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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이슈 확산

① 악의적 비공개 대응

￭ 국정교과서 집필진 및 편찬심의위원 비공개 소송

- 2015년 말 박근혜정부가 중등역사교과서 및 고등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 채택 방식에

서 국정편찬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받았음. 사회

적 관심이 높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집필과정, TF운영 등이 폐쇄적으로 진행되어 

논란이 된 바 있음.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국정교과서 집필진 및 편찬심의위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소송을 제기함. 

- 정부(교육부)의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 및 편찬심의위원 비공개에 대해 ‘민주사회를위

한변호사모임(김영준 변호사)’과 함께 진행한 행정소송(1심 원고 패소 이후 항소 진

행) 승소함.

- 정부의 정책 추진단계에서의 시민들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2015년 11월 20일 :�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에 국정교과서 집필진 및 편찬심의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 2015년 12월 3일 :� 교육부,� 국정교과서 집필진 및 편찬심의위원 명단 비공개 (정보공개법 9조 1항 5호)

•� 2015년 12월 24일 :� 정보공개센터와 민변 공동으로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 2016년 9월 9일 :� 서울행정법원 원고 패소 판결.� 항소 제기

•� 2017년 1월 18일 :� 서울고등법원 원고 승소 판결.

<경과>

“�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청소년 역사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역사교과서 집필 작업에 관여한 이사

건 편찬심의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구성이 편향되거나 요구되는 수준에 못 미치지 않는 등

구성의 정당성에 관하여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 ”

“� 역사교과서 편찬은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비밀

이 요구되어 은밀히 진행되어야 하는 분야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전문성과 공정성이 검증된 위원들이 관여

하여 역사편찬 과정 자체가 다시 논란과 불신의 대상이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원고 승소 판결문 내용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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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관의 시민 통신정보 무단수집 관련 정보공개 소송

-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사찰 및 감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 

이후 각 이동통신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대량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이 국회의원, 

기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일반 시민 등을 통해 밝혀지고 있는 실정임.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경우 요청사유, 해당 이

용자와의 연관성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

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각 수사기관이 작성한 ‘자료제공요청서’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따라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 함.

- 본 소송으로 수사기관의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한 감시 및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응하는 판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2016년 3월 15일 :� 이동통신사를 통해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의 통신자료가 ‘서울지방경찰청’� 및 ‘국가정

보원’에게 당사자 동의 없이 제공된 사실을 확인함

•� 2016년 3월 17일 :� 서울지방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자료제공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함.

•� 2016년 3월 30일 :� 비공개결정을 처분 받음.� 서울지경(4호 수사),� 국정원(법4조3항 적용대상 제외)

•� 2016년 5월 31일 :� 서울지경과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비공개취소 소송을 제기함.� (사단법인 두루 김용진,�

이주언 변호사)

•� 2016년 12월 23일 :� 서울지경 선고(원고 패소 판결)

•� 2017년 01월 31일 :� 서울지경 항소장 제출

•� 2017년 2월 23일 :� 국정원 선고(원고패소(가� 되겠지만,� 항소하고 결과적으로는 승소할것임))

<경과>

② 정보 은폐 및 기록 무단유출 대응

￭ 경찰청장 '기록물 무단파기' 또는 '은닉' 혐의로 고발

- 2016년 10월 7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50조 및 제51조에 근거한 공공

기록물 무단파기 또는 은닉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 이철성 현 경찰청장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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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성 경찰청장은 국장감사에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백남기 농민이 살수차

에 의에 부상당한 당시) 경찰이 작성한 상황속보를 “열람후 폐기”했다고 답변했으나 

이후 일부 상황속보가 확인되어 상황 책임자인 경찰청장에게 기록물 무단파기 및 은

닉 혐의가 있다고 판단됨.

- 경찰에 의한 시민의 비극적인 죽음과 관련해 경찰의 책임여부를 밝히는 데 중요한 기

록을 무단으로 파기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한 조치임.

￭ 박근혜 대통령과 보좌진 ‘기록물 무단유출’ 혐의로 고발

- 2016년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

속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

서관 이상 7명을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함.

- 언론보도 및 박근혜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기록물인 연설문 등이 일반개인

인 최순실에게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사항임.

- 고발을 통해 불투명한 국정운영, 비선 개입 등 초유의 국정농단사태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함. 

③ 알권리 사각지대 조명

-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정보공

개운동을 전개함.

￭ 사립대학교 정보공개 실태 조사

- 서울지역 36개 사립대학(4년제) 및 전국 45개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처리 

대장을 분석해 사립대학의 정보공개청구 편의성 및 정보공개처리절차 준수, 공개현황 

등을 조사함.

- 이 과정에서 대다수 대학의 정보공개법 위반 사례(청구인의 신분증 요구, 청구사유가 

포함된 임의적 청구서 요구 등)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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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교 정보공개실태는 언론매체를 통해 기획보도가 되는 등 여론화가 되었으며, 

이는 사립대학교의 정보공개포털 등록 및 정부의 사립대 정보공개 점검 필요성 등을 

제기하는 데 기여함.

￭ 사립대 정보공개포털 등록 촉구

- 대학생 정보공개워크숍 진행하면서 사립대학교의 정보공개포털 등록을 1차적 목표로 

삼아 활동함. 

- 사립대학교 정보공개포털 등록을 목표로 교육부와 행정자치부에 지속적으로 이를 요구함.

- 12월 1일부로 사립대 156개, 전문대 137개 등 총 293개 사립대학교 (전체 98%)가 정

보공개포털에 등록됨.

- 사립대학의 정보공개포털 등록 이후 청구 편의성이 상당히 향상되고, 더 많은 학생 및 

시민들이 대학문제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으나, 아직 포털에 등록하

지 않은 학교들을 대상으로 한 압박과 여전한 비공개행태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지속

적으로 필요함

- 등록을 거부한 6개학교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원광대, 농협대)에 대해서

는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제기 하려 했으나 국정농단 사태로 여론화가 되지 못함.

④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안전사회 소위원회에 <안전거버넌스 구축> 주제로 전문위원 

참여함. 

- 안전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보장 방안 마련, 위험정보에 관한 시민의 알권리와 정

책결정과정에의 참여권 보장과 관련한 논의에 참여했으며 안전관련 위원회 시스템 개

편, 위원회 정보의 공개, 대통령의 7시간 관련 대통령기록 공개 강화 및 기록범위 확

대 등을 제안함. 

⑤ 20대 국회의원 총선 대응

- 총선에 출마해 공약을 제출한 총 22개 정당의 공약을 비교분석하고, 예비후보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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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전과,재산,여성참여율 등을 분석함. 

- 총선기간 동안 정책분석 기능을 집중적으로 하는 언론 또는 단체들이 적었던 탓에 정

당별 정책공약 분석의 경우에는 총선에 긍정적 기여를 했다고 평가됨. 또한 후보들의 

전과내역을 분석해 후보들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전력, 권력형 범죄와 비리 전력을 

공개해 공직 출마자의 윤리의식 촉구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는데 기여함. 

- 최초 총선대응 사업은 ‘알권리 감시단’ 활동의 일환으로 계획되었으나 후보 분석 및 

검증 등의 활동이 ‘총선넷’의 활동 내용상 유사해 중복 우려와 일정상의 문제로 사무

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따름.

- 또한 정치넷, 총선넷, 뉴스타파 등의 의정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이 활발했는데, 이들

의 데이터 시각화와 상호적 UI를 활용한 새로운 온라인 시민활동 등 새로운 사회운

동방법을 차후 정보공개센터 활동에 적용하는 시도를 구상할 필요가 있음.

⑥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공개

- 반도체노동자의 죽음에서 구미 불산 사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살균

제까지 문제가 계속되며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개 필요성이 커지면서, 유해

화학제품 사용실태 등을 조사하고 공유함.

