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오픈데이터 형태로 전면 공개

분류

디지털 개방

함께하고 싶은 부처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법무부(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담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배경

헌법 제109조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
법원을 통해 검색가능한 판결은 전체 대법원 판결의 3.2%, 각급 법원 판결의 0.003%가량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판결문 통합 검색·열람시스템 도입, 확
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문 공개, 형사 판결 임의어 검색 허용,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 마련 등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방안을 마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1,2심 판결문은 여전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형사판결서 임의어 검색이 허용되고 통합 인터넷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검색·열람 대상 판결서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판결만, 민사·가사·행정·특허사건은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판결만 찾아볼 
수 있고 이마저 판결문 사본 제공 신청과 비실명화 작업, 수수료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판
결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2019년의 경우 월 평균 확정 판결서의 인터넷 열람 건수
가 2018년에 비해 약 2배, 2017년에 비해 약 4배 정도 증가하여 판결문 공개에 대한 수요가 
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성

'판결정보 특별열람' 서비스도 있지만, 법원도서관에 직접 찾아가 1시간 30분동안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종이와 펜만 사용해 선고법원과 사건번호를 적은 후 판결문 사본 제공신청을 해야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직접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는 컴퓨터는 4대에 그쳐, 예약
하는 단계에서부터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이로 인해 법원 내부 인적 네트워크에 친분이 있는 일부 법조인들만이 ‘미확정 실명 판결문’
을 구할 수 있어 판결문 입수 단계에서부터 전관예우가 성행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변론 준비나 학술연구를 위해서는 수십건에 이르는 판결문 확인이 필요함에도, 판결
문 한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도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약에 따른 긍정적 효과

판결문 공개 확대를 통해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합합니다.
사법절차의 투명화는 물론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모든 판결문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
는 범위에서 오픈데이터 형태로 전면 개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안내용

대법원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이하 “사법발전위원회”)와 판결문 공개 범위와 수
준을 논의하는 가칭 “국민과 함께하는 판결문 공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

가. 판결문 공개의 범위와 방식을 공급자가 아닌 이용자의 입장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대한변
협 등 변호사단체와 관련 시민사회, 오픈데이터포럼 등 데이터관련 민관협력기구와 함께 논의

나. 협의체 구성의 구체적인 방안은 사법발전위원회와 대한민국 OGP포럼에서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여 시행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제1연구반의 연구결과 및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판결문 공개 확대 
관련 법안 등을 바탕으로 협의체에서 판결문 공개 정책을 논의

가. 협의체 구성 후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제1연구반의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협의체에
서 판결문 공개의 구체적인 방향을 정함

나.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판결문의 데이터화 방식에 대한 데이터 전문가 및 이용자들의 의견
을 적극적으로 청취



다. 협의체의 논의과정에 협의체 구성원 외 일반 시민이나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논의
사항을 적시에 공개하여 투명한 의사결정 담보

사법발전위원회는 협의체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판결문 공개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협조

기대효과

본 공약은 사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사법행정과 관련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최초의 사
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법발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의 연구 뿐 아니라 일반 시민, 변호사 등 이용자의 입
장까지 반영한 판결문 공개 정책을 도출하여 정책의 공동생산(co-creation)의 모범사례로 기
능하기를 기대합니다. 

헌법 제109조의 현실화 및 사법절차 투명화에 기여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며 고급 정보
(데이터)로서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연구와 고품질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
로 기대합니다.



회의정보공개 강화

분류

디지털 개방

함께하고 싶은 부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제안배경

● 한국 공공기관의 경우 회의에 관한 정보의 경우에는 '의사과정 중에 있는 정보' 또는 회의
에 참여한 외부전문가들의 '개인정보' 혹은 공개될 경우 회의 중 '자유로운 의사진행'이 저해
된다는 이유로 사전공표정보에도 포함되지 않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비공개되는 경우가 
많았음.

●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과 주의 회의공개법에 따라 공식적인 회의에 대해 회의의 공고와 집
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 2016년 열린정부파트너쉽을 
통해 회의공개를 위한 절차로 위원회 회의공개체계를 재편해 회의에 관한 정보공개를 확대한 
바가 있음.

