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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2012 사업보고

<탈바꿈� 위원회>

-� 핵안보정상회의는� 핵안보에� 대한'범국민적논의의� 발판'마련했나?�

-� 밀양송전탑,정보목록은비공개하면서공사는왜서두르나?�

-� 원자력,� 기술개발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 방사능재난상황에� 대처하는� 우리의자세?�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방사능측정기는얼마나� 보유하고� 있나?�

-� 에너지정책,경제성을말하려면핵발전소부터폐기하라.�

-� 노원구방사능아스팔트문제� 어디갔어이거?�

-� 원자력안전위원회,3개월� 운영에� 200억� 넘게써?!�

-� 한수원은� 방송사,� 언론사의� 이익만� 중요한가?

-� 2012년,� 일본산수산물� 방사능검사결과� 총결산!

-� 원자력안전종합계획간담회'를� 한강선상레스토랑에서?

-� '고준위폐기물관리기술개발'연구용역� 5년간� 293억여원?!

-� 원자력문화재단,� 기관장업무추진비가� 드디어� 공개되다.

-� 원자력문화재단,� 아이디와� 비번몰라서� 정보공개업무못했다?!

-� 가격오른� 수입수산물,� 세슘검출은� 여전해

1. 정보공개센터 전문화·분업화·독립화!

-� 2012년에는� 활동가들이� 각각� 하나의� 위원회를� 꾸려� 전문영역에의� 지속적인� 정보공개청구와� 사

업의� 집중을� 모색함.�

-� 이에� 탈(핵으로)바(꾸는)꿈� 위원회,� 알권리� 위원회,� 외교통상부-FTA� 위원회가� 구성됨.�

-� 활동가� 각자가� 정보공개센터� 본연의� 활동� 이외에� 위원회를� 모두�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각� 영역의� 활동은� 지속되었으나� 위원회� 자체의� 상시적인� 활동은� 부족했음.

-� 하지만�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정보공개청구로� 분산되어있던� 정보공개센터� 활동

이� 중심을� 잡게� 됨.

-� 또한� 각� 위원회� 활동은� 센터� 내부에서만의� 활동에� 그치지� 않고,� 관련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다

른�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여� 활동의� 폭을� 넓혀� 가고� 있음.

-� 세� 위원회� 중� 탈바꿈� 위원회는� 2013년~2015년� 기간� 동안�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프

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더욱� 심화된� 활동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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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은� 국민을� 핵위험으로� 몰고있다.

-� 원자력관련정보� 알고싶어도� 너~무� 알기� 힘들어

-� 한수원,� 부품교체정보� 비공개하더니� 꼼수가� 드러나다.

-� 한수원,� 용역발주비용에� 수천억!� 이래도� 원자력이� 경제적인가?

-� 원자력안전위원회대학재정지원현황살펴보니?

<알권리� 위원회>

-� MB정부의� 명박산성과� 박근혜� 인수위의� 밀봉브리핑.

-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건� 이명박대통령의� 기록이다.

-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 약속� 어디로� 갔나

- 개인정보� 뒤에� 숨은� 권력,� 이제는� 공개돼야.

- 인수위� 정보공개� 통지!!� 불통모습� 여전해.

- 인수위는� 비공개� 성역인가?� 문서목록도,� 공무원� 이름도� 비공개!

- 이명박� 대통령� 기록물� 이관TF� 정보.� 왜� 공개를� 안하나요?

- 정보비공개� 높은� 곳들� 살펴보니� 권력기관들� 우르르

- 이명박� 대통령� 기록,� 제대로� 남겨질까?�

- MB정부,� 지난� 5년간의� 알권리� 암흑기� 평가.

- 기록� 무단폐기도� 서슴지� 않는� 총리실의� 초라한� 기록생산량.

- 국가기록원� 3년간� 수의계약� 134억,� 감사지적에도� 개선� 안보여

- 10년전� 정부연구용역,� 왜� 아직도� 못� 볼까??

- 정부3.0� 공약낸� 박근혜� 의원님.� 이게� 지금� 청와대의� 정부1.0� 수준입니다.

