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로 살펴보는 회의공개법 이야기
- 전자회의와 위반에 대한 처벌을 중심으로 본 미국 50개 주 회의공개법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김유승 & 최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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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관한 법률

1980 「언론기본법」 제2조, 알권리 규정

1989 헌법재판소 판결 (88헌마22)

1991 청주시의회,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의결

199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199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0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2006 ‘열린정부’ 사이트(www.open.go.kr) 개통

2008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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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20년,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1998-2016 연도별 정보공개 접수 현황

정보공개 접수 건수는 1998년 26,338건에서 2016년 756,342건으로 약 29배 증가함.

출처: 행정자치부. 2017. 2016 정보공개연차보고서.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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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2016 정보공개 처리 현황

출처: 행정자치부. 2017. 2016 정보공개연차보고서. p.21.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중앙행정부처
’15 75% 15% 10%

’16 75% 15% 10%

지방자치제도
’15 88% 10% 2%

’16 87% 10% 3%

대통령비서실
’15 43% 26% 30%

’16 48% 34% 18%

대통령경호실
’15 9% 4% 87%

’16 0% 0% 100%

국가안보실
’15 19% 0% 81%

’16 69%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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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명박-박근혜정부, 정보공개 잔혹사

출처: KBS1 뉴스
http://news.kbs.co.kr/ne

ws/view.do?ncd=345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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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월호 참사 당일 기록의 비공개

2015, 꼬리 감춘 국정교과서 집필진

2015, 메르스 사태를 키운 비공개, 비밀주의

2016, 서별관 비밀 회의

2016, 청와대 오찬에 쓰인 예산 알면 중대한
국익침해

2018, 이명박 영포빌딩 대통령기록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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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권시대,
정보공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 알권리를 헌법적 권리로!
– 국민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문화
– 정보공개법의 기본 철학으로 성문화

• 정보공개 영역을 수평적, 수직적으로 확장하라!
– 행정정보에서 생명, 안전 정보로 확장
– 결과에 대한 공개에서 과정에 대한 공개로 확장
– 정보의 생산, 유통, 공유 과정 시민 참여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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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회의공개인가?

• 시민들은 공적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권리가 있으며, 그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Judy Nadler and Miriam Schulman. 2006. Open Meetings, Open Records, and Transparency in Government.
<https://www.scu.edu/ethics/focus-areas/government-ethics/resources/what-is-government-ethics/open-meetings-open-
records-transparency-government/>

• 행정기관의 정책결정을 비밀로 하여

두는 것은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과

결정을 용인할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며, 민주적 행정 구현의 정신에

반한다.
변주연. 2008. 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 공개 제도화 연구.

기록학연구, 17: 203-245.

출처: 행정자치부. 2017. 2016 정보공개연차보고서. p.28. 8



미국 연방정부의 회의공개법

•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의

연방정부 기관들의 회의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약 50개 기관이 해당됨. 

• 이 법에 따르면, 비공개 회의의 내용도 기록해야 하며, 기록되지 않는 한 기관

관리들과 기업체 임직원과의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은 금지됨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예외 조항 중 9개는 정보공개법의 경우와 동일함. 

• 10번째는 당해 기관이 중재에 참여하고 있거나 소송에 관련되어 있을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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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보자유법 그리고 회의공개법

U.S.Code Short Title

5 U.S.C.

§ 552. Public information; agency 
rules, opinions, orders, records, and 
proceedings

Freedom of Information Act

§ 552a. Records maintained on 
individuals

Privacy Act

§ 552b. Open meetings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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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0개 주 회의공개법

• 회의공개법 명칭 다양, 내용도 다양

– 대부분이 회의공개법 Open Meeting Act or Law
– 그러나, 아래 주들은

• 콜로라도, 미주리: Sunshine Law for open meetings
• 하와이, 펜실베니아: Sunshine Law
• 인디아나: Open Door Law
• 오레곤, 와이오밍: Public Meetings Law
• 유타: Open and Public Meetings Act
• 웨스트 버지니아:Open Governmental Proceeding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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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공개법의 내용

• 회의공개 목적

• 공개 회의 정의(전자 통신 회의 등)

• 적용 받는 정부 기관

• 회의 공고 및 통지

• 회의 프로세스(회의록, 투표 절차 등..)

• 집행(결과 공개, 비공개 및 절차 등..)

