정보의 활용도를 높임.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총 2회의 교육을 진행함. 

- 시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보공개교육이 결합된‘은평대안의회’와 ‘시민자치학교’

등이 운영된 바 있음. 그동안의 프로그램에서 도출된 한계인 정보공개교육이 일회성에 그치는 점, 

지역사회에서 정보공개를 활용하기 위해 예산 분석, 행의정 업무 파악 등 전문 분야의 학습이 필

요한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예산과 정보공개를 결합한 시민 공부모임을 진행하고자 함.

- 1년 동안 격주 모임으로 구상하고 있는 본 사업은 좋은예산센터와 정보공개센터가 함께 진행할 예

정이임. 

- 정보공개청구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행정․의정 감시분야의 시민사회 및 지역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④ 정보공개연구 공개 세미나

- 부정기적으로 운영되던 정보공개연구모임 FOI동을 정례화하여 연구자들의 정보공개 동향 분석 및 

연구결과를 공론화하고 정보공개센터 회원 및 일반 시민들과 공유함

- 총 3회의 공개세미나를 포함한 격월간 모임을 통해 정보공개동향 및 이슈를 공유하고, 정보공개정

책을 연구함. 

- 연구성과를 모아 하반기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FOI동 구성원을 보강하고, 조직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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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력 한 뼘_ 이슈파이팅

■ 목적

- 2015년에 메르스 등 각종 주요 현안과 관련한 정보공개센터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내외적 평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현안에 대한 문제제기 및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 

- 4월 20대 총선을 기점으로 서울지역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에 대한 기존 의정활동의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확보하고자 함.

- ‘알권리감시단’활동을 통해 중앙정부와 광역단체 중심으로 이뤄지던 행정․의정감시 활동을 서울

지역 내 기초자치단체로 집중해 일반 시민들의 지역 행정․의정 감시를 실천하고자 함. ‘알권리감

시단’활동은 회원과 일반 시민이 직접 정보공개청구 및 정보 분석을 수행하고 위법한 비공개에 

대해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정보공개센터 사무국 활동가와 함께 진행함으로써 정보

공개제도의 대중화, 회원 및 일반시민과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간 유대강화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

음.

■ 사업내용

① 알권리감시단 활동 전개

- 서울지역 25개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분석

- 서울지역 25개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분석

- 서울지역 25개 기초의회 의정연수 현황 분석

- 기타 감시단의 자체 의제 선정 후 추진

② 총선 대응_ 서울지역 국회의원 후보 분석

- 대상 : 20대 총선 출마하는 전현직 국회의원

- 내용 : 각 의원별 정치후원금 모금 현황, 정책개발비 집행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열려라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회의록시스템’ 상에 공개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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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립대학교 정보공개 실태조사

- 대상 : 전국 사립대학

- 내용 : 대학 정보공개캠페인단 모집

       : 캠페인단과 함께 전체 사립대학의 정보공개접수 창구 및 정보공개 담당 부서 정보 수집

       : 사립대학 정보공개청구 안내 및 링크 페이지 신설

       : 사립대학교의 정보공개포털 등록을 촉구하는 캠페인 진행

④ 악의적 정보비공개 대응

-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한 사업 지속

- 진보네트워크센터와의 법률 지원 협약을 통한 소송 이외에 정보공개센터 상근활동가들이 직접 정보

공개소장 작성 및 소송 진행

- 정보공개 판례 분석

- 공공기관의 악의적 정보비공개 및 행정처리에 대한 사례 접수 창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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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공 한 뼘_ 역량 강화

■ 목적

- 정보공개센터 10년차 이후의 정보공개운동을 위해 그간의 활동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

한 비전을 재정립할 필요 있음. 단지 단체만의 성장이나 역량의 강화만이 아닌, 정보공개운동의 

성장과 역량강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7년간 해 온 정보공개운동에 대한 진단 및 평가와 이를 실행

하는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에 대한 조직진단이 함께 진행되어야 함. 

- 또한 상근활동가가 교체로 인한 활동 및 운영상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활동가들의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 

- 정보공개운동의 가치를 확산하고, 활동기반을 안정화하기 위해 회원들과의 결속을 다질 필요가 있

음. 단 회원활동의 시너지를 위해서 회원 만남이 정보공개에 대한 공감 및 이해뿐 아니라 회원 간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함.

■ 사업내용

① 정보공개센터 및 정보공개운동 조직 진단

- 사무국을 중심으로 조직역량강화 컨설팅을 통해 단체의 미션, 비전을 포함한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 및 측정.

- 정보공개운동 및 정보공개센터의 위기요인 분석을 통해 활동 강화 요인 진단

- 정보공개센터 회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센터 활동에 대한 평가 설문 및 인터뷰 진행

- 정보공개운동 시민사회단체 대상으로 정보공개센터 활동에 대한 평가 설문 진행

② 활동가 교육 및 훈련

- 2016년 상반기 중 신입활동가 2명 공개채용 (1명 채용 완료, 1명 서울청년혁신활동가 지원 신청 예

정) 과 신입활동가 수습교육 및 훈련

- 활동가의 실무 능력 강화를 위한 모금전략 및 홍보전략에 대한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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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세무, 회계 등 전문가 그룹 자문

③ 회원 프로그램 확대

- 회원모임 방바닥 영화제 정기 진행

- 회원 대상 문화강좌 연 6회 진행

- 상반기 중 신입회원 만남의 날 진행

④ 회원관리 시스템 재정비

- 이메일 및 문자 주소 등 회원 연락망 재정비

-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자동 발급을 위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 및 신청을 위한 