- 위원회� 명단� 개인정보라� 비공개라는� 공공기관,� 왜죠?!!

- 문광부� 정책용역� 무턱대고� 비공개,� 비공개� 연구비용만� 해도173억� 넘어!

- 알� 권리� 암흑기인� MB정부,� 정부의� 부실한� 정보공개교육도� 한� 몫?

- 지자체� 예산낭비� 실태� 조사� “물음표� 캠페인”

<외교통상부-FTA� 위원회>

- 한중일� FTA� 공청회� 분석자료� 민감산업� 예상� 피해규모는� 쏙� 뺐네?

- TPP� 협상� 간� USTR의� 정보은폐에� 저항하는� 미� 의회,� 한국� 의원들은� 뭐하나?

- 중소기업들� 최대� 고민은� 내수부진,� 정부는� 눈� 가리고� FTA� 타령

- 외교통상부� 부실정보목록� 여전해!,� 합리적� 외교� 가능하려면� 정보폐쇄성부터� 없애야

- 한미� FTA� 반대의견,� 발효� 전엔� '괴담',� 발효� 뒤� 국회자료에선� '파급효과’

- 한미FTA� 협정안� 국무회의,� 회의록� 토의내용엔� “이견없음”네� 글자� 뿐?

- 국회� 제출한� 한중� FTA� 경제적� 효과분석,� 부실보고� 맞다

- 한중FTA,� 한미FTA� 이어� 정보은폐� 여전,� 졸속협상� 우려

-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한미FTA� 관련� 업무파악� 안됐던� 첫� 외교통상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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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상부,� 정보목록만� 보면� 제일� 투명해?

- 한미� FTA� 발효시기� 발표를� 바라보며:� 왜곡,� 무시,� 정보은폐� 그리고� 민주주의

- 반미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반대다

- 한·중� FTA,� 정보은폐가� 재앙이다

- 협정절차에서� 정보공개� 확대하고� 국회� 역할� 강화해야

- 안철수,� 현� 정권의� FTA에� 무비판적인� 것은� 자가당착이다

- 안철수의� FTA� 정책,� 재고가� 필요하다

2. 모두를 위한 정보공개! 교육·홍보 강화!

-� 2011년에� 진행된� 공터학교를� 촬영해� 영상콘텐츠로�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함.

-� 정보공개� 워크샵을� 서울시와� 공동개최함.�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일반� 시민,� 공공기관� 종사자� 등�

300명� 이상이� 참석했으며� 정보공개운동� 확장에� 대해� 의견을� 나눔.

-� 2012년� 5월� 23일� SBS에서� 주최한� ‘서울디지털� 포럼’에� 참여해� <정부2.0:� 정부와� 시민의� ‘공

존’� 과연� 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정보공개센터� 사례를� 소개함.� 또한� 세계� 각국의� GOV2.0� 관

련�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의� 자리� 가짐.

-� 정보공개센터에서� 올리는� 글들을� 영문으로� 번역해� 자료를� 올려� 외국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영문판� 정보공개� 자료집인� “Freedom� of� Information� that� changes� the�

world”� 제작함.

-�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우수정보공개� 기관을� 선정해� 시상함으로써� 정보공개� 우수� 사례를� 발굴

하고,� 모범이� 되는� 기관을� 독려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문화를� 개선함

(선정� 기관� :� 통일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교육청)

2012/� 10/� 19

-� 정보공개� 점검� 토론회� “MB정부� 5년,� 알권리� 안녕하십니까?”

2012/� 11/� 13

- 국회� 토론회� “이명박� 정부� 5년� 기록관리� 평가와� 새� 정부의� 과제� -대통령� 기록물을� 중심으로”

3. 회원들과 더 가까워지는 정보공개센터!

