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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개인정보보호관련법제도

1. 국제 논의 동향과 이슈

가. OECD

OECD는1980년프라이버시보호지침을채택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국제적 수준의 가이

드라인을제시하 다. 그후OECD는1992년정보보

호지침(Guidelines for the Security of Information

Systems and Network)을 제정한 이래 IT의 발전과

인터넷의확산으로인하여정보시스템간, 국경간상

호연계성이증가되어 보안 위험성과 취약점이 현저하

게 증가한 결과,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와 정보보

호문화(Culture of Security)의진흥을강조하기위하

여2002년 7월동정보보호지침을개정하 다. 이지

침은다음과같은9개원칙을담고있다.

·참여자들의정보보호필요성과역할인식

·참여자들의정보시스템및네트워크보호에대한책임의식

·참여자들의시의적절하고상호협조적인행동

·참여자들의정보시스템이용시타인의적법한이해관계존중

·정보보호와민주주의의가치와의조화

·정보시스템과네트워크에대한위험평가실시

·정보통신제품등의설계와사용에있어서정보보호를핵심요소

로고려해야함

·정보보호 관리의 예방에서 대응, 평가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수행

·정보보호실태에대한지속적인재평가와보완

나. EU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1995년 EU 개인정보보호지

침을수용하는입법을진행하고있는데, 2001년독일

연방데이터보호법개정과 2003년 아일랜드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이대표적인예이다. 

유럽연합과미국의개인정보보호제도상의차이는

다음과같다.

·입법형식상유럽의경우인권보호차원에서엄격하게법률(단

일 통합법)로서 규제하는 데 비하여, 미국은 불법행위 상의 프

라이버시침해문제로다루며엄격한법규제가없고, 통합법이

아닌특별법을제정하고있다. 



·유럽의 경우 엄격한 법적 규제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를설치, 운 하나, 미국은자율규제를원칙으로하여

독립감독기구가없다. 

·국제협력 부분에 있어서 유럽은 역외국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보호를요구하나, 미국은보다자유로운개인정보이전을허용하

고있다.1) 다만최근미국내에서가장활발한프라이버시입법

활동을 보여 온 캘리포니아주에서 금융정보프라이버시법을 제

정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미국 내

금융프라이버시보호관련법중에서가장강력한내용을담고

있다는점에서주목을받고있고, 금융정보를다루는연방법인

공정신용평가법(Fair Credit Reporting Act)보다훨씬높은수

준의금융정보보호를요구하고있다.2)

다. WHOIS 서비스

인터넷도메인등록정보검색에관한WHOIS 서비

스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즉,

인터넷 도메인 등록을 위해서 등록업체에 제공되는

개인등록정보는WHOIS 서비스를통하여검색이가

능하다. 이서비스는일반인터넷이용자로부터경찰,

법조인, 정부기관에 이르기까지 매우 유용한 정보로

사용되고 있으나, 등록된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관한문제와함께누구나쉽게접근할수있는정보의

공개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침해에대한 우려가 제기

되고있다.3)

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인 ICANN은 도메인등록

인가협정에서 인터넷 안정성 문제에 따른 기술 및 행

정연락 정보의 필요와 소비자 보호, 저작권 침해조사

및 네트워크 운 자의 기술적 문제 해결 등을 위하여

등록자의 의무사항으로 정확한 등록정보의공개를 요

구한다. ICANN은WHOIS 서비스정책에대한논의

를위하여2001년부터WHOIS 태스크포스를구성하

여 운 하 고, 2001년 11월 30일 상대적으로 단기

적인대책마련이가능한문제로서WHOIS DB 정보

의정확성및상업적이용방지문제에대한최종정책

보고서를 발표하 다. 이 보고서는 2003년 2월 최종

보고서로채택되었다.

이에 대하여 EU 개인정보보호작업반은 WHOIS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원칙의 적용을 제시하면

서 이 서비스의 목적을 확정하고 그것이 합법적이고

정당한가에 대한 명백한 한계를 정하는 것이 필수적

이며, 후이즈 서비스에 의한 개인정보의 공표는 강요

받을 수 없고, 직접 마케팅을 위한 후이즈 정보의 대

량접속과 이메일 주소의 사용은 오직 옵트인(opt-in)

방식에의해서만가능하여야한다고제시하 다.

