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번호 : B1-2008-0001

자 료 명 : 정보사회운동 관련 기록문서, 1997-2008

분류1 분류2 파일명 문서명 작성자/출처 날짜
분량

(쪽)
비고

개인정보보호 A-1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토론회 정보통신부 2001.03    123

A-2 개인정보의 국가 등록 및 관리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토론회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2001.08.22     28
11-14, 19,

20쪽 누락

A-3 정보통신기술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토론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오마이뉴스 2001.12.18     90
14쪽 일부

잘림

A-4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의 대응에 관한 토론회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2002.11.01    115

A-5 정보인권과 자기정보통제권관련 토론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

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

센터

2003.04.15     68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

파일리스트

정보보호

운동

A-6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토론회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

의
2005.01.21     67

A-7 독일 프라이버시보호 실태조사 및 법제도 연구를 위한 방문 계획안 참여연대 시민권리팀 2003.03.17       4

A-8 독일방문사업 준비사항 점검 회의 참여연대 시민권리팀 2003.09.22       3

A-9 참여연대 프라이버시운동 자료모음 참여연대 시민권리팀 2003.08    125

A-10 프라이버시 관련 국내 법률 모음집 ver.1.0. 참여연대 시민권리팀 2003.08    131

A-1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현행법률의 문제점
이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     12

A-12 현행 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보호제도와 개정법안의 문제점 전응휘 (피스넷 사무처장) -       7

NEIS A-13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왜곡·오해와 그 실상 교육인적자원부 2003.04     15

A-14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왜곡·오해와 그 실상』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17

A-15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자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03.09     87

A-16 전교조-교육부의 NEIS 협의 상황과 대응방향에 관한 의견서 - -       2

A-17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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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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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8 교육정보화위원회 제도분과 제2차 회의자료 교육정보화위원회 2003.09.25     26
붙임4

누락

A-19 NEIS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전면수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문: 각 언론사 수신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등 62

개 시민단체 및 정당
2003.05.19       3

A-20
기자회견: 교육부의 NEIS 사업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및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제안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문화연

대, 참여연대
2003.06.05       4

A-21 기자회견: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및 참여단체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3.09.08       3

A-22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한일사례를 중심으로 지문날인 반대연대 2002.08.27     44

A-23 주민등록법과 주민기본대장법에 대한 한일 공동 워크샵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지문날인 반대연대, 반주기네트

연락회

2002.11.09     11

A-24 2001년~2002년 지문날인 반대연대 백서 지문날인 반대연대 2003.02    239

A-25 지문날인에 관한 심포지움
사회정보센터 건립 추진위원회

(가칭)
-     85

정보공유 정보공유연대
B 1 2001년 활동자료집 정보공유연대 IPLeft 2002 03 01 389

337, 338

주민등록제도

및 지문날인

반대

운동 IPLeft
B-1 2001년 활동자료집 정보공유연대 IPLeft 2002.03.01    389

쪽 누락

B-2 2002년 활동자료집 정보공유연대 IPLeft 2003.05.20    293

158, 159,

178, 179,

198, 199

쪽 누락

B-3 2003~2005년 활동집 정보공유연대 IPLeft 2006.02.10    971

B-4 2006~2008년 활동자료집 정보공유연대 IPLeft -    381

B-5 윈도XP 문제점 및 OS독점반대에 관한 토론
공유적 지적재산권 모임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2001.12.05     41

B-6 디지털 도서관의 역할과 방향모색 토론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진보

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

동본부

2002.08.28     75

2 / 4 ⓒ KOSSDA, 2013.



분류1 분류2 파일명 문서명 작성자/출처 날짜
분량

(쪽)
비고

B-7 공유정보영역(Public Domain)의 확대와 전자 정부에 관한 토론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

워크센터
2003.09.01     34

B-8 국내외 정보공유운동 모델과 Open Access License에 관한 토론 정보공유연대 IPLeft 2003.12.17     58

B-9 정보공유라이선스와 학술연구성과의 공유방안에 관한 토론 정보공유연대 IPLeft 2004.11.05     34

B-10 정보공유라이선스의 필요성 및 국내모델 정보공유연대 IPLeft -     61

B-11 왼쪽에서 보는 지적재산권 정보공유연대 IPLeft 2003.05.05    198

p10, 11,

106, 107,

134-137

누락

B-12 유네스코 정보사회성찰포럼 개최를 위한 자문회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00.07.26     19

B-13 제1회유네스코정보사회성찰포럼: 디지털 시대와 인간 존엄성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00.09.19     64

B-14 제2회유네스코정보사회성찰포럼: 디지털 정보의 소유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00.12.14     99

B-15 제 1회 워크샵: 인터넷 공동체 대표성의 확보 한국인터넷포럼 2000.04.28     73

B-16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추계 학술 세미나: 정보공유와 지적재산권
(사)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인하

대학교 지적재산권 특성화 사업 2001.11.23     54

단

B-17 합리적 저작권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문화연대, 미술인회의, 민주노동

당,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전국문

화예술노동조합, 한국민족예술

인총연합

2005.04.04     36

정보자유

운동

인터텟 검열

및 내용규제
C-1 정보통신 검열백서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

연대
1996.11.20    230

C-2 1997년 정보통신 검열백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

보통신위원회, 민주주의민족통

일전국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

1997    314

C-3 1998년 사이버 권리 백서
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

한 연대모임 사이버 권리팀
1998    380

C-4 2000년 정보통신관련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 2000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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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 백서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2001.02    254

C-6 정부의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의 문제점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청

소년보호법 폐지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1.06.26     84

C-7 2002년 검열백서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

대책위원회
2002    290

C-8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 등급제의 문제점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

대책위원회
2002.06.28    100

C-9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결정과 정보통신부의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

견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

대책위원회
2002.10.08     24

C-10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혁 방향에 관한 토론회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문화

개혁을위한시민연대
-     97

C-11 인터넷 내용규제의 실태 및 문제점 해결방안에 관한 정책포럼 (사)참여사회연구소 2001.12.15     70

진보네트워크 D-1 진보네트워크 및 노동네트워크 발족식 및 창립총회 진보네트워크센터 1998.11.14     68

D-2 진보네트워크센터 10년 백서 자유와 공유의 연대기 진보네트워크센터 2008.11.14    250

진보네트

워크 진 네 워 센터 년 백서 자유와 공유의 연대기 진 네 워 센터

D-3 리차드 스톨만 (자유소프트웨어운동가) 초청 강연회 진보네트워크센터 2000.06.18     20

D-4 정보인권과 한국의 정보화 토론 진보네트워크센터 2003.04.22     89

D-5 2001 정보운동강좌 정보화와 인권 진보네트워크센터
2001.09.17

~10.19
   168

D-6 2001년 정보통신정책 관련 현안 자료집 진보네트워크센터 2001    236

D-7 2002년 정기국회 관련 정보통신 정책 제안 진보네트워크센터 2002    251

D-8 NEIS 회의를 위한 정리 (E-mail) 진보네트워크센터 2003.04.30       1

D-9 NEIS만이 문제가 아니다 (E-mail) 진보네트워크센터 2003.05.11       2

D-10 NEIS만이 문제가 아니다: 각 언론사 정보통신, 인권, 사회담당 부서 수신 진보네트워크센터 2003.05.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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