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up! 관계up! 행복up!”“혁신up! 관계up! 행복up!”“혁신up! 관계up! 행복up!”
Innovation, Relation, Happiness. up! up!! up!!!

일시 : 2014년 2월 21일 (금) 늦은 7시

장소 : 대학로 연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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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사보고

Ⅲ. 안건논의

1. 임원 인선 및 승인

2. 2014년 사업계획

3. 2013년 결산 및 2014년 예산

첨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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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2013 사업보고

 ￭ 2013 주요 성과 (운영)

1. 사이트 운영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
연간 549,509명 방문

방사능와치 홈페이지
일 평균 600여명 방문
일 평균 1만6천여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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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체 운영 및 활동

2.7일에 한명꼴로 
센터 회원 가입

활동가 1명 충원
“무적의 정보공개센터 5형제”

2,4,10,12 月
연 4회 

회원프로그램 진행

연간 수입 
4300만원 증가

오늘의 정보공개청구
포스팅 수

159건 

활동가들의 1년
정보공개청구 건수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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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주요 성과 (사업)

1. 그래픽으로 보는 정보공개

- 장병인 이사,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학생모임 IGIG의 협력으로 공개정보 자료의 인포그래

픽 작업 진행

- 현재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 방사능와치 홈페이지, 누크노크 등에 22개의 인포그래픽 자

료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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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 보도 및 기고

- 연간 100회 이상 언론에 정보공개자료 언론에 인용 보도 됨

- 주간 인권신문 인권오름에 <열려라 참깨>라는 꼭지로 칼럼 연재

- 전진한 소장 주간경향에 <정보공개로 본 세상> 칼럼 연재

※김유승[한겨레] 북카페, 도서관 그리고 서울시 

※정창수 [오마이뉴스] 친일파·신군부인사들을 세금으로 먹여살리는 국회

※신동호 [경향신문] 대통령 비밀기록

※이승휘 [노컷뉴스] “우리는 대통령 기록이 없는 나라에 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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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공개센터 토론회/좌담회/발간물

▲ 정보공개센터 발간물 (좌) 투명한 국회 만들기 (우) 누크노크 똑똑똑

▲ 정보공개센터 토론회 (좌) 정보공개연구 토론회 (우) 국회감시 토론회

▲ 정보공개센터 강의 및 좌담회 (좌) 활동가정보공개교육 (우) 방사능와치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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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주요 성과 (연대)

탈핵을 향한 연대
⚫ 한살림, 하자센터 등과 후쿠시마현지활동가 초

청강연<재난이후의 세계, 후쿠시마사람들 이야

기>진행

⚫ 환경잡지 <작은것이 아름답다>, 대구환경련 등

에 인포그래픽 정보 제공

⚫ 탈핵학교와 함께 <김익중교수 한국탈핵 토크콘

서트> 진행

⚫ 녹색당과 서울시 어린이집 방사능급식현황 분석

함께 만드는 뉴스
⚫ 뉴스타파

- ‘악어와 악어새’…관변단체와 지방의회

- ‘소녀외교’의 추억과 대통령 박근혜

- 언론의 행태, 40년 전의 판박이

- 국정원 기록물 관리 제멋대로

- MB 재임 시 ‘중요문서’ 어디로

⚫ 시사저널과 정보공개캠페인 공동사업 진행

⚫ 오마이뉴스와 국회 개혁 보도기획 진행

퍼져라 정보공개
⚫ 화천군 지방정부 정보공개를 위한 연대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사업 협력

⚫ 서울시 지방정부3.0 공동 간담회 진행

⚫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사건 관련 기록관리단체

협의회 구성

⚫ 경남 시정연 정보공개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함께 나누는 공간
⚫ 기독청년의료인회, 여울교회와 공간 공유

⚫ sns 인문학 공부모임 세미나공간 활용

⚫ 청년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 회의공간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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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언론보도>

⚫ 방사능안전급식과 관련 

- 서울 어린이집 수산물 원산지 관리 ‘구멍’(한겨레), 

- 방사능 위험 없는 급식, 이렇게 하면 됩니다(오마이뉴스), 

- 어린이집 급식 수산물 원산지 관리 부실…구청 '뒷짐'(연합뉴스) 등 20여차례 보도됨.

 

⚫ 칼럼 및 언론보도

- 방사능 공포, 누가 괴담이라고 하나 (주간경향)

- 방사능괴담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프레시안)

- 무더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인권오름)

- [녹색세상]‘방사능 괴담’과 ‘광우병 괴담’(경향신문)

- '일본산 세슘 생선', 과연 괴담인가? (프레시안)

- 방사능 공포 확산…“정보 알려 드려요” (KBS)

 ￭ 2013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평가

1. (탈)핵으로 (바)꾸는 (꿈) “탈바꿈 프로젝트”

- 2012년부터 진행해 온 탈바꿈 프로젝트가 ‘아름다운재단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

으로 사업을 심화 및 확대시킴. 

- 2013년에는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방사능검사, 서울시 자치구의 수입수산물 급식 현황, 경

주 핵폐기장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중심으로 이슈파이팅 함. 하지만 친원자력 관련기

관의 높은 비공개률과, 공개정보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어 언론기획이 중단되

는 경우도 발생함. 