라. 국외 개인정보 보호포럼 활동

주로 미국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Vortex(www.

vortex.com),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www.eff.org), Internet Users Privacy Forum

(www.iupf.org.uk), Privacy Forum(www.house.

gov/paul/privacy), ENUM(Telephone Number

mapping, www.enum.org) 등이 개인정보 보호포럼

으로서 프라이버시 관련 이유를 토론, 분석하는 활동

을하고있다. 

마. 세계개인정보보호회의의 활동

세계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회의(Internatio

nal Conference on Privacy and Personal Data

Protection)는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전담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

의 대표들이 매년 1~2회 정례적으로 모여 각국의 프

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이

다.

2004년에는 제26차 회의가 9월 13일부터 18일까

지 폴란드 브르츠와바에서 개최되었다. 논의의 주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에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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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준현, “개인정보보호법제현황과법제정비의필요성,”「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정공청회」자료집, 정보통신부( 2004.5), 12면.
2) 예컨대이법은고객의금융정보파일링에대한엄격한제한을가하고있고, 계열사에대한고객정보제공시고객의옵트아웃동의획득, 계열사아닌제3자에게제공
시고객의옵트인동의를얻을것을규정하고있다. 상세는조정현, 개인정보해외동향, 「개인정보」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004년8월제6호, 29면이하참조. 

3)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보호동향(2003년7/8월호) 제1권제1호, 65면이하참조.



발과 보급, 소비자의 의식 제고, 개인정보 보호기관

간 국제적 협력 증진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실

효성을 높이고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 가는 것이다.

또한 공공 이익, 국가 안보, 고용주의 감독권, 사업자

의 정당한 이익 등을 침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아니되

며, 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권과 다른 주체와의 이익

의조화등에관한내용도논의되었다.4)

바. RFID 도입과 프라이버시

세계 최대 할인마트인 월마트가 종래의 바코드 시

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전자식별(RFID) 장치를 도입

하기로결정하 다. 월마트는텍사스, 생거에있는물

류분배센터와미국내일부월마트판매점에서RFID

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 다. 이러한 전자식

별장치로 인하여 프라이버시침해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수있다.

RFID 시스템의설치와사용이공정한정보관행에

따를 것을 제안한 선언(the RFID Bill of Rights)은

다음과같은RFID 프라이버시5대권리로정리할수

있다.5)

·상품에RFID 태그가부착되어있는지알권리

·상품구매후내장된RFID 태그를제거, 기능, 정지, 파괴할권리

·RFID를 파괴하 을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다른 권리(예, 상품

의반환등)를침해받지않을권리

·RFID 태그안에저장된정보를알권리

·언제, 어디서, 왜RFID 태그가읽혀지는지알권리

2. 국내논의동향

가.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개정내용

개인정보보호와관련하여 2004년에개정된정보통

신망법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개인정보의수집시이용자의동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자동으로 개

인정보를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이용약관에명시하여야 한다

(법제22조제2항제5호).

(2)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권리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명세를 요구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법 제30조 제2항, 제4

항).

(3)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조정부

개인정보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

는 조정부를 설치하고, 일부 분쟁에 대하여는 조정부

에일임한다(법제33조의2).6)

(4) 정보보호지침의준수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확보를 위

하여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에 관한 보호지침(정보보호지

침)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법 제45조 제2항). 전국적

으로 정보통신망접속서비스를제공하는 자 등은 정보

보호지침을준수할의무가있다(법제45조제4항).

(5) 정보보호안전진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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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창범, “제26차세계개인정보보호회의를다녀와서,”개인정보제7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004.10, 24-27면.
5) 이는심슨가핀켈이그의논문을통해서주장한제안이라고한다; 조정현, “RFID, 과연프라이버시의적인가?”개인정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제4호(2004.4)
참조.

6) 조정부는분쟁조정의신속성, 효율성및전문성을목표로구성된것이다.



보호컨설팅전문업체로부터 자신의 정보통신망 또는

시설에 대하여 매년 정보보호지침에 따른 정보보호

안전진단을받아야한다(법제46조의3).

(6) 이용자의정보보호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필요

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고,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정보통신망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호조치의 권고를 할 수 있다

(법제47조의2).

(7) 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보급

정보통신부장관은 수신자가 리목적의 광고성 정

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

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법

제50조의6).

