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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급격

한 정책 변화를 배제함으로써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자유로운 무역을 지향하는 기구로, 교역국가 간 무역

협상에대한토론의장을제공한다.1)

WTO는‘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의

발전적해체를통하여1995년출범하 으며, 국가간

무역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로 그 활동의 핵

심은 세계 다수의 교역국가가 협상을 거쳐 조인한

WTO 협정문에 포함된다. WTO 협정문은 국제상거

래를 위한 기본적 규범을 제공하며, 회원국2) 정부는

본질적으로 합의된 범위 내에서 자국의 무역 정책을

수행하도록구속하는약속이다. 

강조할 점은 협정문은 정부가 협상하여 조인하지

만, 그 목표는 제품 생산자, 수출입업자의 상행위를

돕는 데 있다는 사실이다.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

는 국제적 전자상거래도 국제적 상행위의 하나이기

때문에 관련 법적 기본규칙이 WTO 협정문에 반 되

어야함은물론이다.

WTO는1998년제2차각료회의이후국제적전자

상거래에대한WTO 협정문혹은규범의적용에대하

여논의하여왔으나, 국가간의이해관계에따른이견

을 좁히지 못하여 아직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2001년 WTO 도하 각료회의3) 결정에 따라 출

범한 도하개발아젠다(DDA)에 전자상거래 이슈는 검

토과제로채택되었으며, 관련이사회및위원회의논

의를 거쳐 후속 각료회의에서 협상의제로의 전환 여

부가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 전자상거래는 성

1) 회원국간에상충되는이해관계대립이있을경우에협상된약속및협정의해석으로분쟁을해결하며, 다자체제의원칙으로차별없는무역을위한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예측가능하고안정적인시장접근보장, 무역상수량제한의금지등이기본원칙이다.

2) 2004년10월현재WTO의회원국은148개국이다.
3) WTO의최고의사결정기구는각료회의로, 적어도2년에1회개최하도록되어있으며, 다자간협정에관계되는모든사안에대하여결정권을갖는다. 각료회의
하부구조로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와분야별관할협정의운 을감독하고의무를수행하는상품이사회, 서비스이사회및지적재산권이사회가있다.
일반이사회는각료회의의회기중간에각료회의의기능을수행하게되며, 또한협정에의하여부여된임무를담당한다. 기타분쟁해결기구및무역개발위워회등
4개의위원회가가동되고있다.



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현재 전자상거래를 둘러싼 국

제적 상행위를 규율하는 WTO 규범은 진공상태에 있

다고말할수있다. 

본고에서는 WTO의 전자상거래 논의 배경 및 쟁점

별논의내용을살펴보고, 우리의대응방안을모색해

보고자한다. 

2. 종합적 작업 프로그램의 추진

가. 추진배경

1998년 2월일반이사회에서미국은전자상거래무

관세화에 대한 국제규범화(codification)를 공식적으

로 제안하 고, 동년 3월에는 무역개발위원회에서 의

제로채택되었다. 이로써전자상거래이슈가WTO 차

원에서처음으로공식화되었다. 

이어 같은 해 5월 개최된 제2차 각료회의에서캐나

다의 제안에 따라 현재의 무관세 관행을 그대로 유지

하고, 이에 대하여 1999년 3차 각료회의에서 재검토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별도의 각료선언4)을 채택한

바 있다. 비록 한시적이지만 디지털제품의 거래에 관

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동 각료선언에서는 일반이사회가 전자상

거래와관련된모든무역관련이슈의검토를위한종

합적 작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999년 각료회의에

보고할것을지시하 다. 

이에 WTO 일반이사회는 1998년 7월 전자상거래

에 관한 무역 관련 쟁점들을 검토하기 위한 작업계획

초안을 마련하여 회원국간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1998년 9월 일반이사회 특별회의에서 채택하 다.

채택된작업계획의내용을보면, 우선WTO 전자상거

래 논의는 일반이사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작업계획 자체와 그 진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전자상

거래 이슈를 일반이사회 상시의제(standing-items)

로 하고, 산하 상품, 서비스와 지적재산권이사회 및

무역개발위원회는작업결과5)를 1999년 7월말까지일

반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 다. 일반이사회는 동 작

업 과정에서 타 국제기구의 활동을 고려하는 동시에

관련 주제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민간부문을참여시킬

것을요청하 다.

나. 논의 개요

WTO 산하 조직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는 여러 이

슈에 걸쳐 전개되었지만, 디지털 제품(digitized

product)6)의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

을상품, 서비스혹은제3의거래로분류할것인지에

대한소위분류문제와동제품에대한비관세관행의

구화문제가핵심적인논의대상이다. 

디지털제품의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 이슈

는 현재 2년마다 개최되는 각료회의에서 다음 각료회

의까지 무관세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해결되고 있다.

풀리지 않는 문제는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에 지루

하게 전개되고 있는 디지털 제품의 분류 혹은 디지털

제품에대한적용규범의문제이다. 

1999년 7월시애틀각료회의에맞추어일반이사회

에 제출된 각 관련 이사회 및 무역개발위원회의 논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는‘서비스교역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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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언문의주요내용은①전자상거래와관련된전반적이며포괄적인작업프로그램을작성하고, ②작업프로그램을작성과정에는WTO의관련기관이참여하고,
필요한경우다자간채널이나포럼을통하여추진하고, ③이상논의를진행시킨후에작업프로그램의논의결과와결정이필요한사항에대하여다음각료회의에
보고하고, ④디지털제품의전자상거래에대한무관세관행의현상유지(standstill)을지속하고, ⑤논의의결과를반 하고회원국의합의를통하여본선언문을
재조정하도록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WTO, 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 WT/MIN(98)/W/2 참조.

5) 서비스이사회는GATS 법률시스템에서의상거래문제와관련하여전자상거래에대한4가지공급형태의적용, 전자적전송서비스에대한관세, 프라이버시및
공중윤리의보호및부정행위의예방(GATS 제14조), 경쟁(GATS 제8조및9조), 원거리통신에대한개방약속과인터넷접속간의관계, 전자적형태와동시에
물리적형태로인도가능한제품의분류에대하여, 상품교역이사회는GATT 1994 규정에관련된다자간무역협정과전자상거래측면작업프로그램, 특히전자적
수단이무역절차를단순화시키는지여부, 정보기술제품의교역에대한각료선언에따라수행된작업에서야기되는관련문제, GATT 1994 제7조의이행협정의
적용에서의관세평가문제, 조화체계(Harmonized System)에서의상품분류, 표준에대하여검토를요청받았다. 지적재산권이사회는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작업을고려하면서전자상거래와관련되어발생하는지적재산권문제를점검한다. 저작권및관련권리의보호및집행에대한 향, 도메인명과인터넷주소등을
포함하는상표권의보호및집행에미치는 향, 특허및지적재산권의용이한행정관리에미치는 향에관하여보고하고무역개발위원회에서는개도국의경제, 금융,
개발요구를고려하여전자상거래개발의의미를검토한다.

6) 디지털제품(digital products)으로도호칭되며, 게임소프트웨어, 전자서적혹은음악등인터넷과같은네트워크를통하여전자적으로판매자가구매자에게제공
가능한제품을가리킨다.



한일반협정(GATS)’중심으로논의가전개되었다. 산

하기구의 논의 횟수7)에서 보듯 전자상거래 논의는

GATS를 다루는 서비스교역이사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GATS는 서비스의 공급수단을 구분하는 내용이 없

으므로기술중립적8)이라고보아전자적으로인도되는

모든제품에대하여일부이견은있으나, GATS 규정

이적용되어야한다고의견을집약하고있다. 이에비

하여 GATT를 관장하는 상품교역이사회에서 다수의

회원국은 상품교역이사회에 위임된 전자상거래 관련

논의에서 전자전송이 어떤 경우에 서비스, 상품 혹은

그밖의어떤것으로정의될수있는지에대한결정이

내려진 후에야 의미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의견을모았다. 

현재의논의동향으로미루어전자상거래를상품의

거래로 정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적재산권이사회

의 논의는 특히 디지털 제품의 전자거래와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이사회의

논의는관련전문기관인세계지적재산기구(WIPO)의

활동과 연계되어 움직이고 있어, WTO 자체 내의 논

의는그렇게심도있게진행되지는못하 다. 

다. 각료회의의 결렬 및 DDA의 검토과제 채택

전자상거래논의를위임받은산하기구의논의결과

를 접수한 일반이사회는 향후의 작업 여부 및 방법을

1999년 제3차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

다. 그러나 시애틀 각료회의가 결렬되고,9) 이에 따라

표류하던 전자상거래 이슈에 대하여 2001년 제 4차

도하 각료회의 각료들은 DDA를 출범시키면서 전자

상거래 이슈를 추가로 연구한 후에 제 5차 칸쿤 각료

회의에서 협상의제로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검토

과제로결정하 었다. 