- 2012년� 정보공개센터� 회원� 목표는� 900명이었음.� 지난� 1년� 동안� 723명이던� 회원에서� 13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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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늘어� 현재� 861명의� 누적회원이�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함.�

- 당초� 900명이던� 회원목표에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후원의� 밤을� 기점으로� 진행한� 회원확대� 캠

페인을� 통해� 회원확대가� 있었음.� 또한� 최근� 회원들의� 자발적인� 회원확대가� 늘고� 있음,

- 2012년도�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진반과� 영어공무모임� 등� 소모

임을� 기획했으나� 홍보� 부족과� 참여� 저조로� 인해� 무산되었음.� 더욱� 내실� 있는� 기획,� 센터를� 뛰

어넘은� 홍보� 등으로� 소모임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 있음.�

- 2012년� 4월,� 상반기� 신입회원� 한마당을� 진행해� 회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으며,� 상반기� 회

원모임과� 총회,� 하반기� 후원의� 밤을� 통해� 회원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음.�

4. 정보공개로 풀뿌리 시민사회와 지속적인 연대강화!

- 정보공개운동을� 하고� 있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활동의� 공유를� 위해� 간담회를� 진행함.�

(가)알권리� 네트워크� 구성� 논의가� 오가고� 있음.�

- 정보공개� 공유로� 지역� 풀뿌리� 단체들� 및� 여타� 시민사회와�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시민감시� 영

역과� 정보공개제도� 사용의� 확장을� 모색하고� 있음.�

- 정보공개청구와� 활용을� 필요로� 하는� 단체들에� 정보공개청구� 교육� 연대를� 더욱� 활성화� 시킬� 필

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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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2012 감사 보고

1. 사업 감사

정보공개센터 사업감사 : 이광수

감사대상 사업기간 : 2012년 1월 1일~2012년 12월 31일

￭ 알권리� 분야

-� 2011년에� 이어� 거버먼트2.0운동을� 연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2012년� 7월� 5일� 서울시와� 공동

으로� 정보공개워크샵을� 개최,� 정보공개운동의� 확장을� 위한� 민관� 공동의� 참여모델을� 만듬.� 이�

과정을� 통해� 서울시의� 정보공개현황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고� 그� 결과의� 하나로� 서울시에� 정

보공개정책과가� 신설됨.�

-� 이명박� 정부� 5년간의�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알권리의� 현주소와� 새� 정

부의� 과제에� 대한� 간담회,� 토론회를� 진행함.�

2012년� 10월� 9일� 정보공개� 점검� 토론회� “MB정부� 5년,� 알권리� 안녕하십니까?”

2012년� 11월� 13일� ‘이명박� 정부� 5년� 기록관리� 평가와� 새� 정부의� 과제’

-� 2012년� 5월� 23일� SBS에서� 주최한� ‘서울디지털� 포럼’에� 참여,<정부2.0:� 정부와� 시민의� ‘공존’�

과연�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정보공개센터� 사례를� 국제적으로� 소개함.� �

-� 2012년� 7월� 10일� 행정안전부와� 함께� 정보공개상을� 제정하여� 서울시와� 통일부� 등� 정보공개제

도를� 우수하게� 운영하는� 공공기관들을� 시상함.�

-� 알권리,� 원전,� FTA를� 중심으로� 정보공개의�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였으나� 사무국내의� 평

가와� 외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3년에는� 집중분야와� 활동방법을� 새롭게� 계획할� 필요가� 있음.�

￭ 언론지원� 분야

-� 2012년에는� 정당개혁이라는� 주제로� 정당의� 정치자금을� 기획� 보도하였고� 방통위원장의� 업무추

진비,� 일본산수산물의� 방사능검사결과� 등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음.� 일상적� 이슈로는� 400여� 차

례� 언론에� 보도되었음.

-� 기획기사나� 탐사보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적� 여론을� 주도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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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 출판� /� 교육� 분야

-� 아름다운재단의�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지원사업으로� 운영했던� 시민을� 대상한� 정보공개교육

인� 공터학교가� 2011년까지� 진행되었으나� 지원사업의� 종료로� 2012년도에는� 교육프로그램을� 활

성화� 하지� 못함.�

-� 5·18기념재단의� 지원을� 받아� 서울시와� 공동으로� “전국� 정보공개워숍”을� 개최함으로써�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성공적으로� 진행함.