- 서울NPO지원센터 ‘2016 의제사업’ 일환으로 서울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유해화학물질  

의제를 심화하고, 확대하는 기획사업을 진행함. 이후 이 작업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NPO서울의제 분석’이라는 사업을 심화됨.

- 시의성 있는 활동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공유가 많았음. 또한 반올림 등 관련 활동단체

들과의 연대활동으로 활동영역이 확장되는 성과가 있음.



제9차 정기총회 “날아라 정공센”� � � � � 11

교육 및 연구

① 대학생 정보공개 워크샵

- 자유인문캠프와 공동으로 서울지역 사립대 학생 20여명과 3회차(7월 11일 ~ 7월 28

일)에 걸쳐 서울시내 사립대에 함께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분석하는 워크샵을 진

행함. 

- 교육은 대학문제와 대학정보공개실태(대학교육연구소)/ 실전정보공개청구 및 비공개조

항 해석/ 정보공개청구로 분석기사쓰기(한겨레21 정환봉기자)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

졌으며, 대학의 알권리 실태를 알아볼 수 있는 공통청구와 관심 사안에 따른 청구를 

조별로 나누어 조사함.

- 교육 커리큘럼의 경우 실습을 주요한 목표로 둔다면 정보공개청구일정을 고려한 스케

줄 및 피드백방식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며, 불복절차를 진행하려는 의지가 있

는 참여자들을 모아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센터에서 함께 기획하는 시도 해볼 필요 있

음. 

- 워크샵을 통해 그간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확연하게 적었던 사립대에 공통으로 많은 청

구가 진행되면서, 학교측에서 정보공개제도 대해 인지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함. 

- 워크샵 이후 학내 언론사 및 학생회 등에서 정보공개청구 활용도가 높아졌으며, 단순

히 정보공개청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 등 비공개에 불복하는 등 적극적인 

정보비공개 대응 활동으로 심화됨.

-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교육은 정보공개센터에서 정례화하여 대표적 정보공개 

사각지대인 사립대의 비공개 관행에 대해 대응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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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강의내용 강의

1주

“우리학교,� 안녕하십니까?”�

-� 오리엔테이션

-� 대학문제와 알권리

-� 대학문제 사례 및 대학정보공개실태

-� 실전 정보공개청구 (조별 진행)

정보공개센터,

대학교육연구소

2주

“정보공개청구,� 어디까지 가봤니?”

-정보공개청구 진행상황 공유

-정보 비공개시 대응 방법

-청구 내용 분석,� 어떻게 할까?

-정보공개청구와 기사작성법

정보공개센터,

언론인(기자)

3주
“나의 정보공개 청구기”

-� 그룹별로 정보공개 청구했던 과정과 결과를 중심으로 청구 사례 발표

-� 사립대학 정보공개 평가 감정서 발표(체크리스트 중심)

<워크샵 교육 커리큘럼>

② 활동가 대상 정보공개교육 진행

- 활동가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활동가 직무교육으로 정보공개청

구교육이 요구됨. 이에 서울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지역혁신청년활동가를 대

상으로 2016년 11월 7일 ~ 2016년 12월 5일 총 5회에 걸쳐 정보공개교육 <활동가, 

정보공개 근력 키우기>을 진행함.

- 참여한 활동가들이 대부분 인턴쉽 성격(청년혁신활동가)이다보니 구체적인 활동분야에 

대한 정보공개대응 보다는 기초교육 형태로 진행함. 

- 활동가 대상 정보공개교육의 커리큘럼을 세분화하고,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

고자 했던 목표에 맞게 사업을 추진했음.

- 강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간동안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해 실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정보공개청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험 및 변수들에 대응할 수 있게 함.

- 이후 예산 등 행정정보 활용을 중심으로 한 활동가 정보공개교육 교재개발 및 심화과

정 커리큘럼을 실행해 교육과정을 안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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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일 시 프로그램(내용) 형태

1회
2016.11.07.

(14:00-17:30)

알권리 감수성 찾기

(공공데이터 활용사례 소개 및 활용 방법 안내)
강좌

2회
2016.11.14.

(14:00-17:30)

실전,�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 방법 및 노하우 공유)

강좌/

실습

3회
2016.11.21.

(14:00-17:30)

우리 동네 아카이빙하기

(청년활동가의 활동을 기록하는 법,� 지역단체 정보 아카이빙)
강좌

4회
2016.11.28.

(14:00-17:30)

우리 동네 살림살이 들여다보기

(예산기초교육)
강좌

5회
2016.12.05.

(14:00-17:30)

정보공개청구,�어디까지 가봤니?

(공개정보 취합/가공/분석 과정 실습)

강좌/

실습

<교육과정 커리큘럼>

③ 예X정 충만 예산 공부모임

- 기존에 정보공개센터에서 시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보공개와 예산 교육이 

결합된 ‘은평대안의회’와 ‘시민자치학교’ 등이 운영된 바 있음. 그동안의 프로그램에서 

도출된 한계인 정보공개교육이 일회성에 그치는 점, 지역사회에서 정보공개교육을 활

용하기 위해 예산분석, 행의정업무 파악 등 전문분야의 학습이 필요한 점 등을 보완

하기 위해 좋은예산센터와 함께 예산과 정보공개를 결합한 시민 공부모임을 진행함.

-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 일반 시민 20여명과 함께 4회에 걸쳐 지방재정 공개강좌를 진

행하고, 이후 소규모의 예산분석 모임으로 지속함. 

-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시민 및 활동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 지속적으

로 참여한 사람들은 먼 지역에서 결합하는 사람들이다보니, 안정적인 모임으로 연결

되지 못하고 해소함. 

- 재정 및 행의정 과정에 대한 참가자들의 경험수준 및 지식이 상이해 이후 관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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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진행할 경우 대상자들을 구체화 시킬 필요 있음. 

- 정보공개와 예산과 정보공개를 결합한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에 대한 요구가 많아짐. 

④ 정보공개 연구모임 <FOI동> 공개세미나

- 2016년 4월 28일 FOI동이 주관해 <세상을 여는 힘, 오픈데이터> 공개세미나 진행함.

- 세계 각국의 공공데이터 활용경향을 분석하고, 좋은 공공데이터의 가이드라인을 공유

함. 

- 올해는 FOI동의 안정화와 공개세미나 정례화를 목표했으나, 연구진행의 문제와 실무

자 지원 부진 등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 이후 공개세미나는 FOI동이 아닌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에서 주관해 진행하며, 연구모

임은 느슨한 형태로 운영하되, 알권리 제도 개선 과제 등은 다른 정책연구그룹을 구

성해 진행하기로 함. 

⑤ 정보공개법 개정 연구 진행

- 정보공개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현행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더 나은 정

보공개제도 제안을 위한 연구 진행함.

- 정보공개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정보공개법 개정안(초안)을 작성해 처벌조항 신설을 

골자로 박주민 의원실 및 오픈넷과 함께 정보공개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함. 

- 이후 정보공개법 뿐만 아니라 알권리 보장과 관련한 다른 법률(공공기록물관리법, 대

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 및 회의공개법 제정 등으로 개선 대상 제도를 다각도로 점검

하고, 제도 뿐 아니라 정책 진단 및 조직 개편 등 알권리 연구 범위를 확대할 필요 

있음.

- 당초 계획했던 ‘알권리 이슈리포트’는 발간하지 못했지만, 이용자 경험에 따른 정보공

개실태조사를 제외한 정보공개제도 동향 분석 및 쟁점 및 보완 사항 등은 하반기 진

행한 정보공개토론회와 겸하여 자료로 발간함.

- 제도개선운동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내용 자체를 지속적

으로 이슈파이팅 작업을 진행하며 이슈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 토론회, 칼럼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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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방법 필요함.