즉 일반이사회가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여

논의한 다음에 칸쿤 각료회의에서 방향을 결정하되,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는 다음 각료회의까지 일단

부과하지 않기로 하 다. 그러나 칸쿤 각료회의 역시

각료회의 선언문의 채택에 실패하여 특별한 진전이

없이오늘에이르고있다.

3. 최근의 논의 및 진행

DDA의 답보와 더불어 검토 과제라는 성격 때문에

전자상거래 논의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관련 제안서가 관련 이사회 등에 간헐적

으로 제출되고 있으며, 개도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능

력형성을 위한 정보기술(IT)심포지움 등 프로그램은

계속 추진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관련 제안서는 주로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제출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EU와미국이주장하는내용을살펴보고, 우리의입장

혹은나아가야할방향을생각해보고자한다.

가. 자유로운 전자상거래 환경의 유지 주장

미국은 전자전송물이 현실세계에 상응하는 상품이

있다는 사실과 이들 상품은 국제무역상보다자유로운

GATT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적용 WTO 규범이

GATS이건 GATT이건 전자전송물의 보다 자유로운

국제적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0)

이러한미국의주장에일본도동조하고있다.

아울러 미국은 전자상거래에 관련되는 WTO 논의

는전자상거래발전에도움이되어야하며, 그러기위

해서는 WTO의 전자상거래 논의는 다음 목적을 추구

하여야한다고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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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98년9월부터1999년7월에걸친종합작업프로그램추진기간중서비스교역이사회는7차례의회의를개최한반면, 상품교역이사회는3차례,
지적재산권이사회는4차례, 그리고무역개발위원회는1차례의세미나개최에그쳤다.

8) ‘기술중립적’이란기술중립성을가리킨다. ‘기술중립성’은특히서비스교역에관한일반협정(GATS)을비롯한WTO 협정의중요원칙중하나로, 협정상의권리와
의무는기술적인발전단계와무관하게적용된다는것이다. 즉, 서비스가제공하는기술적인방식에대하여어떤형태로든차별하는규정이존재하지않기때문에
기술적중립성을인정해야한다는것이다.

9) 시애틀각료회의에서회원국들은네가지의기본적원칙에거의합의하 던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네가지기본원칙은①1998년2차각료회의선언에서합의된
무관세관행의계속, ②전자상거래의발전을저해하는장벽의도입억제, ③새로운규범의제정이없이WTO 기존규범을전자상거래에적용, ④어떻게WTO
규범이국제적인전자상거래에합치되는가를분명히하는작업의계속등이었다.

10) WT/GC/W/493/Rev.1(2003. 7. 8).



·기존WTO 협정을전자상거래에적용하여자유롭고개방된무

역환경의달성으로회원국경제성장및발전도모

·폭넓은시장접근과내국민대우약속으로전자네트워크를이용

한상품과서비스의무역촉진

·상품과 서비스 무역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규제가 투명,

무차별, 무역규제가되지않도록운

·전자상거래의범세계적지속적확산을위한전자전송물에대한

관세유예 구화

·기술적 지원과 능력 형성의 일환으로 개도국 및 경제전환국의

WTO 프레임워크통합을지원

나. 전자전송은 서비스라는 주장

미국과 일본 등이 소프트웨어, 서적 혹은 화 등

물리적대체물을갖는디지털컨텐트의전송은GATT

에 준하는 적용으로 보다 자유로운 전자상거래 환경

을 구축해야한다는주장에대하여EU는 전자전송이

GATS의적용을받는서비스로분류되어야한다고주

장하고 있다.11) EC는 전자전송물의 분류와 관련

GATT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상품 만을 대상으로 하

는 규범이기 때문에 물리적 실체가 없는 디지털 제품

은 서비스로 분류되며, 따라서 GATT가 아닌 GATS

의규율을받아야한다고주장한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를 디스켓에 탑재하여 국경

간 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디스켓 자체는 물품으로

GATT의 적용을 받지만, 그 내용물은 서비스의 공급

이며GATS의적용을받게된다는것이다. 

아울러EU는전자적형태와물리적형태로동시에

교역이 가능한 제품의 경우, 시장 접근에서 일관성에

문제가발생할수있음을지적했다. 현재일부회원국

은 GATS에서 건축설계 서비스의 내국민대우에 대해

양허를 했지만, 건축설계도 및 도안(HS 490600)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이다. EU는 향후 WTO 전자상거래 특별회의를 통해

과거의 협상으로부터 야기된 이러한 분류 문제가 구

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문제가 되는지 확인하고 점

검할필요가있으며, 추후협상에서는이문제를사안

별로해결해야한다는주장이다. 

다.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들은 분류 문제, 과세 문제, 법적 이슈

등 기술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이 주장하는 전자상거래 목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현재로선 시기상조이며, 각료선언에도 동 목적을 논

의하라는 과업(mandate)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개발도상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능력 형

성이며, 이에대한선진국의지원을요구하고있는상

황이다. 개발도상국은 관세 유예에 대해서는 재정 수

입의감소를우려하고있다.

4. 종합 및 대응

무섭게성장하고있는인터넷과전자상거래는새로

운 레니엄의 국제통상 부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

요 주제이다. 전자상거래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기

업의 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으며, 전자상거래를

어떤 형태이건 자사의 업무에 접목시키는 노력이 기

존업계에서도활발하게전개되고있다. 

전자상거래의 국제적인 활성화에 발을 맞춰 동 거

래에대한WTO 차원의법적기본규범의확립이필요

할뿐만아니라, 그내용이어떻게확립되는가에따라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활성화 양상 또한 달라질 수 있

을것이다. 현재까지의WTO에서이루어진합의사항

은디지털제품전송에대한관세의유예에불과하다. 

미국과EU를중심으로전개되는분류문제에대한

이견의 배경에는 전자전송물에 대한 국가 혹은 지역

간의 경쟁력이 자리를 잡고 있다. 예를 들면 화, 음

악 등 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미국

은 자유로운 전자전송물의 전자적 거래를 주장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열세인 EU는 동 거래에 일종의 보

호장치를 확보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보호장치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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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WT/GC/W/497(2003. 5. 9).



보에는 전자전송이 서비스로 분류되어 GATS의 적용

을 받는 것이 상품으로 분류되거나 상품에 준하는 대

우를받아GATT의적용을받는것보다규범상유리

하다.12)

그렇다면 디지털 제품의 분류에 대한 한국의 입장

은 한국의 이 부문에 대한 경쟁력의 평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할것이다. 우리의전자전송관련부문평

가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될

수있을것이다. 이러한현상은전자상거래관련요소

기술의수준, 비즈니스모델개발을포함한상업적응

용등인터넷산업의발전속도, 게임시장의발전, 할

리우드의 강풍에 리지 않는 한국의 화 산업과 최

근의한류열풍등에서확인된다. 

한국정부는전자전송물에대하여무관세관행을

구화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중장기적으로‘전자상거래에 대하여 보

다 자유로운 국제적 무역환경의 구축’을 전제로 주요

쟁점에대하여입장을정립하는것이방안일것이다. 

제 2절OECD 

OECD에서 e-비즈니스와 관련된 논의는 ICCP 산

하의 WPIE와 WPIIS, 그리고 WPTISP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대부분의논의는WPIE를중심으

로 진행된다. 여기서도 WPIE를 중심으로 2004년의

e-비즈니스논의동향13)을살피기로한다.

1. OECD WPIE의 성격

WPIE(Working Party on the Information

Economy, 정보경제에대한작업반)는OECD의 STI

(the Directorat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du

stry, 과학기술산업국) 산하, ICCP (the Committee

for Information, Computer and Communications

Policy, 정보,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위원회)에속해있

는 하나의 작업반이다. 그러므로 WPIE의 성격을 제

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STI와 ICCP의 성격을

이해할필요가있다.

STI의 주요 임무는‘지식기반경제에서 과학과 기

술의 산업에의 적용이 경제성장에서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학과 기술이 산업에 적용되는 역에서

제기되는 이론적 문제들을 분석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과학과 기술부문의 정책을 제

시하는 것’이다. STI의 주요 활동 역은 다시 다음과

같은6개로나누어진다.