(8) 국외이전개인정보의보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

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정

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로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아울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

조치를취하여야한다(법제54조).

(9) 오프라인사업자에대한개인정보보호규정의

준용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온라인 사

업자) 외에도 백화점, 여행업, 호텔업, 항공운송사업,

학원 및 회원제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개인정보를 수

집하는 사업자 등 대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오프

라인 사업자들의경우에도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하

므로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의 적용대

상으로 하고 있다(법 제58조, 시행령 제28조). 이 규

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법이민간부분의실질적인 개

인정보보호의 일반법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

었다.

(10) 정보통신망침입행위의미수범처벌

정당한권한없이또는허용된접근권한을초과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을 시도한

자(미수범)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법제63조제2항). 

나. 개인정보보호와 스팸메일의 규제방식

우리나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에서는 스팸메일의 규제를 원칙적으로 수신거부

방식(opt-out)으로 규정하면서도(법 제50조 제1항),

무선 인터넷 및 휴대폰 SMS의 경우에는 사전동의방

식(Opt-in)으로개정하는안이만들어졌다. 

다.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안)의내용7)

(1) 개요

2004년에 논의된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안)의제정배경은다음과같다.8)

(가) 민간분야법률적용의흠결해소

공공 분야의 개인정보보호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

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가이루어지고있는데반하여, 민간분야의경우적용

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은 국제수준의 개인정보보

호원칙 등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를 규정하고 있으

나, 법적용대상이정보통신망을통해수집, 이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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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정보보호관련법안이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안, 정보통신부안및국회의원안(정성호열린우리당의원) 등3개가마련되어앞으로국회에서통합적인심의가
예상된다.

8) 김기권,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안) 주요내용,“「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정공청회」자료집, 정보통신부(2004.5.),19면이하.



개인정보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서 민간 분야 개인정

보보호법으로서한계를안고있다. 또한의료법등개

별법은‘비 준수의무’등부분적인사항만을규정하

고 있을 뿐이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미흡한 상

황이다.

(나) 개인정보보호의실효성강화

개인정보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

실조사권및시정명령등실질적권한을갖는민간부

문의 개인정보보호에대한 감독기구의설립이 필요하

다.

(다) 사업자자율규제의촉진

개인정보의 침해사고 발생시 정부의 사후규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침해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제거

할 수 있는‘개인정보사전 향평가제도’의 도입이 필

요하고, 사업자의평가, 인증시스템의도입이요청된

다.

(라) 국제적정합성

세계 각국은 개인정보보호기준을 세계적으로 상호

조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수

준의개인정보호보법제의정비가요청된다.

(2) 제정방향, 주요내용

(가) 제정방향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을 분리

하고 운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률 규정을 마련

한다.

(나) 개인정보보호의무사업자의범위

리를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정보통신망또는컴퓨터, CCTV 등다양한정보

기기를활용하여처리, 이용하는자로확대한다.

(다) 민간부문개인정보보호종합시책의수립및개인

정보보호정책협의회운

(라) 정보주체이외로부터수집된개인정보의보호

(마) 개인정보의제3자제공금지에대한예외

재난 등 긴급구조 상황이 발생한 경우, 체납 등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예외사항

을추가한다.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설치·운

(사) 개인정보사전 향평가제도의도입

(아) 법률적용의예외

이 법의 일반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신용정보보

호법 및 금융감독기구의설치에관한법률 등에서 정하

는 감독기구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행, 증권사, 보험

사)에대하여는적용을배제한다.

제 2절소비자보호관련법제도

1. 국제 동향

가. OECD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 제 67차 회의

(2004.3.18~19)에서는국경을넘어선사기·기망적

상행위로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A(Cross-border Fraud Guidline)의이행및집행협

력,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E-Commerce Guide

line)의 향력평가, 신기술및신비즈니스모델의

향, 소비자 분쟁해결 및 보상 등 정책 이슈가 논의되

었고,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장이 소비자정책위원

회의부의장으로선출되었다. 

제 68차 회의(2004.10.14~15)에서도 국경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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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사기·기망적 상행위로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이행, 신기술 및 신비즈니스 모델의

향, 소비자분쟁해결 및 보상 등은 물론 모바일커머스

(M-Commerce)에대한작업제안이있었다. 