•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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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공개 목적 [1]

• 캘리포니아 주의 예

이 장을 제정함에 있어, 주 의회는 주에 있는 공공위원회, 이사회, 협의회 및

기타 공공 기관이 국민의 사업 수행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법의

의도는 공개적으로 그들(기관)의 행동이 취해지고, 그들의 심의가

공개적으로 수행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의 국민은 자신을 섬기는 대행

기관(the agencies which serve them)에 주권을 양도하지 않습니다. 위임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공무원에게 사람들이 알기 좋은 것, 알기 좋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결정할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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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공개 목적[2]

• 하와이 주의 예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궁극적인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정부 기관은 공공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정부의 프로세스를 대중의
감시와 참여로 개방하는 것이 공익을 보호하는 유일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의회는 공공 정책의 형성과 실행 (토론, 심의, 결정 및
정부 기관의 활동)과 같은 주 정책이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이 정책을 집행을 위해 입법부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이 법의 의도이다.
2) 공개 회의를 요구하는 조항은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3) 공개 회의 요구 사항에 대한 예외 조항은 비공개 회의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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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공개법 누가 적용받는가? [1]

• 주마다 회의공개법 적용 대상의 범주가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음

• 알래스카의 경우
– 회의공개법은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을 정부 기관의 최소 두 명의

위원을 포함하는 모든 하위 위원회를 포함, 공공정책을 조언하거나
결정하는 의회, 협의회, 위원회 또는 공공 기관으로 정의.

– 주립 대학뿐만 아니라 주 정부의 모든 하위부서를 포함.
– 그러나, 주 사법부와 주 의회를 법 적용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면제.
– 알래스카 회의공개법의 적용에서 면제되는 주목할 만한 대상

• 사법 또는 준사법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 기관
• 배심원
• 가석방 또는 사면 위원회
• 병원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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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공개법 누가 적용받는가? [2]

• 애리조나의 경우
– 정부 기관을 주정부의 모든 이사회와 위원회, 모든 하위부서와 지자체로

정의
– 입법부뿐만 아니라 주에 의해 선출되거나 임명되는 모든 민간 기업 및

기구의 이사회를 명시적으로 포함
– 애리조나 회의공개법의 적용에서 면제되는 주목할 만한 대상

• 사법 절차
• 입법 간부회
• 입법부 회의위원회
• 사법위원회
• 지문 채취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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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회의가 궁금하다

• 정보통신 기술 활용의 확대는 정부 영역에서 대면회의를 전화회의,
이메일 등 전자통신을 활용한 회의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음

• 전자회의의 다양한 유형과 각각의 특성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향후
회의공개법 시행에 있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다양한 형태의 전자적 커뮤니케이션이 회의공개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비밀주의, 비공개주의의 온상이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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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별 전자 회의 규정 범위
주명 전자통신 이메일 전자회의 화상회의 기타

앨래바마 회피용 X

알래스카 내용없음

애리조나 O O

아칸소 내용없음

캘리포니아 X O

콜로라도 O O O

코넷티컷 내용없음

델아웨어 이메일 판례

플로리다 내용없음

조지아 내용없음

하와이 이사회 회의에서 회피용 X

아이다호 내용없음

일리노이 O O O

인디애나 내용없음

아이오와 O

캔자스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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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별 전자 회의 규정 예시

• 앨라바마

– 전자 통신(electronic communications)은 회의공개법 조항의

허점으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시민의 심의를 피하기 위한 “이메일

투표(email voting)”의 일반적 사용을 배제하고 있다(Alabama 

Code 36:25A:1).

• 애리조나

– 공개되는 회의에는 이메일 및 전화 대화(telephone 

conversations)가 포함된다(Arizona Statute 38: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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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대상 회의의 유형

• 주마다 이메일을 제외하고 전자통신, 전화 회의, 화상회의
등을 표기하는 방식이 다름. 

– 전자통신: electronic communications, electronic meetings, 
electronic telecommunication equipment, electronic methods, 
electronic means 

– 전화회의: telephone conversations, telephonic communication, 
telephone conferencing, (teleconferencing)

– 화상회의: video teleconferences, videoconferencing, 
videoconference call, video or audio conference

• 본 연구에서는 주마다 표기 방식이 다르지만 편의상 전자통
신, 전화회의, 화상회의로 통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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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대상 회의의 유형은 어디까지? [1]

• 일반에게 공개하는 회의에 관해,

– 공공기관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전통적인 대면(person) 회의 이외에

– 전화 회의, 전자통신 수단(이메일, 화상회의)을 공개회의 포함하여 명시적으
로 언급한 경우가 있음. 