·산업별이슈(Industry Issues)

·정보기술정책(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olicy)

·과학기술정책(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생물공학의 과학적, 산업적, 그리고 보건측면에서의 적용

(Scientific, Industrial and Health Applications of

Biotechnology)

·과학, 기술, 산업의 통계학적 분석(Statistical Analysis of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운송(Transport)

이6개활동 역중STI의정보기술정책은 ICCP에

서논의하고있다. ICCP는디지털경제에서파생되는

문제점, 로벌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

생하는문제점, 로벌정보사회로진화하는과정에서

발생하는문제점등을논의하고있는데, 그주요활동

역은다시다음과같은4개의 역으로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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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먼저GATT와달리GATS에서는개방약속을하지않았다면내국민대우에관한일반적인의무를지키지않아도된다. 둘째, GATS는정부가시장접근있어제한을
가하고자하는경우에수량적제한이허용되나GATT에서는일부예외를제외하고는수량적제한이금지된다. 셋째, 조세체계에있어회원국의구체적약속이
양허표상의내국민대우와일치하여야하는것을제외하고는GATS는관세혹은과세에대하여언급이없지만GATT는관세률이 (zero)세율이아닌한관세의
부과를상정한다. 넷째, GATT는국경간상품의교역에집중하지만GATS는국경간의교역이외에서비스교역의일부로자연인의이동및상업적주재와
고정사업장도고려한다. GATT에는정부조달및세이프가드등규정이있지만, GATS에는그러한규정이없다. GATS에는 업행위를제한하는규정이있는반면
GATT에는제한규정이없다.

13) WPIE는일년에두번개최되기때문에여기서는2003년12월과2004년6월의논의동향을중심으로살피고자한다.



·소비자정책(Consumer Policy)

·정보경제(Information Economy)

·정보보안과프라이버시(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정보통신과인터넷정책(Telecommunications and Internet

Policy)

ICCP의 정보경제에 대한 논의는 WPIE에서 이루

어지고 있다.14) WPIE의 주요 목적은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이하 ICT),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발전, 확산, 그리

고 이용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즉, WPIE가 논의와 연구의

대상으로잡는것은 ICT와인터넷과전자상거래이며,

이 각각에 대하여 △이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으며,

△어떻게 확산되고 있으며, △경제주체가 이들을 어

떻게 이용하고 있으며, 혹은 이용해야 하는지를 분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분석은 단지 경제적인 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측면까지 포괄하고 있

다. 

2. 2004년 WPIE의 주요 논의사항

가. OECD의 조직 개편과 관련된 사항

OECD 사무국은 2003년 12월 회의에서 OECD의

조직 개편 사항에 대해“니콜슨 보고서에 근거하여

CSTG(Committee on Science, Technology and

Growth)라는 위원회(Senior Committee)를 설립하

려는논의가진행되고있다. CSTG는 ICCP를포함하

여 몇 개의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감독하는 역할

을 수행하게 된다. CSTG 산하에 WICT(Working

party on Information, Communications and Te

chnology)를 수립함으로써 신경제와 관련된 현재의

작업반을통합하는움직임이있다”고보고한바있다. 

하지만, 2004년 6월의 회의에서는 조직 개편이 이

루어지더라도 위원회 차원이 아닌 작업반 차원에서

작업·의 숫자를 줄이고 기능을 통폐합하는 식의 조

직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까지 결정

된것은아무것도없다고지적하 다. 

이와 함께 작업반의 개편도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의 의사를 모아서 결정되므로 회

원국들의 적극적인 제안이 있기를 당부하 다. 이런

사실은 조직 개편의 강도가 지난 번보다 다소 약해진

것을시사하는것이다. 하지만, ‘streamlining’이라는

용어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을가능성이크다.

나. 전자적 전달에 대한 논의

2003년 12월의 회의에서는 전자적 전달(Digital

Delivery)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전

자적 전달의 대상에 포함된 서비스는 비즈니스 서비

스(Business Services), 정보 서비스(Information

Services), 재무서비스(Financial Services), 분배서

비스(Distribution Services), 보건 서비스(Health

Services), 교육·행정 서비스(Educational Services

and Governmental services) 등이다. 이들서비스가

어떤방식으로전달되며, 어떠한내용이전달되며, 그

리고 이러한 전달을 방해하는 정책적 요소가 무엇이

며, 그 결과 어떠한 정책 구상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집중적으로논의하게될것이다.

의장은전자적전달의연구의의를ICT와경제성장

과의 연장선 상에서 파악함에 따라 전자적 전달에 대

한연구는컨텐츠그자체를연구한다는데대한중요

성과, 그것을넘어서서비스와 ICT, 그리고생산성향

상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중요

성이더욱커지게되었다. 

2004년 6월의회의에서는이문제와관련“Digital

delivery of services: impacts on business models

and location of service”라는제목으로, 앞으로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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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ICCP내에서는이외에도WPTISP(Working Party on Telecommunication Information Services Policies, 정보통신서비스정책작업반), WPISP(Working
Party on the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정보보호작업반), WPIIS(Working Party on the Indicators for the Information Society,
정보사회지표개발작업반) 등의작업반이있다.



제를 어떤 식으로 논의해 나갈지 그 방향이 제시되었

다.15)

다. 광대역망을 통한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논의

2004년 6월의 회의에서는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

로 당분간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논의는 다방면으로

이루어질것으로보여진다. 이의제와관련해서△6월

3일 오전에 패널이 진행되었고, △6월 3일 오후에는

브로드밴드컨텐츠의작업계획이논의되었다. WPIE

전체회의일정이2일에불과한데, 그중거의하루를

이 주제에 할애함으로써 이번 회의에서 컨텐츠가 어

느정도중요한지여실히드러내었다. 

오전의패널에서발표된주제들은다음과같다

·디지털컨텐츠의부상과가치사슬의발전(rise of digital con-

tent and value chain developments)

·과학및기술출판(scientific and technical publishing)

·음악(music)

·온라인 컴퓨터 및 비디오 게임(online computer and video

games)

오후에는 향후에 진행될 브로드밴드 컨텐츠 논의

에대해6개국이다음과같은주제로발표를하 다.

·일본: Promotion policy for content business in Japan

·노르웨이: Norway’s strategy for electronic content

·미국: Broadband in the US

·한국: New growth engines digital contents industry

·이탈리아: eContent policies and actions plan

· 국: UK’s engagement with the content sector

이러한 6개국의논의를들은뒤사무국은브로드밴

드논의와관련다음과같이정리하 다. 

·브로드밴드컨텐츠논의는이제시작단계이며 6월 3일 오전의

패널논의, 6개국의발표, 회원국들의제안을바탕으로2004년

12월1일워크샵에서자세히논의하게될것이다. 

·이워크샵의주제와관련회원국의제안이있으면, 사무국에제

출해주기를요망한다

·사무국에서는우선음악(music), 온라인게임(online compu

ter and video games), 과학 및 기술출판(scientific and

technical publishing) 등에대해논의할것이다. 

·우선은이들세분야에집중하여논의를진행할것이나점차그

범위를확대해나갈수있을것이다

·이들세분야에논의하려는주제들은다음과같다.

- 현재의상황은어떠한가

- 디지털제품이기존의제품을대체혹은보완하는정도

- 향후전자적전달을통해제공될수있는가능성

- 성장을가능하게하는것

- 성장에대한장애물

- 쟁점은무엇인가

- 향

- 정책적이슈

라. 경제성장과 관련된 연구과제

(Growth Project) follow-up: country policy

reviews of ICT diffusion to business 

OECD의 경제 성장과 관련된 연구과제(Growth

Project)는 1999년의 각료회의(Ministerial Council

Meeting)의결정에의하여시작되었다. 이연구는국

가별로 경제 성장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이유를 연구

하는 것으로, 주로 경제 성장에 있어서 ICT가 어떠한

역할을하느냐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이 연구와 관련 최근까지의 업적은‘The New Eco

nomy : Beyond the Hype(2001)’와‘The Dr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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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무국은전자적전달의개념을간략히설명하고앞으로이문제가어떻게연구될지그방향을소개하 다. 전자적전달을정의하는대신이를상업적거래와
비상업적거래로구분한뒤, 각각에대하여기업내부에서이루어지는것, 기업과정부혹은개인사이에서이루어지는것으로구분하 다. 즉, 전자적전달의개념을
상당히광범위하게제시하 다. 또전자적전달을연구함에있어서비즈니스관련서비스와소비자서비스사이에는상당한차이가있는데, 전자는중간재의역할을
수행하지만, 후자는최종소비가되기때문이며, 이번에는전자를중심으로작업을수행한다. 이번의작업계획은주로재무서비스와분배서비스를중심으로
이루어질것이며, 이작업을토대로보건서비스, 교육·행정서비스등에대해서도논의가진행될수있을것이다. 



of Growth : IT, Innovation and Entrepreneur-

ship(2001)’에잘정리되어있다. 2002년의각료회의

에서는 이 연구의 진전을 계속하여 관찰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 다. 그리고 이런 연구를 계속 관찰해

나가는 것은 사실상 ICCP와 WPIE의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WPIE는 자신의 모든 활동 가운데서 경제 성

장 관련 연구과제와 관련한 사항들을 파악하고 그 결

과를계속하여ICCP와STI사무국에보고하고있다. 