￭ 회원활동� 분야

-� 2011년� 2월� 사업감사� 당시� 716명의� 누적회원이� 활동하였고� 이후� 138명이� 증가하여� 2013년�

2월� 4일� 현재� 858명의� 누적회원이� 활동하고� 있음.� 당초� 목표였던� 900명의� 후원회원� 확보는�

못하였지만� 자발적� 회원가입을� 해준�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음.�

-� 2월의� 정기총회,� 5월의� 신입회원한마당,� 10월의� 후원의� 밤� 행사에� 많은� 회원들이� 참석,� 정보공

개센터의� 새로운� 사업과� 정보공개운동에� 관심을� 가지는� 회원들이� 고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2011년도에� 진행했던� 회원소모임이� 연속으로� 진행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무리해서� 진행하

기� 보다는� 회원들의� 욕구와� 의견에� 맞게� 기획하여� 단발성� 혹은� 연속성� 있는� 모임� 등� 회원모임

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센터� 운영

-� 2012년� 2월� 정기총회에서� 하승수(전)소장의� 사임으로� 전진한� 소장체제로� 변화함.� 현재� 센터�

임원진은� 대표� 3명,� 소장� 1명,� 이사� 33명,� 자문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국은� 소장� 1

명,� 상근활동가� 3명으로� 구성됨.� 활동영역의� 확장과� 전문화를� 위해� 활동가� 충원이� 필요함.�

-� 2011년� 종료되었던�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후원회원

의� 확대와� 후원의� 밤을� 통한� 재정마련으로�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하고� 있음.� 2013년도� 아름다

운재단�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이� 재개됨에� 따라� 사업비의� 확보로� 재정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함.�

￭  대외협력� 활동

-� 언론사� 및� 시민단체� 등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한� 자문� 및� 협력요청이� 계속되고� 있으며� 지속적은�

협력관계를� 유지해� 옴.�

-� 교류� 및� 연대사업의� 장을� 지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네트워크� 방향에� 대한� 설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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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 감사

정보공개센터 회계감사 : 이재호 

감사대상 회계기간 : 2012년 1월 1일~201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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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2012.12.31.)� 운영에� 대하여� 담당직원과의� 질문,� 분석적� 절차� 등의� 방법으로� 회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기� 운영계산서는� 정보공개센터의� 당기� 운영성과를� 적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당기� 운영차액�

운영차액은� 운영수입에서� 운영지출을� 차감한� 금액으로� 당기� 운영차액은� (+)� 9,715,335원입니다.�

이를� 운영수입과� 운영지출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수입

운영수입� 합계금액은� 147,812,465� 원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비� 112,588,390원,� 후원금� 28,060,000원,� 5.18재단� 사업지원금�

3,000,000원,� 은행� 이자� 등� 기타수입이� 4,164,075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운영지출

� 운영지출� 합계금액은� 138,097,130원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임차료� 12,720,000원,� 인건

비� 등� 급여� 94,048,670원,� 복리후생비� 6,555,580원,� 회의비� 등� 운영� 및� 관리비� 13,923,440

원,� 5.18재단� 지원사업� 및� 회원사업� 등� 사업비� 10,849,44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차기이월� 운영차액� 누적액

차기이월� 운영차액� 누적액은� 전기이월� 운영차액� 누적액에서� 위� 당기� 운영차액을� 합한� 금액입니

다.� � 전기이월� 운영차액� 누적액은� � 30,681,077원으로,� 2008� 회계기간� 운영차액� 16,101,517원,�

2009� 회계기간� 운영차액� 1,746,188원,� 2010� 회계기간� 운영차액� (-)2,898,483원,� 2011� 회계기

간� 운영차액� 15,731,855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위� 당기� 운영차액� 9,715,335원을� 합

하면� 차기이월� 운영차액� 누적액은� 40,396,412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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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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

경건(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여선(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희(대표겸직),�

김용진(KBS� 기자),� 김유승(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김형완(인권정책연구소� 소장),� 도류(불도

암� 주지스님),� 민경배(경희사이버대� NGO학과� 교수),� 서경기(대표겸직),� 설문원(부산대� 문헌정보

학과� 교수),� 성재호(KBS� 기자),� 성창재(변호사),� 손미영(주부),� 신동호(경향신문� 기자),� 양리리(서

대문� 도서관� 친구들� 대표),� 이민규(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상미(경복대학교� 교수),� 이소연