- 친원전기관의 정보 은폐와 관련 분야의 정보불평등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 필요함.

- 원전/방사능 정보를 집중적으로 아카이빙 하는 <방사능와치 www.nukeknock.net> 사이트 

개설함.

- 방사능와치의 일 평균 방문자는 600여명, 일 평균 조회수는 1만6천여 건으로 사이트 개설 

초창기임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높은 편이라고 판단됨.

-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데이터들의 집적 뿐만 아니라, 관련된 언론 기사, 탈핵의사회 등 기

타 전문가들의 칼럼, 해외 이슈, 시민들의 자료, 인포그래픽 자료 등을 함께 게시해 자료

의 활용과 이해를 높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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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와치 홈페이지 캡쳐>

- <누크노크 똑똑똑>이라는 방사능 정보 집적 자료집을 발간했으며, E-Book 형태로도 제작

해 시민들의 접근 편의성을 확대함. 현재 E-Book 접속수는 600건 이상으로 확임됨

-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 집단, 시민모임 등이 결합된 탈바꿈위원회는 연간 10회 이상의 

회의를 진행 했으며, 회의를 통해 인포그래픽 작업과 의제 선정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옴. 

- 서울시 어린이집 급식현황 조사를 통해 녹색당과의 사업적 연대가 가능했고,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정보공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정보공개센터 장병인 이사, 홍익대학교 IGIG팀의 재능기부로 진행한 인포그래픽 작

업은 외부단체의 공유 요청도 있어 연대의 매개가 되고 있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제6차 정기총회

- 11 -

<“투명한 국회 만들기 – 시민이 국회를 국정감사한다” 구성>

- 국회의원실에서 본 국회와 시민사회 연계방안 / 이강준

- 국회예산 무엇이 문제인가 / 정창수

- 국회 시설투자 분석 : 의원회관, 어린이집, 의정연수원 / 강성국

- 국회의원 보수 및 수당 분석 / 강성국

- 정부3.0시대 국회는 정부1.0 / 강성국

- 국민과의 일상적 접촉을 확대하는 국회를 희망한다 / 이선미

- 우리동네 국회의원 감시하는 방법 / 박대용

<주요 언론 보도>

[경향신문] 국회, 정보공개 이의신청 심의 5년간 ‘0건’

[오마이뉴스] 세금으로 월600만원 받는데 어디 썼는지는 비밀?

[오마이뉴스] "보령-서천 주민은 김태흠 의원 활동 감시해야"

[오마이뉴스] 국회 앞 잔디마당은 대통령 의전 행사용?

[오마이뉴스] 430억짜리 '국회 전용 콘도' 짓는 이유는?

[오마이뉴스] 친일파·신군부인사들을 세금으로 먹여살리는 국회

[세계일보]‘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회 운영위 통과

[뉴시스]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관용차 운행일지 관리안해" 논란

[세계일보] 'G2시대'에…對中 외교활동 손 놓은 국회

[뉴시스] 18대 국회 법률 발의 16대보다 '5배' 증가…폐기는 '8배'↑

[연합뉴스] "국회연수원 이용 96%, 가족모임·휴양"

[연합뉴스] "그동안 뭐했나요?" 작년 법안발의 '無' 국회의원 5명

[TV조선] 법안 발의 '0'건 불명예 국회의원 5명

[MBN] 1월까지 법안발의 없는 국회의원 5명

[헤럴드경제] 9가지 보직이 있는 국회의원까지…언제 국민들 위한 법 만드시나?

[TV조선] 말로만 정치쇄신…국회의원 1/3 겸직

[국민일보] 투잡뛰는 국회의원 명단 공개...누리꾼들 '맹비난'

[연합뉴스] "겸직 금지한다더니"…국회의원 3명 중 1명 겸직

[서울신문] 이달에만 의원 9개팀 31명이 동남아 ‘외유성 출장’간다

2. 감시 사각지대, 특혜 무풍지대 “국회를 감시한다”

- 1년동안 지속적인 국회감시 및 국회 관련 정보공개 활동을 통해 그간 제2국회의원회관, 

신축 중인 고성연수원을 처음으로 이슈화 시켜 비판여론을 조성함. 또한 국회직원 및 국

회의원 특권, 국회의원 보수에 대한 세밀한 데이터 분석으로 비교적 정확한 정보공개와 

이를 통한 비판이 이루어짐.