이러한경제성장과관련된연구과제의일환으로회

원국의 ICT 정책에 대한 상호 리뷰(peer review) 방

식을 채택하 다. 상호 리뷰는 말 그대로 회원국들끼

리돌아가면서자체적으로행해지는방식을말한다.16)

기업에 대한 ICT 보급(ICT diffusion to business)도

이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그것은 △대상국의 발표

(opening statement), △대표 질의국의 전반적 검토

와 질의, △회원국 전체의 질문과 대상국의 응답, △

의장과사무국의요약이라는순서로진행되었다.

2003년12월의회의에서는핀란드, 한국, 스위스에

대한 상호 리뷰가 진행되었으며, 공통적으로 강조된

사항들은다음과같다.

·정부부처 간의 정책적 조화 문제(improve policy coordina-

tion)

·경쟁적이고 혁신적인 네트워크 구조의 필요성(competitive

and innovative network structure)

·기업에대한연구개발과확산(business R&D and its diffu-

sion)

·ICT와 교육의 통합(integration between ICT and educa-

tion)

·기업조직의재조정(restructuring business organization)

·중소기업에대한특별한관심(special attention to SME)

2004년 6월의회의에서는이탈리아와노르웨이에

대한 상호 리뷰가 진행되었고. 네덜란드에 대한 리뷰

는 연기되었다. 그리고 지난 회기에 진행된 핀란드,

한국, 스위스의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탈리아

와 노르웨이의 상호 리뷰에서 회원국들이공통적으로

지적하거나제시한사항들은다음과같다.

·ICT에 관한 정부정책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어떤 부서가

최종적으로정책조율의책임을지는가

·ICT 정책을집행하는실제수단으로서는어떤것이있는가

·상호리뷰당사국의 ICT 산업의장점과약점은어떠한가

·통신인프라의상황

·e-비즈니스를시행하기위한정부의종합적인계획은. 

·일반적으로정부는어떠한역할을해야하는가

·중앙정부/지방정부의역할, 민간/공공의역할분담

·ICT 발전에있어서의경기적요인과구조적요인

·통계자료의발전을위한방안과현재의상황

마. 향후의 e-비즈니스 논의 방향

2003년12월과2004년6월의논의경과를종합할

경우, 향후의 e-비즈니스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진행될것으로예측할수있다.

·광대역통신망에서의컨텐츠(Broadband content)

· 로벌가치사슬 : 전자적전달, 아웃소싱, 부활하는 e-비즈니

스(Global value chain: dd, outsourcing, e-business

strikes again)

·ICT 기술과고용(ICT skills and employment)

·ICT의확산(ICT diffusion: ICT and economic growth)

·Policy peer reviews

·IT Outlook

3. 2004년논의에대한종합평가와대응방향

2004년OECD WPIE 회의의가장큰의의는여기

서의e-비즈니스논의가질적으로커다란변화를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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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러한방법이유용한것은1) 디지털경제와인터넷과관련된경제적문제들은계량적방식이제대로정립되어있지않기때문에각국의사례에서배우는바가적지
않으며, 2) 특히정책사항들은선진국의간접경험에서얻는바가매우크며, 3) 더나아가이방식을통해회원국들끼리의토론을통해관련사항이나정책에대한
이해를높일수있기때문이다.



하고있다는것이다. 그것은정보경제를가능하게했

던 ICT와 e-비즈니스의확산이이제본격적으로이루

어져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논의가 시작되게 되었다

는것을의미한다. 구체적으로논의는다음과같은방

향으로변화하고있다. 

가장 먼저, ICT와 e-비즈니스에 대한 접근에서 보

급과 이용이라는 측면으로 논의의 관점이 이동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단순한‘거래’라는 측면에서

e-비즈니스를통해기업과산업이어떻게변하고있느

냐는 구조적인 변화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 즉, “전

자상거래와 e-비즈니스의 채택에 따라 기업이 어떠한

향을 받느냐”는 단순한 향 문제에서“전자상거래

와e-비즈니스의채택이기업의구조를어떻게바꾸고

산업을 어떤 형태로 변화시키느냐”하는 구조적 문제

로 옮겨가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WPIE는과거보다더욱기업과산업의질적인구조변

화에관심을기울이게될것으로보여진다.

나아가, 정보 전달의 양적인 접근에서 질적인 접근

으로관심이이동하고있으며, 이에따라컨텐츠에대

한관심이증대하고있다. 그래서앞으로는경제성장

과 관련된 연구과제(Growth Project)와 같은 전통적

인WPIE의의제를논의하면서도, e-비즈니스를통한

전자적 전달과 컨텐츠에 대한 논의가 큰 흐름을 형성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ICT와 e-비즈니스의

발전과 관련 필연적인 현상인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

만, 컨텐츠에 대한 논의는 매우 세부적이고 구체적이

라는점에서‘어느정도까지’논의가이루어질것인지

그범위를예측하기가힘들다. 

또한가지이번일년간의WPIE 회의를통해드러

난 것으로는 WPIE가 그 조직 자체로서 하나의 분수

령에 서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최근 제시되고 있는

OECD 내부 조직의 개편과도 관계가 있다. 이러한

WPIE 자체의변화와관련아직확정된것은아무것

도 없으나, 작업반 수준(working party level)에서의

변화는 필수적인 만큼 이에 대한 사전적인 대비를 진

행해나갈필요는있을것으로보여진다.

이러한점들을고려할때한국의준비는크게세가

지방향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을것으로보여진다.

첫째, WPIE의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WPIE의 활동과 관련된 전문가를 양성하고

WPIE의 활동과 산업자원부 관련과의 활동을 연계시

킬필요가있다.17)

둘째, 지금까지의WPIE의논의사항들에대한체계

적인 연구를 통하여 이 작업반에서의 연구 결과를 정

부, 관련 단체, 학계, 업계에 반 하는 작업이 필요하

다. 이작업은컨텐츠에대한작업이본격적으로이루

어지고 있는 만큼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좋다. 

셋째, OECD의조직개편에대응하여OECD 내의

논의현황에대한정보를더다양하게수립하고, 조직

개편과 관련 한국의 역할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향력을행사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제 3절 ASEM 

1. ASEM의 전자상거래 논의 연혁

2000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 6차 ASEM 무역

투자고위관리회의(SOMTI)에서 한국이 전자상거래

를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P)의 우선 추진분야

(priority areas)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 다. 같은

해 10월에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이를 인준, 전자상거

래가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P)의 우선 추진 분야

의하나로포함됨으로써ASEM에서의전자상거래논

의가시작되었다. 

2001년 10월 서울에서 ASEM 26개국 회원국의

정부대표및기업인, 민간전문가가참여한가운데, 1

차 ASEM 전자상거래 세미나 및 TFAP회의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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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1차회의에서소비자신뢰(User confidence),

보안(cyber security) 및 지적재산권(IPR)을 우선 과

제로선정하고, 권고안을작성하기로하 다. 또한한

국이 전자상거래 포털 사이트 구축, 전자무역 시범사

업등을협력프로그램으로제안하 다. 

2002년 9월에는핀란드헬싱키에서2차ASEM 전

자상거래회의가개최되었고, 동회의에서는1차회의

시 제안되었던 전자상거래를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해

야 할 일반 원칙과 소비자 신뢰, 보안, 지적재산권 분

야에서의 원칙 등을 포함한 ASEM 전자상거래 권고

안이채택되었다. 

2. 2003년 서울 회의의 논의 내용

가. 전자상거래 세미나의 주요 내용

2003년 서울에서 개최된 3차 ASEM 전자상거래

회의에서는 최근 전자상거래에서핵심 이슈로 떠오른

e-로지스틱스, e-헬스, e-러닝 세 가지 주제로 세미나

를개최하 다.

e-로지스틱스 세미나에서는 상품의 배송, 반품관리

등물류의모든프로세스에있어서e-로지스틱스가중

요한요소가되고있다는것을다시한번확인하 으

며, e-로지스틱스에 대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하여

물류의 효율성 제고와 국가 간 상호연동을 모색하는

것을제안하 다.

e-러닝 세미나에서는 국 교육부 관계자가 참석하

여 국의초중고교, 대학, 평생교육분야에서의e-러

닝정책을소개하는등, 각국의 e-러닝에대한현황과

정책이발표되었으며, e-러닝을미래국가경쟁력을좌

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으로 제시하 다. 또한, 동

세미나에서는 국가 간 정보 교류와 이를 통한 벤치마

킹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ASEM e-러닝 연례

포럼이제안되었다. 

마지막으로 e-헬스 세미나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e-헬스, SARS와 같은 국제적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e-헬스, 대규모재난시인명의구조를위한 e-헬

스등이중점적으로논의되었다. 또한, 아시아의경우

유럽과 같은 e-헬스 연합체가 없음을 지적하고,

ASEM 차원에서 아시아 e-헬스 협력체의 구성을 제

안하 다. 이외에도 연례 포럼의 개최, 개설 중인 전

자상거래 포털 사이트 내에 e-헬스 섹션을 추가하는

등의협력프로그램을제안하 다. 