회원 개인정보 확인 및 동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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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정보공개센터의 
활동_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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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수입 항목별 비율>

             <2016년 지출 항목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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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6 정보공개센터 예산안

月 수입기준 年  수입 기준 계정과목 月 지출기준 年 지출 기준

12,000,000 144,000,000 회비 　 　

3,250,000 39,000,000 후원금 　 　

2,000,000 24,000,000 프로젝트지원 　 　

250,000 3,000,000 잡수입 　 　

　 　 급여 10,945,000 131,340,000

　 　 복리후생비 1,500,000 18,000,000

　 　 회원사업 725,000 8,700,000

　 　 정보공개사업 1,150,000 13,800,000

　 　 같이가치 공모사업 250,000 3,000,000

　 　 운영비 1,080,000 12,960,000

　 　 임차 및 관리비 1,300,000 15,600,000

　 　 예비비 550,000 6,600,000

210,000,000 계 2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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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산출 131,340,000

활동가 급여

퇴직금적립 + 소장 직책수당 적립 6,000,000(500,000*12)

4대보험 12개월 분

기타 

98,240,000

12,800,000

20,000,000

300,000

정보공개사업비 산출 13,800,000

알권리감시단

알권리소송

공터학교

포이동

예산 및 정보공개 스터디

정보공개안내 홍보물 제작

정보공개청구수수료

조직진단

정보공개 이슈리포트

네트워크

기타

600,000

1,500,000

3,000,000

600,000

1,000,000

500,000

1,000,000

1,000,000

3,000,000

1,000,000

600,000

회원사업비 산출 8,700,000

정기총회

후원회원의밤

신입회원모임2회

방바닥영화제 6회 + 문화강좌 6회

1.500.000

5.500.000

500.000

1.200.000

임차 및 관리비 산출 15,600,000

임차비(1,150,000*12)

전기요금

13,800,000

1,800,000

② 지출 항목 산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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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를
일구는 사람들
_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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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조직도

총회

감사 고문단

대표단

운영위원회

연구소 소장 정책위원회

특별위원회

- 탈바꿈위원회

- 포이동

...

사무국장

팀장 팀장 활동가 활동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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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임원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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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데이터저널리즘연구소 소장), 김여선(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진(뉴스타파 대표), 김유승(정보공개센터 소장,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김형완(인권정책연구소 소장), 도류(불도암 주지스님), 민경배(경희사이버대 모바일융합학과 교수), 

박대용 (뉴스타파 기자), 박동진(국제사이버대 웰빙귀농학과 교수), 박상호 (전 '나라곶간을 지키는 사

람들' 활동), 백우연 (청년유니온 노동상담국장), 설문원(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성재호(KBS 기

자), 성창재(변호사), 신동호(전 경향신문 논설위원), 안기석 (국제회의통역사), 이강준 (전 에너지정치

센터 소장), 이경득(새한상사 대표), 이도훈 (배움 여행자) 이상미(경복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소연

(덕성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승휘(대표겸직), 이종필((사)마을 활동가), 장병인(How’s 컨설팅 대

표), 장유식(변호사), 전진한(정보공개센터 전 소장, (사)바꿈 사무처장), 정창수(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

지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하승수(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한학수(MBC PD), 홍일표(더미래 연

구소 사무처장)

￭ 정책위원

김유승, 김형완, 민경배, 백우연, 성창재, 신동호, 이강준, 이상미, 이상석, 장병인, 전진한, 최정민

￭ 사무국

김유승(소장), 정진임(사무국장), 강성국(활동가), 강언주(활동가), 조민지(활동가), 김조은(수습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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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신임 임원 추천

￭ 운영위원

정슬기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석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책위원

- 함께하는시민행동_좋은예산센터 부소장

-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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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_정관



65

2008.10.09  (제정)

2009.03.26  (개정)

2010.04.23.  (개정)

2013.02.22.  (개정)

2015.02.26.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단체는 기록정보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사회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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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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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단체에서 활동하는 각종 캠페인 참여

3.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며 표결에 참여

4. 단체에서 발간하는 출간물의 수령

6. 기타 본 단체의 제안 사업에 대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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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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단체는 다음의 각호와 같은 임원을 둔다.

대표 4인 이내

고문 10인 내외

운영위원 30인 내외

정책위원 10인 내외

감사 2인

소장 1인

제10조 (임원의 임기)

본 단체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대표 3년

2. 운영위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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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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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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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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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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본 단체의 운영 및 사무 수행을 위해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며 

액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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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2. 총회원수 5분의 1이상으로부터의 요구가 있을 때

3. 운영위원회 재적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4.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전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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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재적 회원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회원은 회의에 관한 사항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회

원은 다른 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총회의 의사는 출석표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 일 경우는 의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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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2조 (총회 회의록)

총회의 회의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 이사와 감사의 서명 후 이를 본 단체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2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전항의 요구가 있을 때는 2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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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표결방법)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운영위원은 다른 운영위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

우 해당 운영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5조 (의결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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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 및 전문가 중 소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정책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7장 사무국

제27조 (사무국의 구성)

① 본 단체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상근활동가를 둔다. 

③ 사무국장의 임명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상근활동가의 임명은 소장이 한다.

④ 사무국 부설 연구소를 둘 수 있다.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 (재정)

① 본 단체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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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 단체의 모든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③ 본 단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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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제31조(준용) 

본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등 관련 법률과 비영리단체의 운영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

른다. 

제9장 부칙

제32조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 승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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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