- 518기념재단의 지원사업으로 국회 사업에 대해 각계 단체들과 연대하여 국회감시 및 국

회개혁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및 자료집<투명한 국회 만들기- 시민이 국회를 감시한다>를 

발간했으며 전 과정을 오마이뉴스를 통해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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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단체협의회 활동내용>

⚫ 2013. 06.25

- 기록관리 전문가단체 기자회견. 국정원의「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공개 「대통

령기록물관리법」위배 입장 표장

- 기록관리 전문가단체 기록관리단체협의회 구성

⚫ 2013. 07.02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불법 유출과 공개에 대한 성명서 발표 및 기록인 서명

-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의 자료 제출 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21세기 무오사화를 개탄한다.」는 성명서 발표

⚫ 2013. 07.03

- 국회의장, 국가기록원장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절차와 방법에 대한 권고사항 및 

요구안 전달

⚫ 2013. 07.08

-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대통령지정기록물 국회열람에 대한 기록전문가의 요구’ 발표

- 새누리당 원내대표, 민주당 당대표, 국회의장에게 공문 전달

3. 퍼져라 알권리 “정보공개 운동의 심화, 그리고 연대”

- 정보공개연구모임 (F)reedom (O)f (I)nformation 동을 구성해 정보공개 정책 및 개선과제 

등에 대해 연구함. 

- 2013년 10월 28일에는 “쿼바디스 정보공개”라는 이름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포이동

의 연구결과 2편이 학술지에 게재됨.

- 전국적인 정보공개 운동의 발판 마련을 위해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각 지역의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교육 진행. 

- 기록관리단체협의회를 구성해 “NLL 대화록”을 둘러싼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의 정치적 공방

에 대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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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07.24

- ‘기록물을 이용한 정쟁의 중단과 국가기록관리 혁신 촉구’ 성명서 발표 

- ‘노무현 대통령 기록 검색에 대한 기술적 설명과 제언’ 발표 

⚫ 2013.11.18.

-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관한 기록관리단체협의회 입장’ 기

자회견

<시사저널 공동 정보공개 캠페인 내용>

⚫ 정보공개 캠페인 기획 기사

- 국회의원 쓰는 돈 궁금하세요? 정보공개 청구해보세요

- 억울해도 기다려, ‘검토 중’이야 : 국가인권위 ‘인권 침해 및 차별에 대한 권고 내역’

으로 본 정신병원 실태

-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은 ‘공공도서관’ : ‘5만명당 1곳’ 기준 대부분 충족 못해 

정규직 사서 1명인 곳 태반

- ‘열린 국회’란 말 쓰지나 말든지 : 국회사무처 정보공개 비율, 공공기관 가운데 ‘낙제

점’

- ‘배 째라’ 버티는 그들 25조3773억원, 언제 거둬들이나 : ‘미납 추징금’ 정보공개 청

구해보니…미납자 1위는 김우중 전 대우 회장

- 우리 아이들이 방사능에 노출돼 있다 : 어린이집·유치원, 먹거리 관리·감독 사각지

대…서울시 대부분 구청 원산지 자료조차 없어

⚫ 정보공개 캠페인 공모전 수상내역

- 서울특별시 지하철,전철역의 노인, 장애인 그리고 유모차를 위한 배려현실에 대하여

- 초등학습준비물 지원비의 관리실태에 관해

- 본말 전도된 중소기업청의 인력공동관리협의회

- Be-Cruelty-Free 를 지지한다

- 서울대공원,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

- 당신이 건너는 길의 신호등은 안전합니까

- 시사저널과의 정보공개 캠페인<찾아라! 내 삶을 바꾸는 정보> 진행으로 정보공개 기획기

사 6건 보도되었으며, 캠페인에는 총 48편이 응모되어 6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됨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실태, 17대 대통령 이관 기록 현황, 현재 청와

대 등 행정부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의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

니터링 함.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서울시 25개 자치구,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민간이전 경비의 지

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해 관변단체를 중심으로 지급되는 민간이전경비의 불평등과, 

관리의 미흡에 대해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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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위원회 <오늘의 정보공개청구>

- 부실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현실

- “바쁘니까, 필요 없어서” 발길 끊기는 도서관

- 책 읽지 않는 학생, 공공도서관은 무료 독서실 일뿐

- 공공도서관이 책 읽는 어린이를 만든다..

- 아직 부족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현실..

- 공공도서관의 절반 이상 장애인 서비스에 미흡

- 책과 사서가 없는 서울시 구립 공공도서관

-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대출자료 우편서비스 현황

- 2012년 작은도서관 3900여개... 그 실태는?

- 공공도서관의 다문화 자료실 현황은?

- 퇴근 후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을까?

- 인문학 도서! 배포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

- 공공도서관 41%가 서울,경기지역에 집중

- 서울주요 대학도서관의 현실

⚫ 주요언론보도

- 인구 6만명 당 공공도서관 1곳…독일의 6분의 1 불과 [뉴시스] 

- 공공도서관 턱없이 부족한 경기도 [경인일보] 

- 서울 공공도서관 도서 1인당 0.87권뿐 [문화일보] 외 다수

-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은 ‘공공도서관’ [시사저널] 

-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열악' [노컷뉴스] 외 다수

- 말뿐인 다문화가족 지원 도서관 자료실 '태부족' [경인일보]

- '커피 향기 솔솔' 작은도서관…사서는 '가뭄'[노컷뉴스] 

- 광주 '작은도서관' 광역시 중 최다…총도서수는 최저 [머니위크]

- 서울 주요大 도서관, 1인당 장서 수 최대 4배 격차 [연합뉴스] 외 다수

⚫ 칼럼

- 공공을 위한 공공도서관은 없다 - 조민지 [인권오름]

- 북카페, 도서관 그리고 서울시 – 김유승 [한겨레]

- 작은도서관의 함정 – 신동호 [경향]

- 국가도서관은 국가가 책임운영해야한다 – 신동호[경향]

4. 더 많은 정보공개 정보공유를 위해 “도서관 위원회”

- 전국 도서관 운영현황 조사 : 위탁경영 문제 제기

- 서울시 자치구의 구립도서관의 장서 수, 사서 수, 1관단 인구 수 등 도서관 접근 실태에 

대해 조사

- 공공도서관 장애인 시설 여부 및 서비스 실태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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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더 끈끈한 정보공개센터! 더 단단한 정보공개센터!