⑥ <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토론회 진행

- 2016년 10월 7일 정보공개센터와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공동주최, 한국기록전문가협

회 주관으로 정보공개법 제정 20주년 기념 토론회 <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

다> 진행함.

-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와 공동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알권리 관련 네트워크 활동을 확

대하는 계기를 마련함.

- 본 토론회를 통해 정보공개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키고, 여론을 형성함.

•� 발제 1:� 정보공개제도 연혁으로 본 발전경향과 특징들_최정민(행정학박사)

•� 발제 2� :� 정보공개와 저널리즘의 미래_박대용(뉴스타파 기자)

•� 발제 3� :� 정보공개법 처벌조항의 필요성 검토_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 발제 4� :� 정보공개법 개정안과 개정방향_강성국(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 토론 :� 조영삼(서울시정보공개정책과장),� 이재근(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 하승수(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

장 /변호사)

<토론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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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구축

① 오픈거버먼트 파트너쉽 참여

- 오픈거버먼트파트너쉽(OGP)은 미국 정부 주도로 정보공개와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한 

정부 투명성, 부패방지, 시민참여 등을 제고하려는 목적의 느슨한 형태의 국제협약임. 

협약의 준수를 위한 별도의 총괄 사무국을 가지며 각 국가별로 담당 

IRM(Independent Reporting Mechanism, 독립조사원)이 매년 이행정도를 평가함. 

이행 과제 중 시민단체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의 경우는 

OGP 시민사회 협의체를 2016년 3월에 결성함. 이 협의체에 정보공개센터가 결합하

여 활동하게 됨

- 한국OGP에는 한국정부(행정자치부 주관)와 서울특별시가 가입함.

- 정보공개센터는 행정자치부의 OGP 국가실행계획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서

울특별시에는 열린정부와 관련한 정책을 제안하고, 정보공개 강화 측면에서 회의공개 

강화를 제안함.

- OGP 참여는 알권리 의제에 대한 행정의 변화와 노력을 요구하는 창구가 된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음.

② 화학물질 알권리 공부모임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5년마다 

세워지는 화학물질 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이 반영되기 시작함. 그러나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정보공개에 있어, 기업은 영업상의 기밀이라는 이유로 

매우 한정적인 유해화학물질만 공개하겠다는 입장임

- 정보공개센터는 유해화학물질을 필두로 위험에 대한 정보접근 및 알권리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활동하기 위해 공부모임을 진행함.

- 1980년대 미국의 화학물질과 관련한 정보공개 제도인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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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은 책을 번역해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들과 함께 공부하고, 한국사회의 현실과 대

안을 모색함. 

-  현재 각 단위 활동가들의 업무 일정으로 휴기 중에 있으며 2017년 중 정보공개센터

에서 번역작업 완료 후 모임 재진행 예정

- 참여단위 : 정보공개센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반올림, 땡땡

책협동조합, 좋은기업센터 및 개인활동가 등

- 도서 : A Ctizen’s Right To Know - Risk Communication and Public Policy 

/ Susan G Hadden

-� 소비자는 어떤 정보를 원하는가?

•� 어떤 물질에 내가 노출되어 왔는가

•� 노출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인가

•� 앞으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우리는 어떤 정보를 원하는가

•� 제품에 대한 정보,� 물질에 대한 정보

•� 문제 발생시 해결/책임/자문 기관에 대한 정보

-� 지역주민과 노동자는 어떤 정보를 원하는가?

•� 생활반경 내에 존재하는 유해화학물질은 무엇인가

•� 이 화학물질들에 내가 노출되어 왔는가

•� 어떤 경로로,� 어느 수준으로 노출되었는가/노출될수 있는가

•� 노출이 나와 가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

•�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구체적 증상)

•� 노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있는가

•� 대체제가 있다면 사업장,� 지역에 어떤 경로로 대체제 사용을 요구할 수 있는가

-� 위험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전성분표시제,� 유해성 확인주체 설정,� 위험 징후(증상,� 상황)

-� 우리가 원하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의 안전은 어떤 것인가?

•�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 노동환경에 대한 안전?� 지역사회의 안전?� �

-� 우리는 이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취득하길 원하는가?�

•� 정보의 양,� 형태,� 종류

-� 정보의 제공과 관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기업,�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대중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 제도 개선

-� 누구와 이 운동을 할 것인가?�

•� 정부,� 기업,� 소비자,� 지역주민,� 노동자

-� 한국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현실

<모임을 통해 함께 나눈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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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보공개X예산 팟캐스트 <예정만세> 진행

- 행의정감시운동의 두 축인 ‘예산’과 ‘정보공개’를 함께 다루는 팟캐스트로 정보비공개

와 예산낭비가 두드러진 정부사업, 정부의 기록관리 행태 및 비공개 사례를 시민들에

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팟캐스트를 진행함. 정보공개센터와 좋은예산센터가 함께 진

행하고 있으며 2016년 한 해 동안 총 28회 방송함. 

- 세밀한 프로그램 기획으로 콘텐츠를 강화시킬 필요 있으며, 참여자들을 안정화시킬 필

요 있음.

•� 0회 :� 그들은 왜 내 통신자료를 가져갔나

•� 1회 :� 내로남불 국회!� 황당한 예산낭비 사례를 파헤칩니다

•� 2회 :� 투명한 국회는 어떻게 가능할까?

•� 3회 :� 우리는 얼마나 안전한가?

•� 4회 :� 알아야 할 내용을 보여주지 않는 정부3.0시대

•� 5회 :� 정부3.0!� 뭣이 중헌디!� 뭣이 중헌지도 모르고...

•� 6회 :� 책임지는 사람 없는 나라살림

•� 7회 :� 밑빠진 독상 10년,� 여전히 넘쳐나는 예산낭비

•� 8회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결산이 안되려면?!

•� 9회 :� 정부의 한심한 성교육 표준안

•� 10회 :� 괴담은 누가 만들어내는가?

•� 11회 :� 기록도 없고 책임도 없다.� 밀실행정의 끝판왕!� 대한민국 정부

•� 12회 :� 주민의 참여를 막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 13회 :� 사립대학의 베일을 벗겨라!

•� 14회 :� 청탁(부정부패)� 멈춰!� 김영란법이 지켜보고 있다

•� 15회 :� 역사 국정교과서!� 1년간 짓밟힌 우리의 알권리

•� 16회 :�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청정에너지?!� 황당한 원전운영실태

•� 17회 :� 예정만세가 주목하는 국정감사 이슈이슈!

•� 18회 :� 나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경찰

•� 19회 :� 대통령기록물관리의 모든 것!

•� 20회 :� 최순실은 왜 문광부 예산에 주목했을까?� 2017년 예산안 들춰보기

•� 21회 :� 2017년 이런 예산은 문제 아닙니까?

•� 22회 :� ‘ㄹ혜정권’� 영화계에는 무슨일이?

•� 23회 :� 최순실판 문화예산,� 잃어버린 20년

•� 24회 :� 세월호7시간,� 대통령기록물 무게의 엄중함

•� 25회 :� 재벌도 공범이다!� 삼성과 국민연금의 수상한 거래

•� 26회 :� 노조없는 삼성,� 노조 탄압의 진짜 이유는?

•� 27회 :� 예산감시와 정보공개로 만드는 투명한 세상,� 2016� 총결산!

<팟캐스트 진행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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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역량 강화

① 정보공개센터 조직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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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에 대한 비전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느껴 이우이우 프로젝트 일환으로 조직역량강

화 및 조직진단을 주요 활동과제로 설정함. 

- 이후 단체만의 성장이나 역량강화만이 아닌, 정보공개운동의 성장과 역량강화에 대한 

고민으로 확대하고자 함. 