(덕성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이승휘(대표겸직),� 이재명(한겨레� 기자),� 이종필((사)마을� 활동가),�

장병인(How’s� 컨설팅� 대표),� 장유식(변호사),� 전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정재호(국민일보� 기자),�

정창수(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조호연(경향신문� 기자),� 하승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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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한국문화콘텐츠� 최고위과정� 주임교수),� 임정섭(미디어홍� 미디어팀장),� 전종익(서

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헌배(케이넷피� 기획실장),� 최정민(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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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이사� 선임안

권혜진�

-� 데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소장,� 뉴스타파� 사무처장

박동진�

-� 국제사이버대학교� 교수

이경득�

-� 새한상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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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년 사업계획

주요 활동 목표

① 원전/방사능 정보 아카이브 구축으로 정보독점 견제, 시민의 생명권과 알권리 확보!

② 국회 정보공개 강화로 국회의원 특혜 견제, 국회 감시 강화!

③ FTA 정보, 대통령기록, 4대강사업 등 닫혀있는 정보에 대한 끊임없는 정보공개

④ 알권리 연구, 연대 활동으로 깊고 넓은 정보공개센터 만들기 

⑤ 더 많은 활동가, 더 많은 회원, 더 많은 만남으로 북적북적 정보공개센터 만들기

� 1.� 탈핵으로� 바꾸는� 꿈� “탈바꿈� 프로젝트”

-� 원전,� 방사능� 등� 원자력� 관련� 정보의� 청구� 및� 분석

-� 원자력에너지� 및� 원전관련� 정보를� 집적하고� 각� 조직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을� 아카이빙하

여� 시민들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할� 온라인아카이브� 마련을� 위한� 기반조성

-� 원자력발전소� 반대운동을� 하는� 해외단체의� 사례들을� 번역,� 한국의� 사례들을� 영작하는� 작업을�

통해� 해외단체와� 원전정보의� 공유� 작업

(*� 이� 프로젝트는� 아름다운� 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 연� 2회의� 토론회와� 간담회� 진행

*� 원전정보� 전문� 홈페이지� 개통,� 기존�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와� 연동

*� 정보의� 집적을� 위해� 해외사례를� 번역할� 뿐만� 아니라� 자료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

록� 인포그라픽으로� 제작

2.� 퍼져라� 알권리.� “정보공개� 운동의� 심화,� 그리고� 연대”

-� 정보공개를� 활용하고� 있는� 시민사회� 영역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보공개� 운동을� 확장.

-�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및� 정보공개� 활용실태� 설문조사

-� 정보공개제도� 정착� 및� 알권리� 확산을� 위해� 표준� 정보공개조례� 제정� 작업

-�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알권리� 연구모임� 운영

- 정보공개가� 확산되고,� 시민들도� 정보공개청구에�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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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뿌리� 단체들과� 함께� (가)알권리� 네트워크� 구성

*� 알권리� 연구모임의� 결과를�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공유

*�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정보공개캠페인,� 정보공개공모전� 진행

3.� 감시� 사각지대,� 특혜� 무풍지대� “국회를� 감시한다”�

-� 19대� 총선국면에서� 여야가�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하였으나� 이행검증이� 이루어지

지� 않음.� 따라서� 2013년� 한� 해� 동안� 지속적인� 검증으로� 국회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강화하여�

정치쇄신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국회는� 입법부로써�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 행정부,� 언론,� 시민사회의� 견제가� 취약함.� 따라서�

2013년� 한� 해� 동안� 국회의원� 활동과� 더불어� 국회� 자체� 사업들� 및� 의정� 및� 의원활동� 지원예산

과� 집행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있음.

*� 국회� 집중� 정보공개� 사업과� 관련한� 토론회� 진행

*� 정보공개청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보고서� 및� 백서� 발간

*� 국회� 감시� 활동의� 일환으로� 관련단체와� 연대활동

4.� 더� 끈끈한� 정보공개센터!� 더� 단단한� 정보공개센터!