- 정보공개운동의 확장을 위해 2013년 3월 지역운동단체 연대체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에 가입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를 통해 전국의 단체들과 의제 교류

- 정보공개센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서울특별시가 공동주최해 <정보소통/공유 : 지방정부 

3.0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보공개워크샵을 진행함. 시민, 시민사회단체 활동

가, 지방공무원 등 약 300여명의 인원이 참석함. 

- 뉴스타파, 시사저널, 오마이뉴스 등 언론사들과의 협력 사업으로 탐사보도 및 기획보도를 

진행함.

- 정보공개센터,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한 살림연합,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땡땡책협동조합, 

녹색평론사 등과 함께 <재난 이후의 세계 : 후쿠시마 사람들 이야기> 라는 주제로 후쿠

시마 현지 활동가 강좌 진행. 이후 탈핵/방사능 정보 공유를 위한 연대 지속하고 있음. 

- 2020재단으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받아 활동비에 충당했음. 

- 상하반기 두 차례의 신입회원 한마당을 기획해 기존에 비해 신입회원과의 만남을 정례화 

함. 이 외에 정기총회, 후원회원의밤을 진행해 회원과의 소통을 강화함. 

- 3월 새로운 활동가 충원으로 정보공개 사업 영역 확대 및 회원 사업을 강화함. 

- 2013년도 정보공개센터 회원 목표는 1000명 이었음. 지난 1년 동안 139명의 회원이 늘어 

현재 1000명의 누적회원이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하고 있음. 

<정보공개센터 회원 증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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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2013 감사 보고

1. 사업 감사

정보공개센터 사업감사 : 이광수

감사대상 사업기간 : 2013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 알권리 분야

- 2013년에는 알권리, 핵발전과 방사능, 국회의 투명성, 도서관 실태에 주로 집중해 정보공

개활동을 하였음.

- 알권리에 관해서는 박근혜 정부 인수위 관련 정보폐쇄성을 비판하고 국가정보원의 부실기

록관리 등을 지적함. 또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관변단체들의 지원근거 자료를 비공개

하는 실태에 대해 이슈화 함.

-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방사능 와치"사업은 그간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핵발전과 방사능에 대한 국내외 현안과 정보, 인포그래픽 등을 공공

에 제공함.

- 518재단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투명한 국회만들기"사업은 국회의원 겸직, 보수 등 특권을 

이슈화 하고 국회사무처의 미숙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드러냄.

- 도서관 위원회 사업은 현재 국공립 도서관의 분포, 장서수, 장애인 접근권 등 열악한 실태

를 면밀히 분석해 이슈화함.

- 2014년에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3.0"사업, 서울시 정보소통광장과 열린데이터광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활동을 할 필요가 있음. 

■ 언론지원분야

- 2013년 한 해 동안 방사능와치 사업과 투명한 국회만들기 사업, 도서관 위원회를 통한 정

보공개와 행사 등으로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음. 위 사업과 상시적 정보공개를 통해 550

여 차례 언론에 이슈를 제공해 보도됨.

- 규모있는 기획연재와 탐사보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제기 되

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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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출판교육분야

- 518재단 지원을 받아 2013년 11월 27일 "투명한 국회 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관

련 전문가들과 함께 국회의 정보 폐쇄성을 논의하고 보다 긍정적인 발전방향을 논의함. 

이에 대한 결과물로 <투명한 국회만들기: 시민이 국회를 감시한다> 자료집을 발간함.

- 아름다운재단의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지원사업으로, 핵발전과 방사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사능 와치" 프로젝트를 통해 누적된 정보와 인포그래픽을 "누크노크 똑똑똑" 

으로 제작해 발간함.

- 매월 1회 이상 정보공개 연구모임 포이동을 진행함, 1년 동안 진행된 논의로 2013년 10

월에 "쿼바디스 정보공개" 토론회를 진행함.

- 지난 7월 참여자치시민연대 워크숍에서 지역단체 및 활동가들에게 정보공개교육을 진행

함.

- 2011년까지 진행되었던 공터학교와 같은 대중교육의 필요성이 센터 내외에서 제기되었으

나 이렇다 할 대중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았음.