- 1차적으로 정보공개센터 활동의 장기적 전략을 설계하기 위해 조직진단 및 비전 미션 

확립, 이해관계자 분석,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등의 작업을 준비했으며 서울npo지원센

터 프로그램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지원사업>, <임팩트테이블_전략기획> 참여함.

- 교육 및 워크샵 참여를 통해 조직의 미션 체계도를 중심으로 중장기적 전략을 설정하

고 사업을 정렬함. 이로 인해 조직의 활동을 목적을 기준으로 집중할 수 있게 됨. 

- 프로그램 참여 이후 알트랩(비영리활동의 지속가능성 진단 및 지원을 위한 그룹)과 함

께 미션/비전/핵심가치/전략 설계 및 명문화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션

체계 설계 이후에는 정보공개 활동 전반에 필요한 규정 및 시스템(인권 및 윤리규정, 

업무관련 지침)을 준비할 예정임 (2016년 12월 ~ 2017년 4월 예정)

- 당초 계획했던 회원 및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센터 설문 및 인터뷰는 

진행되지 못했음. 이는 2017년 조직 진단 사업에서 이해관계자 분석 및 참여로 지속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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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명 강의내용

비전 워크숍 -� 비전/미션/핵심가치 확인 및 재정립

비영리의 지속가능성 -� 비영리의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성 진단

이해관계자 참여 -� 이해관계자 분석 /� 참여 �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효과성 -� 이해관계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효과성

중요성 분석
-� 우리 단체의 이슈리스트 구성

-� 이해관계자 관심 도 및 단체 영향력 분석

지속가능성 진단 -� 우리 단체의 지속가능성을 진단

<지속가능성보고서 체인지모듈 커리큘럼>

주제 세부 내용

[환경분석]� NPO의 공통된 상황 진단
-� 비영리 단체의 공통된 현상 진단

조직의 건강성 향상을 위한 원리 이해

[조직정의]� 조직의 미션/비전/핵심목표

-� 미션,� 비전의 정의와 점검 기준

-� 핵심 목표 설정 및 전략 개발 방법

전략기획의 이해와 적용

[사업정의]� 단위사업의 목표와 지표 정렬

-� 성과의 정의와 개념 이해

-� 로직 모델을 이용한 output,� outcome의 이해

-� 질적 평가와 정량화의 이해

[변화정의]� 조직 핵심성과지표 수립

-� 미션 체계도와 실행단계의 연계성 이해

-� 조직의 임팩트 향상을 위한 경로와 원리 이해

MBO를 활용한 핵심성과지표 개발 학습

[규범정의]� 지속가능한 운영 기준의 이해
-� 조직의 지향지표인 표준규범의 이해

표준규범의 사례 적용

[실습]� 소셜임팩트 프레임워크 실습
-� 현재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워크샵

-� 자기 단체를 대입하여 시뮬레이션 실시

<조직진단 전략기획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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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활동가 교육 및 훈련

￭ 신입활동가 채용

- 2016년 상반기에 활동가 2인을 확충하려 했으나, 2016년 1월과 10월에 각각 활동가 

1인을 충원함. 

- 신입활동가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최종 선발했으며 2개월의 수습교육 및 훈련을 통

해 정규 활동가로 채용 완료함.

- 활동가 2인 충원을 통해 사무국 운영 업무를 안정화했으며 정보시각화, 해외 동향 분

석 등 전문역량이 강화됨.

￭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진행

- 활동가 실무 능력 강화를 위해 모금, 홍보, 데이터활용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함. 또한 안정적인 조직 운영울 위해 노무, 인사, 세무, 회계 교육 프로그램 이수함.

- 사무국 주간회의에서 30분 교육을 정례화 하여 직무와 관련된 기술 활용, 알권리 이

슈 분석, 관련 연구동향 파악 등 활동가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실행.

- 단체 상근활동가들의 근속년수가 늘어나고 개개인의 생활환경이 변화하면서 활동가 역

량강화 및 재충전 및 휴직 등의 상황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으며 실무 활동력이 감소해

도 조직 운영에 큰 무리가 가지 않도록 고르게 직무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토대를 

다짐. 

③ 사이트 개편작업

- 현재 정보공개센터 사이트(티스토리 블로그)는 2008년 10월에 개설되어 2010년 10월

에 정보공개센터 로고가 변경되면서 사이트 디자인 및 구성이 한 번 변경됨. 

- 인터넷 환경이 급변하고, 정보공개센터의 활동 방식도 변화하게 되었지만 그동안 사이

트 카테고리 구성 및 정보유통방식에는 변화를 주지 못함.

- 정보공개센터 조직진단을 하며, 정보공개센터 활동의 주요 타겟을 설정하고, 홍보 전

략을 구상하면서 기존의 사이트를 재정비하고, 콘텐츠 생산방식을 개편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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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티스토리 블로그라는 매체와 로고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사이트 카테고리와 

디자인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 또한 콘텐츠 생산방식을 변경해 <오늘의정보공개청구>를 주간으로 정례화하고, 인포그

래픽/카드뉴스/영상/ 등 소셜미디어에서 공유가 유용한 콘텐츠 중심으로, 알권리 필

요성 전달을 중심에 둔 내용구성으로 전환하고자 함.

- 정보공개교육 및 상담 창구는 홈페이지에 두어 즉각적인 상담 및 시민의 정보 활용이 

가능하게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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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사업

① 회원사업_운영

- 2017년 1월 기준 누적회원은 1235명이며, 후원해지 및 장기미납 회원을 제외하면 

2017년 1월 기준 활동회원은 688명임.

- 2016년에는 별도의 회원확대 캠페인을 진행하지는 않았으나 2015년 대비 32명이 증

가한 98명의 회원이 가입했음. 회원확대는 신입활동가들의 적극적인 회원 유치의 영

향으로 보여짐. 

- 과거에 비해 언론 노출,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지속적인 관심으로 가입한 일반 

시민 회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회원들과의 주요 소통 창구는 이메일, 문자, 페이스북이며 매월 1회 정보공개센터 소

식지를 이메일로 발송함. 

- 소식지는 평균 20% 내외의 오픈률 2% 내외의 클릭률을 나타내고 있음. 이는 일반적

인 정기 인터넷 소식지의 오픈률/클릭률과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소식지가 센터 

활동을 공유하는 주요 수단인 만큼 클릭률을 높이기 위한 콘텐츠 기획 및 분석이 필

요함. 

- 2016년에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한 소통이 크게 증가했으며 콘텐츠 공유 횟수도 증

가추세에 있음. 

② 회원사업_프로그램

￭ 신입회원 모임

- 상반기와 하반기 총 2회에 걸쳐 신입회원 모임을 진행했으며, 하반기 모임은 회원 송

년회와 겸해서 진행함

- 지인관계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회원가입 빈도가 높아지는 만큼 정보공개센터의 활동



2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을 전달하고, 문턱을 낮추기 위해 신입회원 모임은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음. 

- 신입회원 모임은 단체를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으

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진행하고 있으며 모임에 참여한 회원은 이후에도 정보공개센터 

활동에 피드백이 높은 편임. 

￭ 방바닥 프로그램

- 회원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기획으로 <방바닥 영화제>, <방바닥 락페>를 진행함. 

- <방바닥영화제>는 4월과 5월에 2회, <문화강좌>의 경우 7월에 1회 진행됨. 

