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수신자 (110-035) 서울 종로구 옥인동 A동 101호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2.04.02 1655730접수 일자 접수 번호

청구 내용

2011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개최된 국가기록관리위원회(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포함
) 회의의 개최 전후에 작성된 다음과 같은 기록 중에서
(1)   공개 가능한 기록을 공개하여 주시고,
(2)   공개가 불가능한 기록에 대해서는 목록 및 기록별 공개 불가 사유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 다음 
 

#8211;
(1)   개최 안내
(2)   회의 당일 배포 자료
(3)   회의 결과
(4)   회의록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의 ‘회의록’

공개 일시 2012.04.25 10 시 공개 장소

공개 내용
개최 안내, 안건 자료(일부 비공개), 회의 결과(성명정보 제외 후 공개)

공개 방법
공개 형태 전자파일 

교부 방법 정보통신망 

납부 방법
수수료 우송료 감면액 합계

39120원 0원 0원 39120원

수수료 산정내역 1946장*20원+200원
수수료 납입계좌

(입금시)
[ ]

비공개(전부 또는 일
부)내용 및 사유

- 진행중인 사안이거나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기록물은 비공개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
라 위와 같이 결정통지합니다.

2012 년  04 월  25 일

행정안전부 장관

기안자 안대희 직위/직급 학예연구사

검토자 강신교 직위/직급 행정주사

협조자 직위/직급

결재권자 김성기 직위/직급 과장

시행 정책기획과-494(2012.04.25)



주소 (302-122) 대전 서구 둔산2동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국가기록원

전화 042-481-6229  (팩스: ) 전자우편 bear2001@mopas.go.kr

유의사항

1.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

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

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또는 현금(기타 공공기관)으로 납부하셔

야 합니다. 다만,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때에는 앞면에 기재된 공개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

표 등으로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

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날인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