2. TFAP 회의 논의 내용

정부대표 간 회의인 TFAP 회의에서는 진행 중인

사업과 새로운 논의 주제에 대한 협력 프로그램의 선

정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전자무역 프로

젝트에 대하여는 한국이 내년까지‘전자무역에 관한

가이드라인’을작성하여회원국들에게제시하기로하

으며, ASEM 전자상거래 포털 사이트에 관련하여

서는 ASEM 차원의 공통적인 통계작성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작성하여차기회의에서보고하기로하 다. 

세미나 논의 주제와 관련하여서는 e-헬스에 관한

ASEM 차원의 실천 강령을 제안하 으며, 이를 바탕

으로 격지에서 생활하는 주민, 빈곤층을 비롯한 소외

계층을위한의료의필요성, e-헬스를통해모든이의

의료에대한평등한접근, 국제적질병의예방과관리

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ASEM e-헬스 선

언문이작성되었다.

이번 회의는 e-로지스틱스, e-러닝, e-헬스 등 전자

상거래에서핵심이슈로거론되는분야를ASEM 차원

에서 처음으로 논의하고, 새로운 협력 프로그램까지

제안함으로써 ASEM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되었다.

또한, 우리 측의 주도적 노력으로 제안된 사업들이

ASEM의새로운협력프로그램으로채택되어짐에따

라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국제 논의에 있어서 주도

국으로 자리잡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e-

로지스틱스, e-러닝, e-헬스 등의 논의는 국에서 개

최될4차ASEM 전자상거래회의에서도세미나주제

로채택되어계속적으로논의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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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APEC

APEC에서는 1999년 2월에 개설된 전자상거래운

그룹(ECSG)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이슈를 주로 논

의하고다루고있다. 

1998년 쿠알라룸푸 회의에서 APEC 정상들은 전

자상거래 증진과 발전을 위한 광범위한 주제와 상호

협력적인 활동을 포함하는‘APEC 전자상거래 활동

의 청사진(Blueprint for Action on the Electronic

Commerce)’을작성하 다. 이청사진은APEC 역내

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협력에 관련된 광범위한 주

제와 범 APEC 차원의 전자상거래 작업 프로그램을

위한미래의활동들을설정하고있다. 1999년에는동

청사진을추진하고APEC 내전자상거래관련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전자상거래운 그룹(Electronic

Commerce Steering Group)이만들어졌다.

APEC 전자상거래운 그룹(ECSG) 회의에서는전

자무역(paperless trading), 전자정부, 전자상거래를

위한 법적 기반 정비, 민간기업 간 협력 강화 등 구체

적인행동계획이논의되고있다. 또한, 중소기업의전

자상거래 활용 지원, 전자인증, 개인정보 보호, 소비

자 보호, 전자학습 발전을 위한 정책 환경 조성 등 전

자상거래에관한다양한이슈들이논의되고있다.

이외에 APEC ECSG에서는 프라이버시 포럼을 연

례적으로 개최하면서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APEC은 OECD 개인정보보호지침과

방향을 같이하는 프라이버시 원칙을 2003년부터 작

성하고 있으며, 2004년까지 원칙을 작성하기로 결정

하 다. 

또한2004년2월에개최된9차APEC ECSG 회의

에서는 뉴질랜드와 미국이 APEC data privacy

mapping exercise의추진현황을보고하 으며, 싱가

포르 국립대학이 한국, 호주, 미국 및 싱가포르 등 아

태 지역의 프라이버시 이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

하 다. 소비자 보호 관련해서는 미국이 지난 회의시

승인된 APEC ECSG 법집행자를 위한 인터넷 수사

트레이닝 워크샵(APEC ECSG Internet Investiga

tory Training Workshop for Law Enforcement

personnel) 관련계획을보고하 다. 

전자 무역에 관련해서는 선진국은 2005년까지, 개

도국은 2010년까지 APEC 역내에 종이없는 무역을

실시하려는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15개

국의 서류없는 무역을 위한 개별 행동 계획(Indivi

dual Action Plan for Paperless Trading)이 수립되

었다. 또한, 전자원산지증명(e-C/O)의 표준 마련 및

시범 사업을 추진키로 하 으며, 2005년에는 APEC

민관협력(PPP ; Public-Private Partnersh ip) 다이

얼로그를개최할예정이다. 

특히 2005년 APEC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

최되며, 2004년 9월에 개최된 10차 APEC ECSG에

서협력사업으로우리나라가제안한‘e-Health 이니

셔티브’와‘APEC 여성의 디지털 경제 참여를 위한

이니셔티브’가 정식 사업으로 채택됨으로써, 2005년

부터 협력 사업이 시행되면서 APEC ECSG 내에서

한국의참여는더욱활발해질것으로기대되고있다.

제 5절 FTA

1. 서 론

가. 자유무역협정

점점 로벌하게 전개되는 세계 경제의 흐름은 개

혁 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고, 새로운 남북관계의 흐

름 속에서 WTO를 주축으로 체제를 이루며, 이와 아

울러 보완적 성격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라는틀을형성하 다.

WTO 체제는 가맹국의 증가 및 WTO의 분야 확대

에 따라 교섭의 대상 및 범위의 확대로 인한 한계에

직면하게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은 WTO 뿐만 아니

라 FTA라는 교섭 채널을 통하여 경제 외교에서 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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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폭을 넓혀가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FTA에 따른 경제 블록화라는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

는 여전히 WTO가 그 존재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

만은분명하다.

한국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실적으로 보면,

무역대국으로서의 위치에 걸맞지 않게 세계 FTA 교

섭무대에서고립을면치못하고있는실정이다. 그러

나 이미 체결 및 타결이 선언된 한-칠레 FTA 및 한-

싱가포르 FTA 협정에 더하여 2004년부터 협상이 시

작된한-일FTA와한-캐나다FTA, 한-EFTA, 한-인

도등의협상이2005년도에예정되어있어, 우리나라

는주요국가와의FTA를통하여거스를수없는세계

적인조류에동참을꾀하고있다.

나. FTA의 전자상거래 분야

전자상거래 관련한 FTA 논의는 최근에 미국이 체

결한FTA 등을중심으로그논의가시작되었고, 이는

물론WTO에서의전자상거래논의와그맥을같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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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말 2004년중 2004년말누계

체결건수 국가수 체결건수 국가수 체결국 체결건수 국가수

아시아 한국 1 1 1 1 싱가포르* 2 2

일본 1 1 2 2 멕시코, 필리핀* 3 3

중국 2 2 1 10 ASEAN(상품부문타결) 3 12

태국 3 11 1 1 뉴질랜드* 4 12

인도 4 4 1 6 SAFTA(기본협정체결) 5 10

싱가포르 6 17 2 2 한국*, 요르단 8 19

미주 미국 7 11 5 5 호주, 바레인, 모로코, 도미니카, 코스타리카 12 16

멕시코 9 32 1 11 일본, EU 5차확대 10 43

칠레 12 32 0 10 EU 5차확대 12 42

유럽 EU 29 39 0 0 EU 5차확대 29 39

EFTA 21 40 0 2 EU 5차확대 21 42

대양주 호주 4 4 1 1 미국 5 5

뉴질랜드 2 2 1 1 태국* 3 3

<표 5-1-1> 2004년중 주요국의 FTA 체결 현황

* 실질적인타결을선언했으나공식서명은이루어지지지않은상태의 FTA 협정

대상국 일 정 비고

칠레 체결완료(시행중) 전자상거래장없음

싱가포르 협상타결, 3월중체결예정 전자상거래장포함

일본 2004년11월제6차협상, 차기일정조율중 〃

EFTA* 2005년1월18일제1차협상, 40차례예정 부속서에포함예정

인도 2005년1월27~28일공동연구제1차회의(뉴델리) -

캐나다 2005년1월25~26일사전협의(서울) -

ASEAN** 2005년1월23~25일제1차공식협상(자카르타) 공동연구완료

멕시코 2005년3월제3차공동연구회의(서울) 2004년10월부터공동연구

MERCOSUR*** (구체적협상일정미정) 공동연구추진중

미국 2005 1월3 4̃일예비실무협의 검토단계

중국 2005년3월민간차원의타당성검토위한접촉 -

<표 5-1-2> 한국의 FTA 전자상거래 협상 추진 개요

* EFTA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ASEAN :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MERCOSUR(남미공동시장) :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고있다. 