- 방바닥 영화제의 경우 5명 ~ 10명 내외의 회원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담소의 시간을 

가짐. 사무국과 이전부터 인연이 있는 회원들 중심으로 참여했다는 아쉬움이 있으나 

회원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의미 있었음. 앞으로 회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

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영화제 이외에 다양화된 행사를 기획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 문화강좌의 경우, 여름이라는 계절에 맞춰 정보공개센터에서 즐기는 락페스티벌의 컨

셉으로 진행 되었으며 센터의 회원인 서정민갑 대중음악평론가와 15명 내외의 회원 

및 비회원들이 함께함. 회원보다 비회원들의 호응도가 높아 회원-사무국의 소통을 기

대했던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음. 회원을 강사로 초빙하는 프로그램 계획은 

좋으나, 단순 강좌가 아닌 정보공개센터 활동과 회원들을 소개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기획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전체적으로 당초 계획보다 실행이 적었는데, 이는 계획이 현실적이지 못했던 부분과 

센터 내의 다른 일정이 많아지면서 사무국에서 회원프로그램이 후순위로 밀린 것이 

큰 요인으로 보임. 앞으로는 센터의 다른 행사들을 함께 고려하여 미리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최대한 따를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4월 [정보공개센터 방바닥영화제]� 현실만큼 코믹한 정치영화 <스윙보트>�

5월 [정보공개센터 방바닥영화제]� 저 달이 내 마음을 비추네 ♬� <첨밀밀>�

6월 [정보공개센터 신입회원모임]� 신입 에너지 여러분,� 만나요!�

7월 [문화강좌]� 대중음악의견가 서정민갑과 함께 하는 <정/공/센 방/바/닥 락/페>

12월 [정보공개센터 송년회원모임]� 이러려고 내가 정보공개센터 회원 했다!

<방바닥 프로그램 진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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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 사업

① 불독 프로젝트 : 끝까지 간다

- 2016년 세 건의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하고, 이후에도 항소 및 신규 소송을 구상하면서 

정보공개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모금 플랫폼 소셜펀치를 통해 <불독프

로젝트> 라는 이름으로 모금함을 개설함.

- 990만원 모금목표에서 50명에게서 184만원이 모여 17%의 모금률에 그쳤지만 정보공

개센터 회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의 소액모금이 눈에 띄었으며 이것이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을 알리는 통로가 되기도 했음.

- 후원회원의밤과 맞물려 회원 및 비회원에게 모금 성격의 차별점을 직관적으로 설명하

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음. 

② 8주년 기념 후원회원의 밤 : 이우이우 분노의 질주

- 1개월의 모금 캠페인 기간 동안 불독프로젝트를 제외하고 2220만원을 모금해 목표의 

89%를 달성함. 

- 모금액에서는 전년과 대비해 큰 차이가 없지만, 후원에 참여하는 회원/시민 이 늘어났

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있음. (2015년 후원자 79명 → 119명/불독프로젝트 포함 

169명)

- 모금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한 것은 상근자들이 모금을 권유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회원들도 필요성에 대해 더 많이 공감함. 

- 모금목표 결과와 상관 없이 모금과정에서의 격려와 응원의 기운으로, 만족스러운 결과

라고 할 수 있으며 후원자과도 후원과 모금이 단지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알권리 운동을 키워간다는 공감대를 형성함. 

- 에코백을 제작해 후원에 대한 리워드를 했으나 홍보가 제대로 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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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 � � � � �2016�감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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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감사

- 감사 : 이재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인회계사)

- 감사대상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① 운영 회계

￭ 당기(제9기: 2016년 1월 1일~12월 31일) 운영차액: (-) 8,357,436원

당기 운영차액은 운영수입에서 운영지출을 차감한 금액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 합계

운영수입

일반회비 120,021,720원

후원금 21,550,000원

사업지원

지정기탁금(바보의 나눔)
25,006,274원

기타수입 1,463,375원

합계 168,041,369원

운영지출

급여

(운영급여,� 사업지원급여,� 퇴직급여,� 4대보험 포함)
123,104,139원

복리후생비 15,783,220원

운영비 11,681,746원

임차비 및 관리비 15,435,020원

사업비(내부) 7,192,680원

사업지원

지정기탁금 (바보의 나눔)
3,202,000

합계 176,398,805원

당기 운영차액(=� 운영수입-운영지출) (-)� 8,357,4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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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이월 운영차액 누계액: 26,398,212원

차기이월 운영차액 누계액은 전기이월 운영차액 누계액에서 당기 운영차액을 합한 금액

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기금 회계

￭ 당기 말 적립금 누계액: 11,788,773원

운영수입이나 운영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서 당기 말 적립금 누계액은 당기 

말 퇴직적립금 누계액과 당기 말 (알권리)소송적립금 누계액을 합한 금액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역 금 액

전기이월

운영차액

누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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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액 34,755,648원

당기 운영차액 (-)8,357,436원

차기이월 운영차액 누계액 26,398,2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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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기 말 퇴직적립금 누계액: 10,001,602원

당기 말 퇴직적립금 누계액은 전기 말 퇴직적립금 누계액에서 당기 퇴직적립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2) 당기 말 소송적립금 누계액: 1,787,171원

당기 말 소송적립금 누계액은 전기 말 소송적립금 누계액에서 당기 소송적립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내역 금액

전기 말 퇴직적립금 누계액 9,573,447원

당기 퇴직적립액 428,155원

당기 말 퇴직적립금 누계액 10,001,602원

내역 금액

전기 말 소송적립금 누계액 190,780원

당기 소송 적립금 1,596,391원

당기 말 소송적립금 누계액 1,787,17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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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감사

- 감사 : 정환봉 (한겨레21 기자)

- 감사대상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① 목적사업 활동

- 정보공개센터는 2016년 목적사업으로 ‘연구 및 교육 강화’, ‘정보공개 이슈 파이팅’을 

삼아 활동했음.

- 연구사업에서는 정보공개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알권리 이슈리포트를 발간 및 정보공

개연구 공개세미나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거의 실행되지 못했음.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계획을 세우다보니 사무국 역량 및 환경에 

따라 추진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 정보공개제도 개선 사업에서는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자체적으로 공론화는 했지만, 실

제 법안으로 발의되지는 않았음. 다만 악의적 비공개에 대한 처벌조항의 필요성에 대

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제 해외사례들을 참고해 조문화작업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2017년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 있음. 

- 정보공개교육은 정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대상을 구체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

어보임. 또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보공개교육은 없는데, 시민의 알권리 

감수성 강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만큼 활동가나 학생들보다 교육을 접할 수 있는 

통로가 좁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임. 

- 정보공개청구 활동 및 이슈파이팅에서는 전년의 감사에서 지적된 비공개에 대한 적극

적 대응, 사회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활동이 개선되는 모습이 보임. 하지만 

2016년 상반기 최대 이슈였던 총선 대응 및 알권리감시단과 함께 하는 지방의회감시 

활동은 당초 목표에 상당히 못미쳤음. 특히 이슈파이팅 작업의 주요 활동 동력으로 

삼았던 알권리감시단은 상반기 5회 가량의 모임 이후 실제 정보공개청구 활동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함. 정보공개청구가 청구인의 역량 및 공공기관 대응 정도에 따

라 결과의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만큼 다수가 공동의 주제를 가지고 정보공개청구 

작업을 할 경우 사무국에서 조율 및 조정을 잘 해야 할 것임. 총선 대응 역시 후보자 

및 정당 검증에서 사전공개되는 정보들 중심으로만 분석을 해, 심화된 정보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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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어려워 아쉬움이 남음. 

- 정보비공개에 대한 법적 대응은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주요 이슈였던 수사기관의 통신

정보 조회사유 에 대한 소송으로 두 건을 진행했는데, 같은 상황을 겪은 다른 시민들

도 대응에 참고 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이 외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

송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록의 부실한 관리실태에 대한 고발은 

매우 시의성 있게 이뤄졌다고 보여짐. 법적 대응은 장기화되고, 적지 않은 비용이 소

요되기도 한 만큼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기금 모금에 노력할 필요 있음. 