– 전자 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회의를 공개 회의에 포함한다고 단순히 언급한
경우도 있고, 

– 이메일만 언급한 경우, 이메일, 전화, 화상회의를 부분적으로 언급한 경우
등 주마다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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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대상 회의의 유형은 어디까지? [2]

• 미국 50개 주 회의공개법에 전자통신, 이메일, 전화회의, 화상회의 등이
모두 언급 된 것은 아님

– 26개 주에서 전화회의와 전자 매체를 활용한 회의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분석. 

– 언급되지 않은 24개 주를 제외

• 회의공개법에 전자통신을 언급한 주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전화회의, 
화상회의, 이메일 회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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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대상 회의의 유형은 어디까지? [3]
‘언급 없음’을 제외한 10가지 유형

구분 주 개수

언급없음 델라웨어(이메일 판례), 하와이(이사회규정에서 언급) 24

전자통신 아이오와, 메사추세츠, 몬태나, 유타 4

전자통신, 이메일 앨라배마 1

전자통신, 전자회의 미시시피, 뉴햄프셔,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와이오밍 6

전자통신, 이메일, 전화화의 콜로라도 1

전자통신, 이메일, 전화화의, 화상회의 네브래스카, 웨스트버지니아 2

전자통신, 전자회의, 화상회의 일리노이,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버지니아 4

이메일, 전자회의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2

이메일, 전화회의, 화상회의 버몬트 1

전화회의, 화상회의 켄터키, 테니시 2

화상회의 네바다, 뉴욕, 오크라오마 3

전자통신, 화상회의

없음

전자통신, 이메일, 화상회의

이메일

이메일, 화상회의

전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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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급없음

– 법률은 공공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공공 기관 구성원의
정족수를 소집한 회의라고 규정함 (사우스 캐롤라이나).

• 전자 통신 회의

– 법은 ‘회의’를 공공 정책을 심의, 결정하기 위한 공공 기관의 공식 회의로
정의함. 정의에는 전자 통신 장비를 사용하는 회의가 포함됨 (미시시피). 

– 화상회의, 전화회의과 같은 전자 수단 회의가 개최될 수 있으나, 전화, 
이메일 등 개인적으로 회의 범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불법이라고
명시. 이사회가 어떤 공식적인 행동을 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관심사에 관해
논의 할 때, 이것은 회의임. 이 논의가 직접, 전화, 이메일 또는 기타 전기
통신 수단을 통한 공공 회의의 범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불법
회의로 간주됨 (웨스트버지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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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회의

– 모든 공공 기관이 전화회의를 사용하는 모든 회의에 대해 5일 전에 통보해
야 한다고 규정. 통보에는 회의 날짜와 시간은 물론 회의 장소와 대중이 참
여할 수 있는 장소가 포함되어야 함. 비상 사태의 경우,이 법안은 공공 기관
이 사전 통보 없이 전화회의를 사용하여 만날 수 있도록 함 (미시시피) 

• 원격 회의(teleconference)

– Teleconference defined. For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a teleconference 
is information exchanged by any audio, video, or electronic medium, 
including the internet.

– 원격 회의는 인터넷을 포함하여 오디오, 비디오 또는 전자 매체에 의해 교환
되는 정보임(사우스다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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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전자회의 관련 사항

– 장소제공
• 주, 정치 하부 조직 또는 공공 기관이 전화 회의를 통해 공식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주정부, 정치 하부 조직 또는 공공 기관은 대중이 화상
회의를 청취하고 참여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장소를 제공해야 함
(사우스다코다)

– 녹음, 녹화 가능
• 공공 기관은 개인이 오디오 또는 비디오 녹음 장비를 사용하여 공개

회의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 할 수 없음 (오크라호마).

– 필요 청취 장소, 장비 비용 청구
• 비용을 부분적으로 부담하게 하여 각 청취자에게 최대 25달러 수수료

부과(노스캐롤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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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및 벌칙

1.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회의의 모든 결정은 무효다.