미국의 경우,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세계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판단 하에서 전자상거래를 독립된 장

으로포함시켜협상을진행하고있다. 아울러, 미국과

의 협상 경험이 있는 호주, 싱가포르, 칠레 등도 제 3

국과의 협상에서 전자상거래 장을 따로 두어 협상을

체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싱가포르, 일본

과의 협상에서 전자상거래를 독립된 장으로 나누어

협상을진행했거나하고있는실정이다.

2. FTA의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이슈

가. 협정 논의 과정의 이슈

우리나라가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를 추진한 한-

싱가포르, 한-일 FTA 협상의 주요 이슈는 디지털 제

품에 관련된 것이다. 이는 물론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며, 최근에 체결되고 있는 주요국

들의 FTA에서 공동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않다. 

디지털제품은권리의측면에서는지적재산권측면

에서 접근하는 것이 한 방법이겠으나, 전자상거래 측

면에서의 접근이 가장 쉬운 재화인 까닭에 전자상거

래 장에서의 논의가 거의 디지털 제품과 관련된 것으

로치중되고있다는한계를가지고있다.

디지털제품과관련하여원칙론으로서분류문제는

뒤로 하고라도,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

sion)에 대한 무관세 논의, 전달 매체(carrier medi-

um)에포함된디지털제품의과세문제, 서비스의전

자적 전송의 문제 등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이는 당분간 전자상거래 분야의 주요 논의 사항으로

자리할것으로보인다.

아울러 이와는 별도로 전자상거래 본연의 문제인

소비자보호의 문제,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전자서명

의 상호 인정, 전자상거래 관련 협력의 문제 등도 지

난협상과정에서아울러다루어진바있다.

나. 디지털 제품의 분류 문제

디지털 제품(Digital Products)이 물리적으로 인도

되지 않고 전자적으로 인도되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

나, 아직까지최종결론에도달하지못하고있는실정

이다. 

디지털 제품의 전자적 전송의 경우, WTO 규범 상

동 전송물은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관세및무역에관

한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규범의 적용 대상이 되지만, 서비스로

분류되면 GATT와는 상이한 효과를 갖는‘서비스교

역에관한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이적용된다.

따라서 전자전송물의 분류 문제는 어떤 WTO 규범

을 전자상거래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즉 WTO 규

범의적용법규와직결되며, 이결과로세관의관세부

과여부, 국내규제8) 및내국민대우등의 향을받을

수있다. 

GATT의일반적의무는최혜국(Most Favored Na

tion: MFN)대우와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

ment: NT) 원칙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나, GATS는

GATT의 관세양허표와 유사한 성격의‘서비스 분야

개방약속표‘로 수출업자의 자국 시장 접근 및 내국민

대우의범위를제시한다.

즉, GATS에서는협상으로양허한특정한서비스에

대해서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민대우

원칙을허용한다. 예를들면WTO 회원국들은양허표

(schedule of concessions)에특정서비스교역에대하

여 해외공급자가 동종 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내 공급

자에게적용되는법률상의대우, 즉내국인대우를받

을수있는지를명기하고있다.

전송물이 GATS의 적용 대상이 되고 내국민대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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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GATS는동제6조에서국가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자국의 역내에서서비스공급을규제하고새로운규정을도입할수있는회원국의권리를인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자격요건및절차, 기술표준, 면허요건등을정당한국내규제의대표적인것으로인정하고이러한규제(regulation)들의제정기준과운 방식에
대하여규정하고있음.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국내에서 공급되는 서

비스보다 높은 세금을 동 국가는 부과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GATT는 수입상품에 대한 수량제한

(quantitative restrictions) 혹은할당(quota)의사용

을금지하나, GATS는양허내용에따라이들의사용

이가능하다.

따라서 회원국은 적어도 논리적으로, 예를 들면 인

터넷을통하여전자적으로전송된도서(e-book)의거

래가GATS의적용을받는다면, 동수입수량을제한

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내국세 부과 수

준이아주낮거나부과되지않는반면에, 대부분의수

입상품은 내국세 과세대상이기때문에 내국세 문제가

존재한다. 

특정 전자상거래의 경우는 어떻게 분류될 지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전자적으로

주문되고 대금도 지불되지만 택배 등의 방법을 통하

여 물리적으로 인도되는 상품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확실히 상품으로 분류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금융서

비스, 회계, 관광안내, 컴퓨터관련서비스, 전자적수

단을이용한교육및통신서비스는분명히상품이아

니라서비스로정의된다. 

분류이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경우는 책, 음악,

화, 비디오, 소프트웨어등과같이물리적으로상응

하는 대상이 있는 제품의 전자적 전송이 관련되는 경

우이다. 과거에이들제품은CD, 디스켓및테이프와

같은 전송매체(carrier media)를 통하여 물리적으로

국경을 통과하여 구매자에게 전달되었기때문에 이들

은상품으로분류되었다. 이들제품은인터넷등네트

워크를 통하여 디지털 데이터 파일 형태로 국경을 넘

어 인도되고 인도된 데이터 파일은 전송매체 자체 저

장장치에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거나 인쇄되어 사용되

면, 경우에따라서이들은개인소비를목적으로타인

에게 보내지거나 유통을 위하여 중간상에게 보내질

수도있다.

다음과 같은 논쟁은 먼저 전송물이 예컨대, 종이로

만든 책, CD나 비디오 테이프와 같이 상품으로 존재

하는 대응물이 있기 때문에 상품으로 분류되어야 하

는지의 문제와 둘째로 자료의 전송 그 자체는 서비스

이고 따라서‘자료‘는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의

문제, 마지막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혼합체(a mix

ture of goods and services)를포괄하는전송물에대

한 별도의 분류(a specified category)를 만들어야 하

는지의문제라고할수있다.

OECD의조세전문가들은소비세목적상전자적으

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은 상품으로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의한 바 있으나, 무역 정책 측면에서는

전세계적으로아직해결되지않은쟁점이다. 

이러한 쟁점에 대하여 WTO는 1998년 제2차 각료

회의이후계속논의하고있지만, 아직분명한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전송물의 분류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대체로 상품으로

분류되기보다는서비스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19)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등 다수

의국가에서는현재관세시스템(Customs Systems)

이 전자전송물을 찾아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전송에

의한거래를서비스로분류하고있다.20)

다. 디지털 제품 전송의 무관세 관련 이슈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재화나 서비스가 국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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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특히유럽연합(EU)이전자상거래를서비스로분류할것을주장하고있으며미국과일본이이를반대하고있다. 미국과일본은디지털제품의거래를어떻게분류하건
기존대웅상품에대한자유화수준을유지할것을주장한다. 

20) OECD(2001). p. 4.

GATT GATS

일반적인의무
분야별구체적개방약속에따른개방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수량제한의금지 시장접근제한하는경우수량제한허용

관세부과전제 관세언급없음

국경간상품교역을대상으로함
자연인의이동및상업적주재와

고정사업장고려

세이프가드등규정 없음

<표 5-1-3> GATT와 GATS 규범 상 차이



거래되는 경우, 기존의 재화와 비교하여 거래수단에

따른 과세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물이 세

관을 통하여 수입되는 오프라인 거래의 경우에는 기

존의거래와마찬가지로관세를부과할수있지만, 온

라인 거래의 경우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실질적

인과세가어려운형편이기때문이다. 즉동일한내용

의 상품이라도 매체에 따라 전통적인 매체의 상품은

관세를 부과하고, 전자적인 형태의 상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않게되는모순이발생할수있는것이다.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의 주요 쟁점 사항인 관세는

각국의 재정 수입과 직접 연관되어 있고 무역을 억제

하거나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

자상거래를 무역과 관련지어 생각할 때 다른 어떤 문

제보다도 직접적이고현실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 부

과와 관련된 국제적인 논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현황

및대응책등에대해서살펴보기로한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의 국제적인 틀에 대한 논

의는1997년 7월빌클린턴미국대통령이‘지구촌전

자상거래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계획은 인터넷 거래에 대한 무관세협정 및 내국세

부과금지협정 즉, 전자상거래를 구히 무세 역으로

하자는 내용이었다. 이후 지금까지 WTO, OECD.

APEC 등 국제기구들은 전자상거래 관세 관련 논의

및협상을벌이고있다.

1996년에 체결된 정보기술협약(Information Tech

nology Agreement: ITA)은 반도체, 컴퓨터, 컴퓨터

장비, 집적회로, 통신장비 등 많은 정보기술 관련 제

품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ITA 체약국들은 소프트웨어가 테이프, 디스

켓, 광디스켓등기록매체에기록되어수입될경우관

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하 다. 그러나 ITA는 매

체를 통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즉, 전자적 전송

물에대한내용은포함하지않고있다. 