- 자유인문캠프, 대학교육연구소와 함께한 사립대학 정보공개캠페인은 사립대 정보공개 

필요성에 대한 여론화를 했으며, 행정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로 사립대학의 98%

가 정보공개포털에 등록되는 성과를 끌어냄. 

② 운영 및 회원 사업

- 2016년에는 새로운 활동가 2인이 정보공개센터와 합류하게 되었는데 디자인 등 정보 

시각화, 해외 동향 분석 등 기존 활동가들과는 다른 전문역량이 투입되어 기존의 사

무국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함.

- 회원은 2016년 한 해 동안 98명이 늘어나 누적회원이 1235명이 됨. 기존 회원의 상

당수가 사무국을 통해 회원가입을 했던것에 비해 언론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활동을 

접하고 가입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긍적적임. 

- 2016년에는 조직진단 및 미션체계 정립 사업에 활동력의 상당수를 투입했는데, 진행 

내용이 회원들에게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음. 2017년에는 채 실행하지 못한 회원설

문 및 인터뷰 등을 진행하고 조직진단 과정과 결과를 회원들과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

할 것으로 보임. 

- ‘오늘의 정보공개청구’ 및 ‘언론 기획’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2016년 기

준 오늘의 정보공개청구 32건) 정보 생산 및 유통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

하다고 보임. 정보공개센터의 활동 방식이 시민들과의 면대면 접촉이 아니라 대부분

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전해지는 만큼 집중이 필요한 부분임.

- 총회에서 계획하고 승인받은 활동 외에 유해화학물질 정보공개청구 등의 활동을 진행

했는데, 시의성은 있었으나 해당 분야에 활동력이 투입되다보니 정작 총회를 통해 계

획한 사업들이 실행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였음. 정보공개센터 활동의 목표와 기준

을 잡고, 그에 필요한 사업들 중심으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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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 � � � � �2017�활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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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이슈 확산

￭ 목적

- 정보공개센터 활동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와 공유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알권리 사각지대, 정보은폐의 실상을 드러내고자 함. 또한 정보공개 전문 단체로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보공개 사례 및 알권리 인식의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음.

- 국정농단, 탄핵과 조기대선 등 정치적 이슈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유해화학물질에 대

한 정보공개 확대와 영업비밀을 이유로 한 비공개 문제 등 삶과 밀접한 정보들에 대

한 공개 문제를 이슈화시키고자 함. 

- 아슈파이팅 방식을 행의정감시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알권리와 정보 

접근 관점에서 이슈화시켜 이후 정보공개와 관련한 제도의 개선 및 정책 마련으로까

지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정비할 예정임.

￭ 주요 사업

① 생활화학제품 정보공개

- 서울지역 가로수 및 공원의 농약 살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신체 유해성 농약 

사용실태를 조사

- 공공장소의 소독약품 및 세정제 사용실태 현황 정보공개청구 및 성분 및 유해성 공개

여부 조사

- 공개된 정보를 공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활화학제품의 직간접 당사자(노동자, 지

역주민 및 시민, 소비자)에 대한 정보공개 안내 방안 등을 제안

② 국정농단 게이트 및 대선 대응

- 국정농단으로 표현된 최순실/박근혜/재벌 게이트와 관련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보공

개로 청와대, 국민연금공단, 문화체육관광부, 그랜드레저코리아 등 국정농단 게이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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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진행

- 세월호 7시간,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등 기록관리체계가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닌 박근혜정부의 대통령기록 이관, 주요 기록물 생산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 및 모니

터링 진행

③ (가)국회 감시 어벤저스

- 행정부보다는 감시와 견제에서 자유로워 정보사각지대가 된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투명성을 요구함

- 국회의원 정치자금, 정책개발비, 의정연수 등 불투명하게 집행되는 후원금 및 예산에 

대한 정보공개.

-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회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기록 이관 및 정

보공개 요구

- 비례민주주의연대, 좋은예산센터 등과 협력사업으로 진행할 예정

④ 법적 대응

- 오남용되고 있는 대표적 비공개 사유인 ‘영업비밀’에 대한 공개판례를 만들기 위한 정

보공개소송 기획. 기업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환경, 노동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분

야에 대한 기업의 공공성 책무 및 공개의무를 요구.

- 2016년에 이어 통신정보 관련 소송(서울지방경찰청, 국가정보원) 연속 진행. 

- 기록물관리법,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이철성경찰청장 외, 박근혜대통령 외) 고발 

사건도 연속진행. (검찰에서 무단 유출 및 무단 폐기된 기록물이 공공기록물에 해당

하는지에 대한 근거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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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연구

￭ 목적

- 정보공개법 제정 및 시행 20주년을 기해 알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전반에 대

한 연구를 진행해 개선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 정부교체시기에 맞춰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보장 대안

을 마련해 정책화로 연결하고자 함.

- 대학생, 활동가 등 특정한 그룹에 대한 정보공개교육에 대해서는 기초/심화 프로그램

을 마련하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육을 진행해 정보공개운동의 확산과 시

민들의 정보공개제도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 정보공개와 예산, 법제, 공공정보 활용 등의 내용을 결합한 교재/매뉴얼을 개발해 공

익활동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연구결과를 보고서, 논문, 토론회 등으로 공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콘텐츠로 공유함으로써 알권리 인식을 확산하고자 함.

￭ 주요 사업

① 정책 및 제도 연구

- 정보공개 연구자 및 실무자를 중심으로 정보공개제도개선 TF를 구성

- 정보공개법, 기록물관리법,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 정보공개와 관련한 법제 분석 및 

개정안 마련

-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회의공개법 제정 추진

- 정부3.0정책 등 알권리 관련 추진 정책 평가와 대안 마련 및 대선국면 후보자 질의

- 연구 결과는 하반기 토론회를 통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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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알권리 공개세미나

- 연 2회 정보공개 관련 이슈, 해외 트렌드 등을 소개하는 문턱 낮은 연구강좌를 진행.

- 공개세미나는 영상, 이미지로 후속작업해 해당 내용이 필요로 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활용될 수 있게 함.

③ 공터학교

- 활동가, 대학생 등 2년 연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보공개 교육 사업은 정보공개센터 

단독 진행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진행 예정.

- 과거 진행했던 시민 대상 공터학교를 비추어 봤을 때, 이론 교육과 병행하다보니, 강

좌가 길어지고 어려워져 참여자의 중도 이탈율이 많은 편이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커리큘럼을 실무 교육 중심으로 축소하고 (기존 5회차 → 2회차) 접근성이 좋은 공

간에서 연 2회 진행 예정.

- 각 교육과정들을 기초과정, 심화과정으로 세분화함.

④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정보공개 매뉴얼

- 사례를 기반으로 한 정보공개 활용 매뉴얼 제작. 이후 공익활동가 교육으로 연계.

- 서울NPO지원센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NPO서울의제 분석’ 사업으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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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구축

￭ 목적

- 정보공개센터 내외적으로 알권리 관련 활동 간의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기존의 행의정감시 분야나 정보공개/기록관리 활동 외의 활동과도 연대의 필요가 높

아짐. 

- 다른 활동영역과의 협력을 통해 정보공개 문화 확산 및 알권리 증진을 끌어내고자 함.

￭ 주요 사업

① 팟캐스트 예X정만세

- 팟캐스트 진행진을 보강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해 상반기 중 재가동 예정.

- 각 분야의 정보공개 측면에서의 쟁점들을 짚어주는 것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정보공개

와 관련한 활동가 뿐만 아니라 실무자 및 연구자,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으로 콘

텐츠 기획.

② 알권리 공부모임

- ‘시민의 알권리’ 도서 초벌번역 작업 후 공부모임 재개 예정.

- 좋은기업센터, 반올림 등과 함께 연계해 기업의 작업장 유해화학물질 비공개 문제 이

슈파이팅.