제안내용

● 주요 공공기관에서 시민의 삶과 직결되어있는 주요회의(노동/환경/안전/복지 분야 등)에 
대해 시민들이 방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도록 하는 회의공개체계 마련 

● 중앙부처 소속 위원회들 중 관련법에 따라 명단 및 회의록 공개가 불가능한 위원회를 제외
하고는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정보공개시스템, 정보공개포털 등을 통해 위원명단과 회의록 공
개



●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
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현재 공공기록물관리법 상의 
회의록 작성양식으로는 의사결정과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회의록작성대상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논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회의록 내용상 세부사항들을 추가하여 작성기준의 강화가 
필요함

기대효과

● 하와이 주정부 경우는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궁극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정부 기관은 
공공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프로세스를 개방하여 
대중의 감시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공익을 보호하는 유일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회
의를 공개해야 하는 이유를 법에 명문화하고 있기도 함.

● 한국 정부 역시 의사결정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함. 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회의의 경우, 회의공개를 추진하고 전체 회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공개체계
를 개편해 의사결정과정의 결과를 신속히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함. 



지방의회 의정활동 통합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분류

디지털 개방 / 참여와 사회적 가치

함께하고 싶은 부처

행정안전부

제안배경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독하고, 예산관련사항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결정으로 인해 주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침. 이
러한 지방의회 활동은 모든 국민이 접근하기 용이한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현재 지방의회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 개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
거나 없는 정보의 경우 각 지방의회별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야 하는 정보격차 발생.
● 또한 243개 지방의회 홈페이지마다 공개항목과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지방의회 의정
활동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불편한 접근성으로 인해 지방의정활동이 국민의 관심에서 
벗어나고 있음.
● 이에 전국 243개 지방의회가 공개하는 자료 등을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
합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을 제안함.

제안내용

▷ 전국 지방의회 홈페이지(243개)에서 각각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제공
할 수 있는 ‘의정활동 통합 정보공개시스템’을 개발한다.
▷ 의정활동 통합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될 필수 항목 설정
의정활동내역: 회의록, 회기일정, 의원별 의회 출석현황, 해외의정연수 계획 및 보고서, 간담
회 및 토론회 현황, 입법 및 정책개발 보고서 등
의원 행동 강령 관련: 의원 겸직 현황, 의원 징계현황,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



▷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
각 지방의회 사무처: 해당의회 의정활동 정보 업로드
주무부처(행정안전부):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유지 관리, 각 지방의회 사무처에서 참고할 수 있
는 시스템 사용 메뉴얼 제작 및 배포, 대국민 홍보 진행
▷ 기타
현재 2021년 국민참여예산에 사업제안으로 등록되어 있음(접수번호4207)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자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포함되어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
연대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음
(https://www.mybudget.go.kr/howsItPrcsng/bsnsPropseSttusDetail?rcept_year=2020&b
snsPropseIndx=4207&searchOrder=ALL&searchState2=&debate_no=&searchVal=%EC%
A7%80%EB%B0%A9%EC%9D%98%ED%9A%8C&searchSDate=2021&in_year=&searchCate
=&searchDel=&searchType=&listSize=10&searchKind2=2&searchState=&bmt_idx=1&pag
e=1&pd_se=&searchEDate=&branch=&searchKind=title&searchCateSub=)

기대효과

●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의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허브로, 불투명하고 국민의 신뢰
를 받지 못했던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전환
● 통합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주민이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실현
● 지방선거 국면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돕는 비정치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정보제공자 역할 가
능
● 전국 의정활동 정보공유를 통해 지방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
●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지방의원 관련 비위 방지



예산데이터 개방

분류

디지털 개방

공약을 함께 하고 싶은 정부 부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제안배경

미국 정부는 ‘재정데이터시스템’(https://www.usaspending.gov/)을 통해 연방정부가 매년 
무슨 일에 어떤 방식으로 재정지출을 하고 있는지 상세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 이를 통해 
시민들은 정부의 예산집행 상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 또한 미국은 이렇게 낱낱이 재
정집행데이터가 공개되는 시스템 시행으로 1억5천7백 달러의 지출 낭비를 방지할 수 있었고, 
잠재적으로는 5조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말함. 
민간영역 역시 캐나다의 오픈노스, 영국의 열린지식재단 등에서 예산서를 데이터화해 시민들
이 직접 예산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예산집행내역을 직관적으로 살펴보고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음. 한국에서도 재정사이트를 통해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고는 있지만, 상세데이터를 확
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정부는 시민들이 정보를 바탕으로 더 많이 참여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정보를 데이터로 개방
해야 함. 

제안내용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예산 및 결산 공개 방식 변경 (기존의 pdf 공개를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변환)

기대효과

예산결산 자료를 오픈데이터로 공개하며 분석 및 연구활용을 통해 정보와 지식의 공유를 활성



화 할 수 있음.
예산 및 결산의 분석 활성화를 통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음.
정부 예결산 집행내용을 시민들에게 세세히 공개함으로써 재정투명성 제고함.
시민들의 정부 예산 결정 및 집행에 대한 이해 고취.