-� 공터학교,� 소모임� 등을� 정리/정례화� 하여�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회원활동� 기획

-� 활동가를� 충원하고,� 회원� 1000명을� 달성해� 더욱� 깊이� 있는� 활동,� 더욱� 적극적인� 활동,� 더욱�

돈독한� 정보공개센터� 기반� 마련�

-� 회원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익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대행

-� 회원� 한마당,� 신년회,� 송년회� 등� 회원들과의� 만남을� 상설화� 해� 회원� 간의� 소통을� 강화하며,� 회

원들에게� 찾아가는� 정보공개센터로� 발돋움.�

*� 사진,� 우쿨렐레,� 영어회화� 등� 기존에� 진행� 및� 기획했던� 소모임을� 구체화� 및� 정례화� 시킴

*� 공터학교,� 워크숍� 등� 정보공개� 시민교육,� 회원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 홈페이지� 개편,� 회원� 소식지� 강화를� 통해� 더� 편리하고� 적극적으로� 회원과�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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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사� 업� 명
2 3 4 5 6 7 8 9 10 11 12

회원� 활동

정기총회� 및� 신년회

후원의� 밤�

신입� 회원� 한마당

송년회

회원� 소모임

협력� 활동

정보공개청구� 캠페인

뉴스타파� 협약

사무국� 활동가� 채용

탈바꿈프로젝트

온라인� 아카이브

토론회� 및� 좌담회

해외단체� 정보공유

언론기획,� 정보� 분석

정보공개청구,�

알권리� 영역

정보공개� 설문조사

(가)알권리� 네트워크� 구성

표준� 정보공개� 조례�

알권리� 공부모임

국회감시

국회의원� 활동� 조사

국회� 사업� 및� 예산�

집행� 정보공개

산업통상부� 자유무역� 협정� 정보공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자금운영� 정보공개

17대,� 18대� 대통령기록� 정보공개

￭ 월별� 활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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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수입 2011 지출 계정 2012 수입 2012 지출

4,651,940 기타수입 4,164,075

95,826,765 회비 112,588,390

27,746,762 후원금 28,060,000

23,000,000 지원금 (5.18재단) 3,000,000  

76,892,882 급여 (4대보험 포함) 94,048,670

10,920,000 임차비 12,720,000

31,661,210 사업비 10,849,440

11,422,870 운영 및 관리비 13,923,440

4,596,650 복리후생비 6,555,580

151,225,467 135,493,612 계 147,812,465 138,097,130

(+) 15,731,855 총계 (+) 9,715,335

<2012 수입 비율> <2012 지출 비율>

3. 2012년 결산 및 2013년 예산

￭ 2012년도� 결산� (2011년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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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입 CMS후원 자동이체 후원금 잡수입 비고

1월 9,523,465 7,803,465 1,270,000 　 450,000 

2월 13,412,525 7,783,025 1,280,000 3,350,000 999,500 2020 재단

3월 12,232,164 7,677,255 1,280,000 3,000,000 274,909 

4월 10,103,195 8,340,875 1,280,000 　 482,320 

5월 9,091,430 7,761,430 1,230,000 100,000 　

6월 10,631,200 8,225,045 1,170,000 　 236,155 

7월 8,536,750 8,056,750 1,280,000 200,000 　

8월 9,319,715 8,159,715 1,160,000 　 　

9월 10,290,870 8,170,870 1,220,000 900,000 　 후원의밤

10월 30,203,600 8,549,600 1,220,000 19,760,000 674,000 후원의밤

11월 10,453,230 8,553,230 1,180,000 650,000 70,000 후원의밤

12월 10,264,321 8,667,130 1,270,000 100,000 227,191 

총계 144,062,465 97,748,390 14,840,000 28,060,000 3,414,075 

　 총계 급여 4대 보험 임차비 사업비

운영및 관리비
복리

후생비계
사무

용품비

여비

교통비

지급

수수료

잡비

지출
회의비

교육및 

워크샵

1월 10,953,000 5,865,700 832,850 910,000 316,500 2,034,270 242,200 32,600 1,079,470 130,000 400,000 150,000 993,680 