③ 세월호 온라인 아카이브

- 세월호 참사의 기록에 시민과 연구자가 자유롭게 접근하고, 기록과 기억의 공유로 한

국 사회의 변화 방향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아카이브 플랫폼을 기획함.

- 온라인민주주의 플랫폼 빠띠, 한겨레 21, 우주당 등과 함께 진행중이며 상반기 중 온

라인 아키이브 오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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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역량 강화

￭ 목적

- 정보공개센터 미션체계 정립을 통해 정보공개운동의 가치를 확산하고 활동의 역량을 

안정화 함.

- 정보공개운동의 장기적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정량적 성과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

방식 설계 필요.

- 회원 참여 사업 활성화로 정보공개센터와 회원간의 결속력을 높이고, 소통의 장을 마

련함.

￭ 주요 사업

① 조직 진단

- 미션체계 명문화 완료 및 각종 지침 점검.

- 운영위원회와 함께 비전워크샵 1회 진행.

- 정보공개센터 회원 설문조사 진행.

- 정보공개 콘텐츠 생산유통 정비.

- 홈페이지 개편.

② 정보공개이슈 캘린더 제작

- 매 해 축적이 필요한 정보, 시기별 시의성이 있는 정보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캘린더로 

제작함.

- 캘린더 제작으로 콘텐츠의 생산의 지속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함.

③ 회원 사업

- 연 4회 방바닥 모임 진행 및 연 2회 신입회원 모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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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2017�정보공개센터

중장기 목표 사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교육 및 연구

사립대 정보공개교육

시민공터학교

제도개선_TF구성

제도개선_토론회

제도개선_정책 제안 및 개정안 발의

알권리 공개세미나

NPO� 의제사업

알권리 이슈 확산

생활화학제품_이슈화

생활화학제품_정보공개청구

대선_후보자질의

대선_이슈대응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

국회감시 어벤저스

통신정보 소송

비공개 조항 이슈화 (영업비밀)

대통령기록물 이슈

오늘의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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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목표 사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네트워크 구축

팟캐스트_예정만세

세월호 아카이브

알권리 공부모임

알권리 감시단

센터 역량강화

조직진단_비전체계 점검

조직진단_규정 및 지침

조직진단_기타

10주년 준비

홈페이지 개편

정보공개이슈 캘린더

콘텐츠 생산유통 정비

홍보전략기획

방바닥모임

신입회원 모임

9차 정기총회

9주년기념 후원회원의밤

임원워크샵

알권리 어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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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 � � � � �살림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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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6년 결산 및 2017년 예산안

　구분
� 2015년

결산

� 2016년

결산

� 2016년

예산안

� 2017년

예산안

총수입 173,011,913� 168,041,369� 210,000,000� 188,000,000�

회비수입
CMS후원

121,376,970� 120,021,720� 144,000,000� 145,200,000�
자동이체

후원금 39,709,000� 21,550,000� 39,000,000� 26,300,000�

잡수입 1,046,222� 1,463,375� 3,000,000� 1,500,000�

외부

지원금

사업지원비 5,000,000� 25,006,274� 24,000,000� 15,000,000�

교육사업지원비 5,853,575� 　 　 　

탈바꿈사업비 � 26,146� 　 　 　

총지출 181,150,043� 176,398,805� 210,000,000� 188,000,000�

인건비

급여(운영비) 99,658,860� 78,935,640� 104,540,000� 114,338,000�

급여(사업지원비) 　 21,800,000� 　 　

4대보험 16,221,540� 15,306,600� 20,000,000� 9,660,000�

퇴직금 적립 6,000,000� 7,061,899� 6,800,000� 5,000,000�

임차 및 관리비 14,872,170� 15,435,020� 15,600,000� 15,600,000�

내부 사업비 10,745,680� 7,192,680� 25,500,000� 11,500,000�

복리후생비 16,796,480� 15,783,220� 18,000,000� 17,850,000�

외부

지원금

사업지원비 　 3,202,000� 　 　

교육사업지원비 5,853,553� 　 　 　

탈바꿈사업비 765,340� 　 　 　

운영비

운영비 합계 10,236,420� 11,681,746� 19,560,000� 14,052,000�

사무용품비 1,426,540� 3,572,840� 1,680,000� 2,100,000�

여비교통비 633,400� 1,043,680� 840,000� 2,000,000�

지급수수료 2,793,260� 2,663,236� 2,880,000� 3,000,000�

잡비지출 903,000� 1,110,000� 1,800,000� 1,800,000�

회의비 2,541,870� 1,921,000� 3,600,000� 2,300,000�

교육 및 워크샵 1,938,350� 1,370,990� 2,160,000� 2,000,000�

예비비 　 　 6,600,000� 852,000�

운영차액 -� 8,138,130� -� 8,35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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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17년 예산안 산출 근거

� 2017년 예산안 � 산출근거

�

수입

� 회비
� cms후원 144,000,000� � 월 회비 1200만원 *� 12개월
� 자동이체 1,200,000� � 월 회비 10만원 *� 12개월
� 합계 145,200,000� 　

� 후원금 26,300,000� 　
� 잡수입 1,500,000� 　

� 외부

지원금

� 바보의 나눔 5,000,000� 　
� 기타 10,000,000� 　
� 합계 15,000,000� 　

� 수입 총계 188,000,000�

�

지출

　

� 임금
� 급여 114,338,000� 　활동가 5인 기준
� 4대보험 9,660,000� 　활동가 5인 기준
� 합계 123,998,000� 　

� 퇴직금 적립 5,000,000� 　
� 임차

및

관리비

� 임대료 13,800,000� 　
� 전기료 1,800,000� 　

� 합계 15,600,000� 　

� 복리

후생비

� 상여금 13,950,000� 1,2분기 :� 4명 /� 3,4분기 :� 5명
� 여름휴가 1,500,000� 5명 *� 30만원
� 기본 2,400,000� 월 20만원 *12개월
� 합계 17,850,000� 　

� 운영비

사무용품비,� 여비교통비,�

지급수수료,� 잡비,� 회의비,�

교육 및 워크샵

14,052,000�

사무용품비 월 175천원

여비교통비 월 165천원

지급수수료 월 250천원

잡비 지출 월 150천원

회의비 지출 월 200천원

교육 및 워크샵비 월 165천원

---------월 110만원 *� 12개월

� � � � � � � � +예비비

� 내부

사업비

� 회원사업비 6,500,000�

후원회원의밤 :� 400만원

총회 :� 150만원

신입회원 :� 50만원(2회)

회원모임 :� 50만원
� 알권리소송 1,000,000� 알권리 소송기금 적립

� 교육 1,000,000�
시민공터학교 2회 :� 50만원

사립대정보공개교육 1회:� 50만원
알권리 공개세미나 � 500,000� 2회 대관료 및 진행비

조직진단 500,000� 홈페이지개편/임원워크숍 등
정보공개 제도개선 토론회 1,000,000� 　

알권리 어워드 1,000,000� 　
� 합계 11,500,000� 　

� 지출 총계 18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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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월별 수입 및 지출 상세