정보기술협약에 의하여 2000년에는 참여국 40개

나라 가운데 선진국 대부분이 이들 정보기술 관련 교

역에 대하여 무관세화를 달성하 다. 우리나라는 일

부품목에대하여유예조항을적용하고있는데, 2005

년까지는 전품목을 무관세화할 예정이다. 현재 WTO

내 ITA 위원회가 설치되어 ITA협정 이행 및 확대 협

상에관한업무를추진하고있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무관세 관행에 대한 논의 동향

을 검토해 보면, 현행의 무관세 관행은 상당 기간 지

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

세의 구화 및 법제화를 주장하는 미국의 입장이 무

관세의 구화가 장래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

는EU를비롯한다른나라들의입장과어떻게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가 향후의 주요 관심사가 된다고

하겠다.

온라인 제품에 대한 무관세 선언에 따라 우리나라

도 디지털 신호의 형태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현재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법률상으로는 본다

면 온라인 거래상품이 현행 관세법 상 과세대상물품

이아니기때문에과세되고있지않은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는 경우에 따라 과세체제의 중립성을 훼

손하게된다. 즉동일한제품이라도기존의매체를이

용할 경우에는 과세되고, 전자적인 형태로 수입될 경

우에는 비과세하게 된다면 거래수단별 과세 차별의

문제가발생하게되는것이다. 

전자상거래에서온라인으로제공될수있는재화는

주로 소프트웨어, 화필름, 비디오, 전자책 등의 경

우가 될 것인데, 이들에 대한 현행 관세규정은 <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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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실물거래 인터넷

수입매체별 관세율 거래

컴퓨터S/W 마그네틱디스크에수록 0% 무관세

전자출판물 CD에수록 0%

필름(폭35mm이상)에 종량세형태로 무관세

화 수록* w182/m

CD에수록 8%

레코드에수록 8% 무관세

음악 마그네틱테이프에수록 8%

CD에수록 8%

<표 5-1-4> 디지털온라인거래가가능한재화에대한관세부과현황

* 화의경우에는필름의종류에따라다양한형태로관세가부과됨



1-4>와같다.

전자책(e-book)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통상

적인 실물 거래에서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화필름이나 음반에 대하여는 전통

적인상거래에서종량세또는8%의세율로관세가부

과되므로 온라인으로 공급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과세

중립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화필름이나 음반

이 온라인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앞서 지적한 바와 같

이 그 파악이 불가능한 관계로 실질적으로 이에 대하

여관세는부과되지않고있다. 

따라서 온라인 공급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운 한편, 중심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실물 거래

에 대한 관세를 당장 무관세화하기도 어려운 형편이

다. 장기적으로 중심관세율의 인하가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킬것으로기대된다.

국제적으로논의되고있는관세유예의 구화에대

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관세 유예는 찬성하지만, 무관

세 조치를 구화하자는 데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유

보하고 있다. 무관세화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로 인한 경제적인 이득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수

의손실및관련국내산업의피해에대하여현재온라

인 거래에 대한 정확한 통계적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계량적으로정확하게비교하기는어렵다. 

그러나미국과같은전자상거래선도국과우리나라

를 비롯한 후발국과의 관계에 있어 전자상거래의 활

성화에 따른 이익은 일반적으로 선도국에게 더 많이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가 게임· 화

등일부소프트산업에서최근강세를보이고있으나,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에 걸쳐 볼 때는 아직 후발국이

고, 따라서 앞서의 관계가 대체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있을것이다.

다른 나라, 예를 들면, 인도 같은 나라도 관세 유예

의 구화를 통하여 기술 중립 원칙이 훼손될 우려를

지적하고있다. 즉다른수단으로전송되는재화나서

비스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을 하지 않고, 전자적으

로 전송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만 관세를 구히

유예하는것은기술중립성원칙을해칠수있다는것

이다. 

EU를비롯한대부분의국가들이관세유예의 구

화에대해서는유보적인입장을취하고있는만큼,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특별히 앞서 나갈 필요는 없다

고 생각한다. 무관세의 구화에 따른 비용편익의 관

계가 보다 명확해진 연후에 결정해도 문제가 없을 것

이다.

라. 서비스의 전자적 전송

서비스의 전자적 전송 문제에 대한 FTA 규정 수용

여부는 기술 중립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와연결되

어 있다. 기술 중립성이란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최

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술이 변화해

도협정상의실체적의무이행에는 향을미치지아

니한다는것이다.21) 선진국들은서비스거래를규정한

GATS가 기술중립성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는 주장을

전개하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기술 수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적용을 구별하거나 차별할 수 없다는 논리

를 전개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의 입장은 그동안 양허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양허가 확장될 수 있다

는이유로유보적입장을취하고있다. 

WTO 체제 하에서 기술중립성이란 특히 서비스 교

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를 비롯한 WTO 협정의

중요한원칙의하나로서, 협정상의권리와의무는기

술적인 발전 단계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의

미하고, 즉, 서비스를제공하는방식에대하여어떠한

형태로든 차별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술적

중립성을인정하여야한다는것이다.

이미 체결된 FTA 중에서 미국과 싱가포르(제14조

제2항), 미국과 호주(제16조 제2항) 간의 FTA에는

한-싱가포르 초안 규정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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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실제GATS 통신서비스상의양허는“모든기술수단(cable, wireless, satellites)에의하여제공되는”서비스에적용된다고하여, 서비스제공을위해사용된
기술에관계없이양허표에기재된대로양허가이루어진다. Group on Basic Telecommunications, Notes for Basic Telecom Services Commitment, WTO
Doc. 5/GBT/W/2/Rev.1, 1(c) (Jan.16, 1997)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과 모로코 간 FTA에는‘For

greater certainty’라는 표현이 생략된 채 포함되어

있다. 호주와싱가포르는양국모두미국과FTA를체

결하면서 한-싱가포르 초안과 같은 내용의 규정을 삽

입하 으나, 호주-싱가포르양국간의FTA에는동조

항을포함하고있지않다.

마. 원산지 규정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원산지 규정은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 싱가포르 제조업의 절대 비중이 외국계

기업이며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총수출 중 재

수출 비중이 높다는 점 때문에 원산지기준에 대한 논

의가심각하게이뤄질것으로예상되고있다.

한-일 FTA는한-칠레FTA와달리농업은큰문제

가없으나, 제조업전반의일본에대한경쟁력열세로

협상이 체결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예

상된다. 특히관세양허분야가중요한쟁점이었던한-

칠레 FTA와 달리 우리보다 일본이 상대적으로 관세

율 수준이 낮으므로 관세양허로 인한 향보다 원산

지기준의설정을어떻게할것인지가앞으로주요이

슈로작용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에 산업자원부는 원산지 규정을 우리의 이익과

부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우선 한-일

간 무역활성화 측면에서 원산지 규정은 HS코드 세번

변경 기준처럼 가급적 간결하고 낮게 설정하고, FTA

의혜택이상대적으로제3국에돌아가지않도록하기

위해제3국을통한우회수입을방지하고자역내부가

가치기준을높게설정하는방안을추진중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한·일 투

자협정(BIT)과 함께 양국 간 재료를 일정 수준 이상

사용하는 경우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원산지 누적

제도’22)의적극활용을검토중이다. 

산업자원부는대일및대싱가포르100대수출입품

목에 대한 생산자협회 및 업체를 대상으로 대책회의

를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원산지 분과별 8개 실무대

책반(산업기계·수송기계·기초소재·섬유패션·생

물화학·디지털전자·반도체전기·석유)을 구성 운

중이며, 대책반들은각산업별원산지기준안을작

성, 추후 진행될 한·일 FTA 협상 자료로서 활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들의 원산지에 대한 인

식이 낮은 관계로 협상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마련키

가쉽지않은실정이다.

19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발표된 IT 제품의

교역에 관한 각료선언에 따라 선언에 포함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와 과

학기구(scientific instruments)의 6가지 범주에 포함

된 IT 제품에대하여 (zero)세율의관세를적용, 여

타부과금(other duties and charges)의부과가불가

하다.

WTO 회원국인 동시에 소프트웨어 등 정보기술 제

품의 무관세 통관을 약속한 정보통신기술협정(ITA)

의 회원국들은 구태여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디지털

제품을 한국에 수출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된다. 현재의ITA 회원국은총56개국이다.23)

싱가포르를 포함하여 동국의 주변국으로 볼 수 있

는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모두 ITA협

정국이기 때문에 디지털 제품 중 소프트웨어 교역에

대하여는관세등부과가면제되고있다. 

원산지 판단에는 소비재 및 공산품의 경우 실질적

인 변형을 일으킨 국가를 중시하며, 이 경우에 그 추

적은 HS코드의 코드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나,

디지털 제품의 경우 공산품처럼 HS로 추적이 불가능

하여원산지를찾는데한계가있다.