– 소송을 통해 회의공개법에 대한 위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 불법적으로
개최된 회의를 통해 결정된 모든 행위 및 조치는 무효화되는 것이 원칙임

– 단, 법원이 회의의 결정 사항을 무효화 할 것이냐를 판단할 때의 가장
중요되는 기준은 공적 이익(Public Interest)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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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구든 회의공개법 위반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 회의공개법 위반이 발생 또는 인지된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는 시민
누구나가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모든 주의
회의공개법에 명시되어 있는 원칙임

– 단, 소송은 위법 회의가 개최된 날로부터 또는 위법 회의를 인지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함

– 가장 긴 기간이 주어지는 알래스카 주의 경우, 법 위반을 인지한 후 60일
이내, 실제적 위반이 발생한 2년 이내 소송 제기가 가능함

– 반면, 인디애나 주의 경우, 30일 이내 소송이 제기되어야 함

– 각 주별로 30일, 45일, 60일, 90일, 120일 등 다양한 소송제기 가능 기간을
정하고 있음

– 단, 실제로 위법이 발생한 날과 위법을 인지한 날을 달리하여 기간을
산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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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구든 회의공개법 위반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 또한, 재정, 계약 관련 사항의 경우 소송 제기 기간을 일반적 행정조치에
대한 무효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보다 짧게 두고 있음

– 예를 들어 유타 주의 경우, 채권, 지폐 발행과 관련된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30일 이내에, 이외 다른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90일 이내
소송이 제기되어야 함

– 한편, 아이다호 주의 경우, 회의의 결정 사항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은
30일 이내 제기해야 하지만, 이와 관련된 처벌과 영장을 위한 소송은 180일
이내 제기하면 됨

– 많은 주에서 공공기관에게 위반 사항을 고지하고, 이를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일정 시간을 부여하고 있음

– 캘리포니아 30일, 뉴 멕시코 15일, 미시시피 14일, 노스 타코타 7일, 켄터키
3일의 정정 기간 주어짐

– 다만, 소송 중이라도 공공기관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을
경우, 소송은 기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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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의공개법 위반, 사전에 막을 수 있다.

– 하와이 주에서는 회의 개최 6일(six calender days) 이전에 부지사 또는
카운티 서기의 사무실의 서면공지가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 부지사 또는
카운티 서기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회 부성의 장에게 위반에 대해 즉시
통지하고, 회의 자체를 취소시킴

– 코네티컷 주의 경우, 상고인의 이의제기가 회의공개법 위반을 방지하려는
의도였다면, 이의 제기를 받은 후 72시간 내에 심리를 열어야 함. 또한 이
심리 개최는 개최 48시간 전에 공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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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유형 주(개) 양형 기타

벌금 24

-최고 5,000USD
-최고 1,000USD 또는
월급여의 절반
-최고 1,000USD (2)
-최고 500USD (6)
-100~500USD
-최고 300USD
-최고 100USD (6)

-20~100USD
-벌금(변호사비용 포함/특정되지
않음)
-1차 위반 250~1,000USD/ 그후
위반 -1,000~2,500USD
-1차 1,000USD/ 2차 2,000USD
-1차 500USD/ 2차
100~1,000USD
-1차 100USD/ 2차 100~500USD

소송 시 변호
사 비용은 패
소한 쪽에 지
급 책임이 있
음

경범죄 7
-경범죄 (2)
-2급 경범죄
-C급 경범죄 (2)

-B급 경범죄
-1차 4급 경범죄 / 2차 3급
-경범죄

벌금+결범죄 5 - 500USD+2급 경범죄
- 500USD+경범죄 (2)

- 적정 벌금+경범죄
- 750USD+경범죄

벌금+징역형 3 500USD+1년 징역/ 100~500USD+1개월~6개월 징역
1차 위반 100USD+30일 징역 / 2차 위반 200USD+징역

명시없음 11

합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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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경범죄 징역형

• 벌금의 경우, 로드
아일랜드 주의 최고
5,000USD부터
20USD까지 벌금의
액수는 다양

• 단 로드 아일랜드는
벌금을 개별 구성원이
아닌 기관에 부과

• 대부분의 주에서는 벌금을
위원회 구성원에 부과

• 벌금을 최고 500USD와
최고 100USD로 정한
주가 각각 6개로 최다

• 4개 주에서는 1차 위반
시의 벌금과 그 후
반복되는 위반에 대한
벌금의 액수를 별도부과

• 12개주에서는 회의공개법
위반을 다양한 등급의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음

• 경범죄만을 명시한 주가
7곳, 경범죄와 함께
벌금을 부과한 주가 5곳임

• 3개주는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하여 벌금과
함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오클라오마 주의 경우, 
최고 500달러의 벌금과
1년의 징역형,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경우, 1차
위반에 대해 100달러
벌금과 30일 징역형, 그 후
법 위반에 대해 200달러의
벌금과 징역형, 텍사스의
경우, 100~500달러의
벌금과 1개월과 6개월
사이의 징역형을 부과함

• 그 외, 구체적인 처벌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은 주가
12곳이었음

• 그 외, 소송시 변호사비용은 패소한 쪽에 지불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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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의공개법 무시하면 쫓겨난다

– 또한, 애리조나, 아이오와, 미네소타, 오하이오 주 등에서는 법을 위반한
공직자 혹은 위원회 위원을 면직시킬 수 있음.