2월 12,377,550 6,732,280 841,050 910,000 2,253,900 1,351,360 385,000 159,240 156,220 154,000 318,000 178,900 288,960 

3월 10,787,260 6,782,280 841,050 910,000 　 1,888,080 560,000 　 668,580 　 659,500 　 365,850 

4월 10,918,170 6,782,280 841,050 1,110,000 678,210 1,204,430 275,000 85,380 571,050 　 202,000 71,000 302,200 

5월 10,703,420 6,406,130 2,008,210 1,110,000 　 792,930 154,500 15,900 406,030 　 180,500 36,000 386,150 

6월 10,349,100 6,842,730 1,134,980 1,110,000 　 937,090 207,850 71,700 206,680 　 450,860 　 324,300 

7월 10,888,070 6,957,060 947,260 1,110,000 　 696,650 196,800 44,500 131,350 　 272,000 52,000 1,177,100 

8월 10,827,620 7,007,060 947,260 1,110,000 　 1,414,500 613,000 93,100 380,600 　 298,800 29,000 348,800 

9월 11,286,690 7,107,060 962,800 1,110,000 　 920,340 143,600 132,640 222,350 141,800 280,000 　 1,186,440 

10월 14,406,100 7,107,060 962,800 1,110,000 3,972,080 713,970 17,000 54,180 345,490 　 297,300 　 540,190 

11월 10,617,190 7,107,060 962,800 1,110,000 　 1,097,980 39,300 71,800 225,480 　 322,000 439,400 339,350 

12월 10,578,260 7,107,060 962,800 1,110,000 224,000 871,840 255,050 42,960 212,580 159,000 153,000 49,250 302,560 

총계 134,692,430 81,803,760 12,244,910 12,720,000 7,444,690 13,923,440 6,555,580 

￭ 월별� 수입� 내역

￭ 월별� 지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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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수입기준 年 수입기준 계정과목 月 지출기준 年 지출기준

11,550,000 138,600,000 회비 　 　

4,250,000 51,000,000 후원금 　 　

1,542,660 18,500,000 아름다운재단 지원금 　 　

　 　
급여

(퇴직급여, 4대보험 포함)
11,000,000 132,000,000

　 　 사업비 2,500,000 30,000,000

　 　 복리후생비 1,200,000 14,400,000

　 　 단체 운영 관리비 1,540,000　 18,500,000

　 　 임차비 1,110,000　 13,200,000

208,100,000 계 208,100,000

<2013 수입 비율> <2013 지출 비율>

￭ 2013년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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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개정� 후

대표는� 총회� 개최� 14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의제를� 문서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표는� 총회� 개최� 14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

소� 및� 의제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회비의� 액수는� 총회에서� 정한다. 삭제

개정� 전 개정� 후

임원은� 비상근직을� 원칙으로� 하며�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세입� 범위� 내에

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14조� 1항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세입� 범위� 내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4조� 2항

본� 단체의� 운영� 및� 사무� 수행을� 위

해�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며�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4. 정관 개정 안

관련� 조항� :� 정관� 21조� 2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내용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 회비에� 대한� 내규� (6조� 2항)

￭ 임원의� 보수에� 대한� 내규� (14조)

￭ 총회의� 소집에� 대한� 내규� (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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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관

2008.10.09  (제정)
2009.03.26  (개정)
2010.04.23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단체는 기록정보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사회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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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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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며 표결에 참여 
4. 단체에서 발간하는 출간물의 수령 
6. 기타 본 단체의 제안 사업에 대한 참여

제6조 (회비) 
① 회비는 월회비,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② 회비의 액수는 총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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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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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문위원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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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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 공
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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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받은 사
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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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은 비상근직을 원칙으로 하며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세입 범위 내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5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7조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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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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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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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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2조 (총회 회의록) 
총회의 회의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 이사와 감사의 서명 후 이를 본 단체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한다.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및 개최)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제5차 정기총회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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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의 주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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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재정)
① 본 단체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본 단체의 모든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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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본 단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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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단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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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