■ 회원활동분야

- 2013년 2월 4일 사업감사 기준으로 858명의 누적회원이 활동함. 2014년 2월 4일 현재 

991명의 누적회원이 활동함으로써 지난해 대비 133명의 회원이 신규 가입함. 당초 목표

였던 1000명의 후원회원 확보에는 미세한 차이로 미치지 못하였지만 꾸준한 자발적 후원

회원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2월 정기총회, 4월 신입회원 한마당, 10월 후원의 밤, 12월 송년회 등 회원과 함께하는 행

사들을 개최함 항시 수십에서 기백에 이르는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음.

- 위의 정기적인 행사 외에는 회원들과 별도의 친목과 교류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음. 회원

모임을 보다 활성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회원활동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는 있지 아니하나 회원들 계좌이체 회비 수입의 일

정부분 감소는 본 센터의 운영 및 활동에 장기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므로 회원 조직 부분에 2014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 있음 

■ 센터운영

- 조민지 간사가 사무국에 합류함. 현재 센터 임원진은 대표3명, 소장 1명, 이사33명(대표 

및 소장 포함), 사무국은 소장 1명, 상근활동가 4명으로 구성됨. 활동역량 확장과 전문화

를 위해 지난해 3월 조민지 간사가 사무국에 충원됨.

- 후원회원의 증가폭이 다소 감소했으나 지속적으로 후원회원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후원회

원의 밤을 통한 재정마련으로 안정적인 재정이 유지됨.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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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518 기념재단 시민사회단체 지원사업이 유지됨에 따라 사업비 

지원이 확정되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됨.

■ 대외협력활동

- 정보공개와 분석을 통해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뉴스타파와 탐사보도 협력활동을 함.

- 주간지 시사저널과 정보공개연재보도와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 캠페인을 진행함.

- 참여자치시민연대에 가입해 전국 각 지역의 주요 시민단체들과 의제들을 교류하고 연대회

의를 진행함.

- 그 외에 언론사 및 일반시민들로부터 정보공개 관련 협력과 자문요청이 계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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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 감사

정보공개센터 회계감사 : 이재호 

감사대상 회계기간 : 2013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본인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제시한 제5기

(2013.01.01.-2013.12.31.) 운영에 대하여 담당직원과의 질문, 분석적 검토절차 등의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기 운영계산서는 정보공개센터의 당기 운영성과를 

적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당기 운영차액 

당기 운영차액은 9,622,555원으로, 그 내역을 운영수입과 운영지출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

과 같습니다.

1) 운영수입

운영수입 합계금액은 190,866,195이고, ① 일반회비 114,517,250원, ② 후원금 28,668,000원, 

③ 아름다운재단 사업지원금 18,500,000원, ④ 5.18재단 사업지원금 3,000,000원, ⑤뉴스타파 

및 시사저널의 사업지원금 25,000,000원, ⑥은행 이자 등 기타수입 1,180,945원으로 이루어

져 있습니다

2) 운영지출

운영지출 합계금액은 181,243,640원이고, ① 임차료 13,326,000원, ② 인건비 등 급여 

122,262,550원, ③ 복리후생비 10,485,853원, ④ 회의비 등 운영 및 관리비 11,288,640원, ⑤ 

5.18재단, 아름다운재단 지원 사업 및 회원사업 등 사업비 23,880,597원으로 이루어져 있습

니다.

(2) 차기이월 운영차액 누적액

차기이월 운영차액 누적액은 전기이월 운영차액 누적액에서 당기 운영차액을 합한 금액입니

다. 전기이월 운영차액 누적액은  39,083,809원으로, ① 2008 회계기간 운영차액 16,101,517

원, ② 2009 회계기간 운영차액 709,419원, ③ 2010 회계기간 운영차액 (-)3,097,351원, ④ 

2011 회계기간 운영차액 15,867,334원 ⑤ 2012 회계기간 운영차액 (-)497,110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차기이월 운영차액 누적액은 전기이월 운영차액 누적액 39,083,809원에 

당기 운영차액 9,622,555원을 합한 48,706,36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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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안건 논의

1. 임원 인선 및 승인

￭ 현재 임원

- 대표

김영희(MBC PD), 이승휘(명지대 기록과학전문대학원 교수), 서경기(여울교회 목사, 한아봉사

회 사무총장)

- 이사

경건(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혜진(데이터저널리즘연구소 소장), 김여선(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희(대표겸직), 김용진(뉴스타파 대표), 김유승(중앙대 문헌정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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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박동진(국제사이버대 교수), 서경기(대표겸직), 설문원(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성재

호(KBS 기자), 성창재(변호사), 손미영(주부), 신동호(경향신문 기자), 양리리(서대문 도서관 친

구들 대표), 이경득(새한상사 대표), 이민규(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상미(경복대학교 교

수), 이소연(덕성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승휘(대표겸직), 이재명(한겨레 기자), 이종필((사)

마을 활동가), 장병인(How’s 컨설팅 대표), 장유식(변호사), 전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정재

호(국민일보 기자), 정창수(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조호연(경향신문 기자), 하승수(변

호사), 한학수(MBC PD), 홍일표(사회학 박사)

- 소장 : 전진한

- 감사 : 이광수(변호사), 이재호(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자문위원

김진덕(덕일종합개발 대표이사), 박대용(춘천MBC 기자), 박상호(아파트 감리사), 안혜숙(건국

대 언론홍보대학원 한국문화콘텐츠 최고위과정 주임교수), 임정섭(미디어홍 미디어팀장), 전

종익(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헌배(주)한국문헌정보기술 부장), 최정민(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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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이사 선임안