제 2차 소비자정책위·경쟁위 합동회의(2004.

10.13)에서는 역기능시장(dyfunctional markets)의

인식과 대응 방안, 국경을 넘는 집행 협력 방안 등의

의제가논의되었다. 

나. ICPEN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 춘계회의

(2003.3.21~23)에서는 국가 간 사기·기망 상거래

행위예방을위한OECD 가이드라인이행, 스팸문제,

모바일 등의 의제가 논의되었고, 추계회의

(2004.10.7~8)에서는 내년 인터넷 국제청소의 날

행사의주된주제로스팸을정하고, ADR 프로젝트의

지속적 발전 등을 논의하 다. 2005년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ICPEN

의장기관으로결정되었다. 

2. 국내 동향

2004년전자상거래관련소비자보호법제도는소비

자보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

에 관한 법률 등 기존의 소비자법을 중심으로 변화가

있고, 새로운 개정안은 물론 전자거래금융법안 등 새

로운 법률안이 마련되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추진

되었다. 

가. 소비자보호법

(1) 2004년소비자보호종합시책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2004년 3월 16일 소비자

보호법에따라각부처및기관에서시행할2004년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 다.

이중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같다.

첫째, 전자상거래 안전성 확보방안의 모색으로 에

스크로 또는 보험가입의무화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 추진, 소비자교육·정보제공 및

소비자경보 활성화로 인터넷 쇼핑몰 안전성확보 추

진, 공인인증서이용의활성화특히하반기중무선인

터넷공인인증서비스도입추진등이다. 

둘째, 효율적 전자상거래 시장감시 및 사업자의 자

율규제 유도로서 온라인 게임 및 이동전화서비스의

해지제한행위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통하여 소비자

피해예방, 전자상거래 신뢰성 확보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사기행위자 집중 단속, 인터넷 상시감시센터를

운 함으로써 새로운 기술 출현과 시장환경 변화가

급격한 사이버 공간에서의효율적인 시장감시체제구

축, 인터넷 신뢰마크(e-Privacy, eTrust)의 보급 및

실효성제고등이다. 

(2) 소비자보호법개정안입법예고

재정경제부는 2004년 6월 1일 소비자보호법 개정

안(소비자권익증진에관한기본법안)을입법예고하

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자상거래의 소비자보호

에도많은변화가있을것이다. 

이번개정은경제발전·소비자의식향상등으로소

비자의 지위가 단순한 보호의 대상에서 시장에서 자

율적으로 행동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시장경제의주체

로 변화되고 있고, 거래의 디지털화·세계화등에 따

른 거래방식의 변화 등으로 소비환경이 전환되는 것

에대응한것이다. 개정방향은향후소비자정책의중

점을‘소비자보호’에서탈피하여중장기목표수립, 소

비자안전·교육의 강화 등‘소비자 권익증진’을 통한

‘소비자주권’확보로 전환하는 것으로, 1980년에 제

정되고 1986년에 전문 개정된 후 6차례 일부 조항의

개정에 그쳤던 종전 법률을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데

중점을두고있다. 아울러, 소액다수의소비자피해구

제를위한일괄분쟁조정및단체소송의도입근거마

련 등 소비자 피해구제제도를 강화하고, 현행법의 운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하기위

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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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주요골자는다음과같다. 

·소비자보호법의 명칭을「소비자권익증진에관한기본법」으로 변

경하고, 동법의목적을사업자에비해상대적약자로서의「소비

자보호」에서시장경제주체로서의「소비자의권익증진과소비생

활향상을통한국민경제의발전」으로변경한다(안제1조).

·동법이소비자권익증진에관한기본적법률임을명확히하고,

소비자의올바른선택과정당한권리행사, 자원절약적·합리적

소비행동등을소비자의기본적책무로규정한다(안제3조, 제5

조).

·소비자능력의제고·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규정을신설하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명칭을「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변

경한다(안제14조, 제15조, 제16조).

·사업자의소비자권익증진에의협력의무및안전배려·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안 제18조, 제19

조).

·소비자정책의추진체계로서소비자정책의기본계획및연도별

시행계획에관한사항을신설한다(안 제4장 제1절 제23조, 제

24조).

