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  임》 정보공개 결정 통지 내용

 ㅇ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립일˜현재까지 인수위에서 열린 회의 현황

                                                                             (1.28일 기준)

회의명 회의일시 주관부서 참석자 정기/부정기 
여부

위원회 
전체회의

1.6, 1.7, 1.10
국정기획조정분

과
인수위원 전원

정기 또는 
필요시

간사단 회의

1.7, 1.8, 1.9, 1.10, 
1.11, 1.14, 1.16, 
1.18, 1.21, 1.24, 
1.25, 1.28

국정기획조정분
과

분과 간사 위원
정기 또는 
필요시

부처 
업무보고 
회의

1.11, 1.12, 1.13, 
1.14, 1.15, 1.16, 
1.17

각 분과
분과별 인수위원․전문
위원․실무위원, 부처 실
국장 등

부정기

국정과제 
토론회

1.25, 1.27, 1.28 각 분과
각 분과 인수위원‧전문
위원 등

부정기

   ※ 부처 업무보고 일정 및 주관부서 현황 : 별첨 참조

 ㅇ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립일˜현재까지 작성한 회의록 현황

   “아래 속기록 작성 현황 참조”

 ㅇ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속기록 작성 회의명  및 인수위 설립일˜현재
까지 작성한 속기록 건수

   - 속기록 작성 회의명 : 위원회 전체회의, 위원회 간사단 회의, 
부처 업무보고, 국정과제 토론회

   - 속기록 건 수 : 총 62건(1.28일 현재)

 ㅇ 인수위 위원장이 당선인에게 보고한 보고서 목록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비공개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록물관리 담당(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채용계획

   - 국가기록원의 협조를 받아 기록물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시 관련 전담요원을 지원받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일  시 분과 및 부처

1.11

(금)

경제2분과 중소기업청

고용복지분과 보건복지부

외교국방통일분과 국방부

여성문화 문화재청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기상청, 환경부

1.12

(토)

경제1분과 국세청

경제2분과 지식경제부

정무분과 국가정보원

법질서사회안전분과 법무부, 대검찰청

1.13

(일)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경제2분과 국토해양부

고용복지분과 국가보훈처

교육과학분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방위사업청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경찰청

1.14

(월)

고용복지분과 고용노동부

교육과학분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용복지분과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제2분과 농촌진흥청

외교국방통일분과 외교통상부

정무분과 감사원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소방방재청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국민권익위원회

  < 별첨 > 부처 업무보고 일정 및 주관부서 현황



일  시 분과 및 부처

1.15

(화)

교육과학분과 교육과학기술부

경제1분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제2분과 특허청

경제1분과 금융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 행정안전부

여성문화 여성가족부

외교국방통일분과 병무청

법질서사회안전분과 법제처

1.16

(수)

경제2분과 농림수산식품부

경제1분과 관세청

경제1분과 조달청

정무분과 국무총리실

외교국방통일분과 통일부

경제2분과, 여성문화분과 방송통신위원회

1.17

(목)

경제2분과 해양경찰청

경제1분과 통계청

경제2분과 산림청

경제2분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여성문화분과 문화체육관광부

정무분과 특임장관실

정무분과 대통령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