최정민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 

(논문 : 관료의 정보공개행태 영향 요인 연구)

- 서강대학교 대우교수

￭ 추가 감사 선임안

정환봉(사업감사)

- 한겨레 신문 기자 

-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보도 <한국 기자상> 대상 

수상

￭ 추가 자문위원 선임 (*정관 11조 2항에 따라 자문위원 선임은 이사회 의결사항)

안기석

- 국제회의 동시통역사

- 탈바꿈 위원회 번역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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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 사업계획

주요 활동 목표

고인물이 되지 않기 위한 혁신 (Innovation)

① 정보공개로 SMART한 지방선거를 준비하자!

② 청년에게 응답하라! 2014

③ 정보공개로 바라본 문화정책 및 예술인 정책!

④ 방사능 및 원전 정보공개 심화

⑤ 박근혜 정부 “정부3.0정책” 진단

소통을 위한 관계 맺기 (Relation)

① 회원 만남을 통한 유대감 강화

- 치맥DAY, 회원 소풍, 회원 등산 등 소소해서 더 친밀한 회원 프로그램 강화

② 더 작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 유의미한 연대활동의 확대와 심화

③ 더 많은 시민들에게 정보공개센터 알리기

- 시민들과의 접촉 넓히기 위해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 방사능와치 홈페이지, SNS 

적극 활용.

④ 시민 교육 및 홍보 강화

활동가가 행복한 정보공개센터 (Happiness)

① 조직의 혁신과 업무의 혁신으로 관성적인 활동을 탈피

- 금요일 오후 2시 퇴근 후 자기계발 시간 체계화 및 확산

- 재충전을 위한 쉼 보장

② 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이수

- 개인 기고 및 강의, 사업을 위한 연대활동 강화

③ 내규에 따른 활동가 상여금 200% 지급 현실화

④ 내부 업무 정비

- 칸막이 없는 업무, 능동적인 협업을 위한 업무체계 개선

- 기부금대상단체 재등록, 세무업무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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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로 SMART한 지방선거를 준비하자!

1. 목적

-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맞아 현 광역지자체장, 광역의회의 활동을 평가함.

2. 사업내용

- 평가 방법으로는 공약이행 평가, 특권의식 평가, 정보공개 평가, 조례 현황 및 재정 평가 

등 평가 대상에 공통으로 평가항목을 부여해 평가하는 방식.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 

해당 지역 단체들과 협력 여부를 검토 중. 분석·평가 후 <뉴스타파>와 공동으로 기획 보

도 예정.

 ￭ 청년에게 응답하라 2014!

1. 목적

- 현재 청년관련 정책 및 사업이 큰 효과성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지피지기면 백전백

승! 현재 청년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진단하고 대응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우선

되어야 함. 

-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청년관련 부처의 사업, 예산, 결과보고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집약

할 계획임. 또한 청년유니온·민달팽이유니온과 함께 연대하여, 각 분야의 정보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캠페인, 토론회, 언론기획 등)을 준비함.

2. 사업내용

- 청년일자리‧청년주거‧대학 등 청년관련 의제에 대한 청구 및 관련정보 아카이빙을 통하여, 

청년문제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공유

- 지방선거 대응. 각 지자체 청년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토론

회 진행

- 청년유니온‧민달팽이유니온과 함께 정보공유를 통한 캠패인, 토론회, 언론기획 등 연대활

동 진행 

- 연대단체와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청년의제와 관련된 정보공개청구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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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로 바라본 문화정책 및 예술인 정책!

1. 목적

- 박근혜 정부가 문화컨텐츠 강국을 표방함에 따라 정부재정 중 문화재정 확충은 물론, 각

종 문화정책이 생산·시행될 전망,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 관련 공공기관을 정보공개

를 통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함.

2. 사업내용

- 문화체육관광부 행정 및 문화정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에 관해 정보공개하고 문화연

대, 영화산업노조, 독립영화협회, 뮤지션 유니온 등 문화예술 관련 단체들과 연대를 통한 

이슈-파이팅.

 ￭ 아는 만큼 보이는 핵 발전과 방사능의 진실, 

   똑똑똑 노크해 주세요” 
1. 목적

- 탈바꿈프로젝트는 원자력에너지와 방사능관련 정보를 온라인의 형태로 아카이빙하여 시민

들과 공유하는데 목적이 있음. 이에 2013년 온라인공간 ‘방사능와치’와 자료집 ‘누크노크’

를 제작했고 인포그래픽 작업을 통해 정보의 이해를 돕고, 아카이빙을 통해 많은 시민들

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 일본산수산물문제로 가시화된 방사능에 대한 관심을 괴담으로 치부하는 정부에 맞서 괴담

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대로 된 정보의 공개와 공유임. 또한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안전과 경제성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

에 이 프로젝트는 앞으로 더 많은 요구와 필요성을 확인할 것이라 기대함.