￭ 2016년 월별 수입

월　

운영통장 사업통장1

사업통장2 총수입

운영통장

수입
CMS후원

자동

이체
후원금 잡수입

바보의

나눔

지정기탁

1월 10,063,540 10,003,540 60,000 　 　 　 　 10,063,540

2월 10,966,420 10,020,680 60,000 100,000 785,740 10,000,000 　 20,966,420

3월 9,742,115 9,686,345 50,000 　 5,770 550 67 9,742,732

4월 9,745,135 9,695,135 50,000 　 　 　 　 9,745,135

5월 9,841,400 9,791,400 50,000 　 　 5,000,000 　 14,841,400

6월 9,841,335 9,607,720 170,000 　 63,615 2,413 　 9,843,748

7월 10,444,535 9,594,535 150,000 100,000 600,000 　 　 10,444,535

8월 9,559,755 9,499,755 60,000 　 　 5,000,000 　 14,559,755

9월 18,833,458 9,640,795 60,000 9,130,000 2,663 2,201 　 18,835,659

10월 23,090,955 11,450,955 70,000 11,570,000 　 　 　 23,090,955

11월 10,328,480 10,108,480 70,000 150,000 　 5,000,000 　 15,328,480

12월 10,577,900 10,012,380 60,000 500,000 5,520 1,110 　 10,579,010

계 143,035,028 119,111,720 910,000 21,550,000 1,463,308 25,006,274 67 168,04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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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월별 지출

　 급여 퇴직금 4대보험
임차 및

관리비
사업비

복리

후생비
운영비 사업통장1

전체지출

총계

1월 7,963,190 　 1,208,820 1,360,750 243,000 594,400 1,721,160 　 13,091,320

2월 9,567,040 　 1,211,050 1,393,020 1,145,020 3,087,200 699,120 　 17,102,450

3월 8,090,240 2,061,899 1,491,830 1,407,090 　 198,780 867,840 　 14,117,679

4월 7,873,380 　 1,230,290 1,337,240 162,350 118,590 767,760 　 11,489,610

5월 6,448,700 　 1,424,060 1,239,610 588,000 3,301,000 426,120 1,500,000 14,927,490

6월 5,584,300 　 1,194,370 1,216,580 379,490 181,450 587,360 2,500,000 11,643,550

7월 5,508,980 　 1,194,370 1,227,790 707,150 1,448,400 628,490 2,500,000 13,215,180

8월 5,508,980 　 1,209,410 1,261,040 300,000 188,200 1,430,720 2,500,000 12,398,350

9월 5,658,980 　 1,209,410 1,277,770 1,250,930 3,191,400 1,235,552 4,950,500 18,774,542

10월 5,410,580 　 1,209,410 1,244,730 1,935,550 284,000 1,696,832 4,651,500 16,432,602

11월 5,417,830 　 1,209,410 1,219,860 200,000 50,500 362,472 4,400,000 12,860,072

12월 5,903,440 5,000,000 1,514,170 1,249,540 281,190 3,139,300 1,258,320 2,000,000 20,345,960

계 78,935,640 7,061,899 15,306,600 15,435,020 7,192,680 15,783,220 11,681,746 25,002,000 176,398,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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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월별 운영비 지출 상세

월 계 사무용품비 여비교통비 지급수수료 잡비지출 회의비 교육및워크샵

1월 1,721,160 897,440 225,200 201,520 　 327,000 70,000

2월 699,120 100,000 45,700 161,420 100,000 222,000 70,000

3월 867,840 39,340 87,860 205,540 200,000 265,100 70,000

4월 767,760 26,820 14,500 142,030 - 97,000 487,410

5월 426,120 77,000 21,700 136,420 　 121,000 70,000

6월 587,360 107,850 42,200 155,810 100,000 111,500 70,000

7월 628,490 180,500 8,000 128,590 100,000 141,400 70,000

8월 1,430,720 943,900 278,100 138,720 　 　 70,000

9월 1,235,552 214,570 13,200 267,922 370,000 299,860 70,000

10월 1,696,832 936,420 135,120 401,712 100,000 　 123,580

11월 362,472 30,000 9,100 145,372 　 48,000 130,000

12월 1,258,320 19,000 163,000 578,180 140,000 288,140 70,000

계 11,681,746 3,572,840 1,043,680 2,663,236 1,110,000 1,921,000 1,3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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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 � � � � �조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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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구성

총회

감사 고문단

대표단

운영위원회

연구소 소장 정책위원회

특별위원회

사무국장

팀 팀 활동가 활동가 활동가



제9차 정기총회 “날아라 정공센”� � � � � 49

함께하는 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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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여선(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진(뉴스타파 대표), 김유승(정보공개센터 소장,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김형완(인권정책연구소 소장), 도류(불도암 주지스님), 민경

배(경희사이버대 모바일융합학과 교수), 박대용(뉴스타파 기자), 박동진(국제사이버대 웰

빙귀농학과 교수), 박상호(전 '나라곶간을 지키는 사람들' 활동), 백우연(전 청년유니온 노

동상담국장), 설문원(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성재호(KBS 기자), 성창재(변호사), 신

동호(환경재단 그린미디어센터 센터장), 이강준(전 에너지정치센터 소장), 이경득(새한상

사 대표), 이도훈(배움 여행자) 이상미(경복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소연(덕성여대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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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장유식(변호사), 전진한(알권리연구소 소장), 정창수(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한학수(MBC PD), 홍일표(더미래 

연구소 사무처장) 

￭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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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국

김유승(소장), 정진임(사무국장), 강성국(활동가), 조민지(활동가), 김조은(활동가), 벨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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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단체는 기록정보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사회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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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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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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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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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단체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단체의 정관 준수 및 회비의 납부

2.� 본 단체의 각종 활동 참여

3.�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며 표결에 참여

4.� 단체에서 발간하는 출간물의 수령

제6조 (회비)

① 회비는 월회비,�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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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탈퇴)

본 단체의 회원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탈퇴할 수 있

다.
제8조 (회원의 제명)

본 단체의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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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회원의 제명)

본 단체의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였을 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 단체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2.� 본 단체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3.� 본 단체의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제3장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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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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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출

한다.

④ 정책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제12조 (대표,� 운영위원,� 정책위원,� 소장의 직무)

① 대표는 본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가 다수일 경우에는 공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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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표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소장은 본 단체의 목적 사업을 집행한다.� 필요에

따라 부소장을 둘 수 있다.

③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활동에 관한 중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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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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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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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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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규에 따른다.�
<제4장 총회>

제15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7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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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개최한다.
제18조 (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 개최

한다.

1.�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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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

제18조 (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에 개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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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집하

여야 한다.�
제19조 (총회의 소집)

대표는 총회 개최 14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의

제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및 의결방법)

① 총회는 회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재적 회원의 출

석으로 성립한다.

② 회원은 회의에 관한 사항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회원은 다

른 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총회의 의사는 출석표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 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및 의결방법)

① 총회는 총회 개최일로부터 3개월 이내 1회 이상 회

비를 납부한 회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재적 회원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② 회원은 회의에 관한 사항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회원은 다

른 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총회의 의사는 출석표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 일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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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회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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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5장 운영위원회>
제2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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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한다.

1.�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전항의 요구가� 있을 때는 2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

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한다.�

1.�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제2항 각호의� 요구가 있을 때는 20일 이내에 운영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4조 (표결방법)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

며 출석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운영위원은 다른

운영위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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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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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6조 (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① 정책위원회는 제4조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전문가

중 소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

한다.�

1.�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 정책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정책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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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사무국>

제27조 (사무국의 구성)

① 본 단체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상근활동가를 둔다.

③ 사무국장의 임명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상근활동

가의 임명은 소장이 한다.

④ 사무국 부설 연구소를 둘 수 있다.�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7조 (사무국의 구성)

① 본 단체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상근활동가를 둔다.�

③ 사무국장의 임명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상근활동

가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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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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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한다.
제29조 (회계연도)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제30조 (잔여재산의 처분)

본 단체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

는 본 단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

한다.
제31조(준용)

본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등 관련 법

률과 비영리단체의 운영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9장 부칙>

제32조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32조(시행일)

① 본 정관은 총회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② 제8조 3호의 사항에 한하여 윤리규정 신설 및 시행

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33조 (경과조치)

① 본 단체의 최초 설립 시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

한다.

② 본 단체의 최초의 회계연도는 단체가 설립된 날로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