업무추진비 투명성 강화

분류

반부패 / 재정투명성

함께하고 싶은 부처

행정안전부

제안배경

공공기관 기관장 및 고위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부정사용과 불투명한 정보공개 
및 불성실한 증빙으로 일반 시민들에게는 업무추진비 존재 자체가 특권처럼 비춰지고, 공적영
역을 감시하는 언론 및 사회운동에서는 오랫동안 감시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
니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기관장과 주요 고위 공직자 및 부서들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지만 '지출목적', '지출대상', '총액' 만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되고 있는 정보도 '
지출목적' = '회의', '지출대상' = '관련 참석자', '총액' = '사용금액' 과 같이 지나치게 간략하
게 공개되고 있어 업무추진비의 공개 목적인 투명성도 전혀 담보하지 못하며, 아예 정보로서
의 기능 자체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매년 업무추진비 관련 많은 문제들이 시민단체나 언론을 통해 드
러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논란'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200420010007092

운용대 대전시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바당 사용 혐의' 부인
https://www.news1.kr/articles/?3906599



천안교육지원청 법인카드 4980만원 어디로?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896

업무추진비로 단란주점 가고 마트 식재료 산 공무원들 적발
https://www.yna.co.kr/view/AKR20190313059100001?input=1195m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공기관들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때 지출내역을 상
세하게 공개하고 전자전표(영수증)을 같이 첨부해 공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안내용

1.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를 강화.
  - 현재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의 항목을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공개
  - 지출일시, 행사(사업)명, 지출목적, 지출대상, 지출대상 인원 수, 지출장소(상호), 구매내
역, 지출금액 등으로 항목 세분화

2.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전자전표(영수증) 첨부
  - 공개하는 지출내역에 전자전표(영수증)을 첨부해 함께 공개
  - 현재 업무추진비는 극히 일부 특수한 경우 현찰 지출을 제외하고 모두 카드를 통해 결제
되는 방식임
  - 따라서 카드사 홈페이지에 카드 이용에 따른 전자전표를 언제든지 다운받을 수 있음
  -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공개할 때 해당 기간 전자전표를 다운 받아 첨부

기대효과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업무추진비 지출내역공개를 강화하고 증빙자료인 전자전표도 함께 공개
할 경우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업무추진비 내역의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따라서 제안과 같은 정책이 실시될 경우, 공공기관 및 공직자 스스로 사전적인 자정 노력이 
가능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업무추진비 오남용 관행들이 상당 부분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오남용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이미 증빙자료가 기공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
기관이 이를 부인하거나 은폐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업무추진비 투명성의 혁신은 거의 아무런 추가 예산이 필요 없이 공공기
관 기관장들의 결심과 담당자들의 작은 수고 만으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성과입니다.



주민참여 및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를 위한 행정개선 제안

분류

참여와 사회적가치

함께하고 싶은 부처

행정안전부, 각 지방자치단체

제안배경

현재 '지방자치법'과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주민감사 청구를 
위해서 일정 이상 수의 주민의 연서가 필요함. 이 연서명에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본인
서명 등이 포함됨.
연서가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되면 옴부즈만위원회와 해당 자치단체에서 서명이 유효한지 확인
절차를 거침. 이때 주민들이 이름이나 주소를 오기하여 유효한 서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
우가 부지기수 임. 주민참여를 제도화한다는 것이 원 취지이지만, 절차적 문제로 주민들의 참
여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들이 생긴다고 볼 수 있음.
이처럼 악필이나 오기로 인해 유효 서명을 확인하고 보완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제도는 감사 청구 등을 위한 연서는 연서명 양식에 직접 펜으로 필기해야 하는 
형식을 유지하고 있어 주민감사 청구를 위한 연서명 홍보와 참여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더구
나 필기를 통한 연서명은 상대적으로 위조 서명이 쉬워 시민들의 의견이 왜곡 될 우려가 있을 
뿐더러 많은 분란의 소지가 되고 있기도 함.

제안내용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입법청원 등 많은 분야에서 전자 민주주의가 도입되고 있는 현 상황에
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오프라인 연서명 제도가 운영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을 
뿐더러 많은 문제를 낳고 있을 뿐임.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인인증서 또는 온라인 서명, 기타 본인인증장치들을 활용하여 온라인으



로 주민감사 청구 연서명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마련하여, 주민감사 청구 제도에 대한 시민
들의 참여와 활용이 용이하도록 개선해야함. 

기대효과
주민감사 청구제도 활성화
오프라인 서명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방지
주민 참여 절차 간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