2. 사업내용

- 연대와 소통을 통한 탈핵운동: 탈바꿈팀회의진행 

- 온라인아카이빙의 정착과 활용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확보 및 정보소통의 장 형성: ‘방사능

와치’온라인아카이빙 

- 상시적인 해외정보의 아카이빙: 해외사례정보번역 

- 정보공개청구 및 자료조사, 분석을 통한 언론기획으로 원자력 및 방사능관련 정보의 이슈

화: 상시적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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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대로 된 정부3.0을 원한다

1. 목적

- 박근혜 정부 취임과 함께 정부3.0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하지만 개방/공유/소통이라는 취

지가 무색하게 대통령실을 필두로 한 현 정부의 소통의지나, 실제 구현되는 정부3.0 정책

의 수준은 미비하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중앙정부의 정부3.0 정책평가와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의 정보공개실태조사를 실시하

고자 함. 또한 정부3.0 근본 취지에 맞는 대한 제시를 위해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2. 사업내용

- 포이동 운영 및 연구 강화를 통해 정보공개 정책 연구 기능 담보

- 정부3.0 정책 추진 1년 평가 및 시스템 및 제도 개선 내용 분석

- 개편 정보공개시스템, 개정 정보공개법, 원문 정보공개 등에 맞춰 문제점 및 미비점 분석

- 정보공개법 개정에 따라 확대된 정보공개 대상기관(주요 관변단체)에 대한 정보공개 모니

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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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사 업 명 2 3 4 5 6 7 8 9 10 11 12

지방선거 대응

자료수집

자료 분석

평가 및 결과 발표

지방선거

청년문제 대응

2014 지방선거 대응

대학문제 접근

최저임금 대응

청년주거정책 대응

박근혜정부 청년정책 진단

정보공개로 
바라본 

문화정책 및 
예술인 정책!

자료 수집 및 분석

관련단체 이슈 공유

이슈 개발 및 정보공개청구

박근혜 정부 2년, 문화정책 
분석 및 평가

문화예술 관련 단체와 공동
으로 예술인 실태조사 실시

방사능 및 
원전 정보공개 

심화

탈바꿈팀 구성 및 회의진행

자료조사 및 분석

온라인 아카이빙

해외단체 정보공유

좌담회

국제심포지움

평가회

박근혜 정부 
“정부3.0정책”

진단 

연구모임 진행

지방정부 정보공개실태조사

원문정보공개 평가

 ￭ 월별 사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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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사 업 명 2 3 4 5 6 7 8 9 10 11 12

회원활동

정기총회

신입회원 만남

후원회원의 밤

송년회

사이트 운영 
및 관리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 업
무시스템 정비
방사능와치 홈페이지 개편

기타

기부금지정단체 재등록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
청
이사회

사무국 활동평가회

사무국 워크숍(회원참여)

 ￭ 월별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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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수입 2012 지출 계정 2013 수입 2013 지출

4164075 기타수입 1,180,945 　

112588390 회비 114,517,250 　

28060000 후원금 28,668,000 　

3000000 재단지원금(5.18재단/아름다운재단) 21,500,000 　

　 사업비지원금(뉴스타파/시사저널) 25,000,000 　

　 94048670 급여
(퇴직급여,4대보험포함) 　 122,262,550

　 12720000 임차비 　 13,326,000 

　 10849440 사업비(내부/아름다운재단/5.18재단) 　 23,880,597

　 13923440 운영 및 관리비 　 11,288,640 

　 6555580 복리후생비 　 10,485,853 

　147812465 138097130 계 190,866,195 181,243,640

3. 2013년 결산 및 2014년 예산

 ￭ 2013년도 결산 

￭ 2012년도 대비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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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입 CMS후원 자동이체 후원금 사업지원(후원) 재단지원금 잡수입

1월 29,256,450 8,578,230 1,170,000 900,000 　 18,500,000 108,220

2월 11,318,330 9,173,330 140,000 1,320,000 　 　 685,000

3월 16,446,524 9,249,100 130,000 2,000,000 2,000,000 3,000,000 67,424

4월 11,436,510 8,962,510 190,000 30,000 2,000,000 　 254,000

5월 16,528,385 9,368,385 160,000 　 7,000,000 　 　

6월 16,526,715 9,389,265 130,000 5,000,000 2,000,000 　 7,450

7월 11,481,240 9,291,240 190,000 　 2,000,000 　 　
8월 11,330,450 9,180,640 150,000 　 2,000,000 　 13,210

9월 11,510,735 9,321,735 180,000 　 2,000,000 　 　
10월 30,674,510 9,646,510 160,000 18,868,000 2,000,000 　 　
11월 12,307,745 9,799,745 130,000 350,000 2,000,000 　 28,000

12월 12,044,201 9,676,560 150,000 200,000 2,000,000 　 17,641

총계 190,866,195 111,637,250 2,880,000 28,668,000 25,000,000 21,500,000 1,180,945 

￭ 2013년도 월별 수입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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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계 급여 퇴직금 
적립 보험 임차비 내부 

사업비

지원
사업비

(아름다운
재단)

지원
사업비
(5.18

기념재단)