더구나제3국에서생산혹은제작된디지털제품이

라고 하더라도 상업적 계약을 통하여 상대국에서 거

래되면상대국의디지털제품에포함된다. 제3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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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어떤물품이역내부가가치요건을충족하지못해도역외산물품속에있는역내산물품을분리하여역내부가가치에합산하는것을말함.
23) Albania; Australia; Bulgaria; Canada; Costa Ric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El Salvador; Estonia; European Communities (and its 15

member states); Georgia; Hong Kong, China; Iceland; India; Indonesia; Israel; Japan; Jordan; Korea; Kyrgyz Republic; Latvia; Lithuania;
Macao, China; Malaysia; Mauritius; New Zealand; Norway; Oman; Philippines; Poland; Romania; Singapore; Slovak Republic; Slovenia;
Switzerland (with Liechtenstein); Chinese Taipei; Thailand; Turkey; United States.



생산, 제작된 디지털 제품도 한국 혹은 싱가포르에서

상업적 거래를 통하여 다시 상대국에 수출하는 경우

문제가 없다. 소프트웨어 교역의 경우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이미 무관세가 적용

되고있다. 

이경우제3국이란적어도싱가포르보다디지털제

품의 생산 및 제작 등에 경쟁력이 있는 국가들이며,

그렇다면 이들은 선진국을 의미한다. 싱가포르의 특

정 업체가 제 3국에서 생산한 디지털 제품을 한국에

자국 제품으로 위장하여 수출을 시도하는 경우, 한국

의 IT 수준으로 미루어 국내에도 동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가존재할가능성은매우높다.

나아가 설령 제 3국에서 생산, 제작된 디지털 제품

을 싱가포르의 업체가 자국 역내산으로 위장하여 수

출하는 경우, 한국 업체에 전자적으로 전송하기 때문

에 국내 통관 절차가 생략되어 동 거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FTA 관련

규정의집행이불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종합한다면,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되는 디지털 제

품은 거래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가 없다면, 현실적으

로 전송 자체를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디지털 제품

의원산지규정은의미가없는것으로생각된다.

FTA에 있어 디지털 제품의 경우는 사용한 원자재

등의 추적을 통하여 최종 제품에 대하여 실질적인 변

형을 가져온 국가 혹은 지역을 원산지로 규정하는 공

산품과달리고유의HS코드를갖지않고있어원산지

를 추적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원산지 적용이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디지털 제품에 대한 원산지와

관련하여 한국은 어느 상황에서도 능동적으로대처할

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3. 한-일 FTA 등 향후 대응 방안

가. 국제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가 지니는 정보의 디지털화, 네트워크의

개방성및광역성, 거래당사자의비대면성, 통일적관

리자의 부재, 고도의 기술성과 복잡성, 다수·다량의

거래성, 거래대상의 다양성, 부합거래성, 국제성, 불

특정 다수인성, 거래이행 확보수단의 필요성 등의 특

징은편이성과신속성을그장점으로하는반면에, 이

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특히 소비자 전자상거래에 있

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여 전자상거래의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따라서전자상거래의활성화를위해서는사전적사

후적 소비자 보호제도의확립과 아울러 공정투명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인 분쟁 해결제도의 정착이 필수적으

로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우선 사업자에 대한 소비

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인증

제도, 시장 감시기구와 온라인고충 처리기구 및 피해

구제절차의기능을강화하고그에대한상호간의국

제적제휴가필요할것이다.

한편, 현행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입법은 기

본적으로 국내에서의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어, FTA

등을 통한 국제적 거래에 있어서도 그대로 집행 적용

할수있을지는의문이다.

예컨대, 현행 국제사법 제27조는 일정한 경우의 소

비자 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준거법을선택하더라

도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

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규

정하여 소비자 보호의 견지에서 준거법의 결정에 있

어서 당사자 자치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동조는 소

비자 보호를 위하여 소비자에게는자신의 상거소지에

서도 상대방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

편,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소는 소비자의 상거소지에

서만제기할수있도록규정하면서, 부당한재판관할

의 합의를 막기 위하여 당사자 간의 재판관할 합의는

사후적 합의 또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추가적 사전 합

의로서서면에의하도록요구하고있다.

동 규정은 전자상거래를 지향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나 원칙적으로 전자상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해석할수있으며, 전자거래의특수성및국내

전자상거래 산업의 보호 육성 등 정책적 고려에 의한

수정적해석의여지를남겨놓고있다고할수있다또

한, 아직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정치한 규정을 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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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있는 우리 실정에서 선진적인 소비자 보호 관

할 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 상의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볼수있으며, 지나치게소비자보호에치중하여다수

의 세한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에게 지나친 위험을

부담시키는것으로볼수도있다.  

요컨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및 그 경쟁력의 제고

는 현재의 국제적인 추세로 볼 때, 국가 경제의 흐름

을 좌우할 수 있는 궁극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소비자 보호의 강화가 그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

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국내 전자상거래 산업의 상대적 경쟁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통하여 이에 상응하는 입장을 관

철하여야할것이다.

즉, 국내 B2C 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우월하

다면 철저한 소비자 보호 규정을 통하여 국내사업자

가 상대국 소비자에 대하여 보다 많은 부담을 떠맡게

되더라도적극적인입장을견지할수있을것이나, 국

내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

의 이익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국내 산업의 기반이

더욱악화될수있다는점을간과할수없을것이다. 

이와관련하여, 미국의FTA 체결사례는몇가지를

시사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10월 24일에 체결한

요르단과의FTA에서는전자상거래관련규정을두고

있으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

하다. 2004년5월18일에체결된최근의미국과호주

간의 FTA에서는 Chapter 14(Competition-Related

Matters) Article 14.6(Cross Border Consumer

Protection)에서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소비자 복리 향

상을 위한 소비자 보호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협력

과조화의중요성을강조하는한편, 서로상대국의소

비자보호법의집행에 협력할 것을 선언하면서 비교적

구체적인협조사항을규정하고있다. 동시에Chapter

16(Electronic Commerce)에서는 Article 16.6

Online Consumer Protection이라는 표제하에“The

Parti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nd adopting transparent and effective measure

to protect consumers from fraudulent and decep-

tive commercial practices when they engage in

electronic commerce.”라는규정을포함시키고있다.

이는 일반적인 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아울러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 보호를 보다

강조하고있는것으로해석될수도있으나, 위규정과

같이 제한적이고 선언적인 규정만을두거나 요르단의

예와같이이에대하여규정하지않고추후상황에따

라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것으로판단한다. 

나. 한-일 간 전자상거래시장 통합의 필요성

전자상거래는 거스를 수 없는 미래의 비즈니스 패

러다임으로서한-일간비즈니스에있어서도핵심적인

역할을수행할것으로전망된다. 특히, 한일기업간의

문화적 차이와 기업 관행을 극복하고 교류협력을 촉

진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경우 한일 양국 경제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향상

시킴으로써 지속적인 공동 번 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생각된다.

특히‘IT 강국’을 지향하는 한국의 과감한 정책 추

진과 일본의‘e-Japan’프로젝트 등 한일 양국 정부

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촉진

정책의 결과로서 최근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신장하고있다. 이러한추세는모바일과웹기술등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의 진전과 고도화로 더욱 가속

이붙을것으로예상되므로, 적절한제도정비와보완

이 이루어질 경우 본격적인 전자상거래 시대의 개막

을앞당길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우리나라는현재한-일간FTA 논의를계기로전자

상거래를 한일 양국 간 거래의 중핵으로 발전시켜 나

가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정비하고 확충해 나가야 할

단계에 놓여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일 간

FTA 협상에서도전자상거래를촉진하기위한의제를

삼아 구체적인 활성화 조치들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

한귀결이라할수있다.

더욱이, 향후 한-미, 한-중, 한-EU 사이의 FTA 논

의를 내다볼 때, 일본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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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가까운관계에있어그사전단계로우리를정비

하고 발전시킬 중요한 도약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본다.  

다. 한-일 FTA 협상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

일본의폐쇄적인유통구조를극복하기위한방안으

로서 문화적인 특성이나 관행 등 인간적인 요소를 배

제할수있는B2C와B2B 등전자상거래시스템의유

용성과 가능성이 비교적 크고, 법제도적 기술적 기반

에 있어서도 우리가 크게 뒤처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

다. 따라서 적극적인 전자상거래시장의 통합을 추진

하여양국간거래에대해서는내국인간거래에준하

는대우를보장하는메커니즘구축을목표로하되, 우

리 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 등 전자상거래 시장

형성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적인 문

제점과 애로요인을 고려하여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

다. 

즉, 미-호주 FTA에 준하는 상호협력을 추진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합의 도출에 중점적인 노력

을기울여야할것이다.  

·인증기관에대한상호인정또는공동인증제도

·개인정보및거래정보의보호에관한규범의조화

·소비자보호및분쟁해결에관한규범의조화

·내국간거래와같은자유로운통관시스템구축

·전자지급결제제도의보완조화

·전자상거래촉진을위한협력체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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