– 아이오와 주와 미네소타 주에서는 3번 위반한 자, 애리조나와
오하이오에서는 단 한 차례라도 법을 위반한 자를 면직 대상으로 할 수 있음

6. 소송비용까지 책임져야 한다

– 이와 같은 소송절차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은 패소하는 측에 지급
책임이 있음

– 공공기관 또는 그 구성원의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주에따라 변호사 비용은
기관 또는 개별 구성원에게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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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송이 아닌 길을 모색한다

– 다만, 소송을 통한 이의 절차가 우리나라 상황에서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방식이냐에는 의문이 제기됨

– 일반 시민에게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소송을 선뜻 선택할 수 있을까?

– 패소의 위험성은? 소송을 통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시민은
변호사 비용까지를 책임져야 함

– 코네티켓 Freedom of Information Commission, 일리노이즈 Public Access 
Counselor, 미시시피 Ethics Commisssion, 뉴욕 Committee on Open 
Government, Oregon Government Ethics Commission, South Dakota 
Open Meetings Commission 등 위원회의 기능에 주목함

– 코네티컷의 정보공개위원회는 회의공개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기관 또는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법률을 위반한 회의에 따른 결정과
조치들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짐. 다만, 정보공개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이와 유사와 기능을 하는 사우스 다코타 회의공개위원회는 주 법무장관이
임명하는 5명의 법률가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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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의방해는 처벌 받는다

– 노스캐롤라이나는 회의를 방해하고 혼란시키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
고 있음. 고의적으로 회의를 방해하거나 혼란시키거나 방해하는 사람, 의장
이 회의를 떠날 것을 지시한 사람, 고의적으로 회의를 떠나기를 거부하는 사
람은 제 2급 경범죄의 유죄에 처함

9.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받는다

– 장애가 있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서 회의를 하거나,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통역인의 요청에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장애를 근거로 한 차
별이다. 통역인을 요청한 사람은 48시간 전에 통역인 요청을 통보해야 한다
(오레곤)

10. 담배는 가져오지도 마세요

– 어떤 사람도 공개 회의가 열리는 방에서 연기가 나는 흡연 도구를 피거나나
휴대할 수 없음 (오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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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공개법, 무엇을 담아야 할까?

• 법이 적용되는 회의의 범주를 정의하라
– 법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회의공개법 적용 대상 회의의 현실적 범주를 설정
– 법은 적용 대상의 기준과 이를 관리, 감독할 주체를 명시하여야 함
– 중앙부처의 공개 대상회의 선정과 함께,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광역단위의

회의공개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지역별 공개 대상회가 지정되어야 함

• 법이 적용되는 회의의 유형을 정의하라
–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회의공개법을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척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공개 대상이 되는 회의 유형에 대한 명시적
정의가 요구됨

– 또한, 회의공개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비공식적 온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금지를 명시하여야 함

• 비공개에 대한 이의제기를 허하라
– 시민 누구나가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한 이의를 손쉽게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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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위원회를 혁신하라
– 중앙정부의와 지방정부 각각의 정보공개위원회 또는 회의공개위원회를

행정위원회의 형식으로 두고, 회의공개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정보공개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법 위반을 확인한 경우, 공공기관 스스로 위법 행위를
바로잡을 것을 명령하고, 이를 실행할 수 적정 기한을 부여. 만약 위원회의 명령을
기한 내 시행하지 않은 경우, 공공기관 또는 구성원에 벌금을 부과하고 행정적
제재를 권고함

– 정보공개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법 적용이 정당하였음을 확인한 경우, 이의제기를
기각함

– 단,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시민과 공공기관 양측 모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악의적, 고의적 회의 비공개 행위를 처벌하라
– 회의공개법을 고의적, 악의적으로 위반한 자에게는 적정한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함

– 회의공개법을 고의적, 악의적으로 위반한 자는 회의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음을 확인해야 함

– 회의공개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자는 이를 가중 처벌하여야 함

– 회의 비공개를 고발한 시민 또는 내부고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을 명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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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공정성은
배분공정성의 확립과 유지의 전제조건이다

절차공정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배분공정성은 사라진다

Leventhal, Gerald and Anderson, David (1970), 
“Self-Interest and the Maintenance of Equ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May 1970, 15, 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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