복리후생비

운영비

계 사무 
용품비 

여비 
교통비 

지급 
수수료 

잡비지
출 회의비 교육및워

크샵

1월 11,425,880 7,107,060 　 962,800 1,110,500 355,000 　 　 382,760 1,507,760 142,600 164,720 838,740 　 361,700 　

2월 14,492,640 7,177,060 　 969,800 1,110,500 1,588,790 　 　 3,066,350 580,140 19,400 169,580 234,160 　 157,000 　

3월 15,830,840 7,573,310 　 969,800 1,110,500 　 4,005,600 　 365,320 1,806,310 921,420 198,940 305,850 　 380,100 　

4월 13,088,080 8,423,040 　 969,800 1,110,500 597,300 322,550 　 367,580 1,297,310 107,300 87,920 473,390 　 349,700 279,000 

5월 14,384,630 8,826,000 　 2,265,540 1,110,500 75,000 948,000 　 296,300 863,290 14,100 102,540 352,550 　 113,000 281,100 

6월 12,924,290 8,826,000 　 1,443,380 1,110,500 　 745,700 　 115,970 682,740 96,720 43,600 240,920 20,500 70,500 210,500 

7월 13,863,090 8,738,160 　 1,297,600 1,110,500 　 54,100 　 1,703,790 958,940 21,550 115,300 205,290 　 382,000 234,800 

8월 12,440,330 8,788,160 　 1,474,480 1,110,500 　 249,640 　 97,500 720,050 53,050 100,200 340,800 　 156,000 70,000 

9월 16,701,080 8,888,160 　 1,474,480 1,110,500 　 1,166,750 29,700 3,587,230 444,260 60,000 26,900 95,860 　 91,500 170,000 

10월 16,115,133 8,888,160 　 1,474,480 1,110,500 3,625,890 　 　 309,953 706,150 76,300 85,660 444,190 30,000 　 70,000 

11월 18,188,030 8,888,160 　 1,474,480 1,110,500 701,000 1,590,100 2,958,570 173,100 1,292,120 68,200 108,780 359,080 　 20,000 736,060 

12월 21,789,617 8,888,160 5,000,000 1,474,480 1,110,500 237,617 4,617,560 11,730 20,000 429,570 　 62,000 186,570 　 111,000 70,000 

총계 181,243,640 101,011,430 5,000,000 16,251,120 13,326,000 7,180,597 13,700,000 3,000,000 10,485,853 11,288,640 1,580,640 1,266,140 4,077,400 50,500 2,192,500 2,121,460 

￭ 2013년도 월별 지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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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수입기준 年 수입기준 계정과목 月 지출기준 年 지출기준

10,000,000 120,000,000 회비 　 　

2,600,000 31,200,000 후원금 　 　

2,500,000 30,000,000 사업비지원(뉴스타파+a) 　 　

1,625,000 19,500,000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1,625,000 19,500,000

250,000 3,000,000 5.18재단 지원사업 250,000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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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리후생비 1,200,000 14,400,000

　 　 내부사업비 939,500 11,274,000

운영  및 관리비 1,250,000 15,000,000

임차비 1,110,500 13,326,000 

203,700,000 총계 203,700,000

￭ 2014년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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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관

2008.10.09  (제정)

2009.03.26  (개정)

2010.04.23.  (개정)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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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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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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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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

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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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4인 이내

2. 이사 30인 내외 

3. 감사 2인

4. 소장 1인 

5. 자문위원 30인 내외

제10조 (임원의 임기) 

본 단체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대표 1년 

2. 이사 2년 

3. 소장  1년 

4. 감사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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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문위원 2년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자문위원은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대표와 소장을 선출한다. 

제12조 (대표, 이사, 소장의 직무) 

① 대표는 본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가 다수일 경우에

는 공동으로 대표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소장은 본 단체의 목적 사업을 집행한다. 필요에 따라 부소장을 둘 수 있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

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대표 유고시 이사 중에서 1인을 직무대행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⑤ 소장의 유고시 대표는 빠른 시일 안에 이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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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하는 일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감사 결과를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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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하며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장 총 회 

제15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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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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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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일시, 장소 및 의제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및의결방법) 

① 총회는 회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재적 회원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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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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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총회의 의사는 출석표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 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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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2조 (총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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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에 보관한다. 

제5장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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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이사회의 구성 및 개최)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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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4조 (표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이사는 다른 이사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5조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기타 중요 사항

② 이사회의 회의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와 감사의 서명 후 이를 본 단체

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 사항 중 이사 자신에 관련된 사항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6장 사무국 

제26조 (사무국의 구성) 

① 본 단체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상근간사를 둔다. 

③ 사무국장의 임명은 이사회에서 하고, 상근간사의 임명은 소장이 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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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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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회계연도)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 (잔여재산의 처분) 

본 단체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단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에 귀속ㆍ처분한다.

제30조(준용) 본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등 관련 법률과 비영리단체의 운영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9장 부칙 

제31조 (시행일)

본 정관은 단체 창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32조 (경과조치) 

① 본 단체의 최초 설립 시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본 단체의 최초의 회계연도는 단체가 설립된 날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