·재정경제부에 종전의「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개편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5년주기의 소

비자정책기본계획의수립, 연도별시행계획등을심의·의결하

도록한다(안제25조, 제26조, 제27조).

·국가로하여금국제적소비자문제해결을위한시책을강구하도

록하고, 이에대해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규정하도록한

다(안제29조).

·재정경제부에 설치된 종전의「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산하의

「소비자안전전문위원회」를「소비자정책위원회」산하의「소비자

안전위원회」로 법정기구화하고, 정부의 중요한 안전시책 등을

심의하도록하며, 소비자위해요소에대한정보수집, 소비자안전

경보발령등의업무를담당할기구로서한국소비자원에「소비

자안전센터」를 설치한다(안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

조).

·어린이등안전취약계층에대한국가·지방자치단체및사업자

의우선적보호의무를신설하고, 중앙행정기관의장이안전성이

상당히의심되는물품등에대하여 업소·제조소·사무소등

에출입하여물품등을검사·자료제출을할수있도록하며재

경부장관의보충적안전기준·시정조치에관한요청규정을보

강한다(안제34조, 제35조, 제36조).

·재정경제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의

자격요건으로물품및용역의전반적소비자문제를담당할것과

적합한인력및설비, 비 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요건을갖

추었음을심사하도록하는등등록요건을보완하며, 사후에 등

록요건을갖추지못하는경우등록을취소할수있도록한다(안

제42조, 안제43조).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을「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하고,

한국소비자원의업무에방송사업및국제협력업무를추가하며,

업무의공표권, 임원규정과재원등한국소비자원의업무관련

규정을일부보완한다(안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4조).

·한국소비자원에설치된「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다수소비자

의전형적피해에대하여일괄적인피해구제를실시할수있도

록한다(안제68조).

·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중대통령령이정하는단체및한국소

비자원이소비자의권익을침해하거나침해할우려가있는사업

자의행위에대하여법원에중지를청구하는「소비자단체소송」

을도입하되, 소제기요건을현저한공익상의필요가있는경우

로제한하는등「소비자단체소송」의요건·절차에관한사항을

신설한다(안제8장제3절, 제73조내지제78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소비자의 불만상담기구를 설치하도

록노력하도록하고, 상담기구에전담직원을두도록하며재정

경제부장관이동상담기구의운 에관한권장기준을고시할수

있는규정을신설한다(안제79조, 제80조).

(3)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개정안마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소비자보호법제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의 원활

한 해결을 위하여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

정에 의한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따라 품목별

로소비자피해를보상할수있는기준을정한것으로,

품종에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인터넷컨텐츠

업, 인터넷쇼핑몰업, 전자화폐업 등 전자상거래와 관

련된품종의피해유형과보상기준도규정되어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1985년 12월 제정되고,

2004년11월1일11차개정되어시행중이다. 전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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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와 관련하여 첫째, 품목이 추가되었다. 가전제품

에DVD플레이어, MP3플레이어, Voice-pen 등을, 사

무용기기에는빔프로젝트, PDA 등을추가하 다. 둘

째, 품질보증기간및부품보유기간과관련하여별도의

기간을정하지않은경우품질보증기간1년, 부품보유

기간5년이라는일반적규정을신설하고, 가전제품등

의부품보유기간을합리적으로조정하 다. 예를들면

TV, 전축, 냉장고, 전자렌지 등은 기존 8년에서 7년

으로, VTR은 7년에서 5년, 세탁기·전기청소기는 6

년에서 5년, 퍼스널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5년에서 4

년, 휴대폰은5년에서3년등으로조정하 다.

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1) 개정안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년에 제출되었지만 폐지되

었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선불식 통신판매거래 소비자들의 피해예방

등구매안전을위해에스크로제도도입을주요내용

으로하여2004년5월10일재차입법예고하 다. 

개정 취지는 비대면·선불거래방식으로 인해 소비

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안전성을 강화

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사업자

의부담을경감시키려하는것이다. 

개정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소비자의정의규정에대한위임범위를명확히하고사업자에대

한개념을새로이신설한다.

·서면외에전자문서에의한계약서교부를인정하고계약내용에

포함되어야할사항중거래에관한약관을약관의출처및약관

을확인할수있는방법으로대체하는것을가능하게하며, 통신

판매업자에게 미성년자와의 계약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계약을취소할수있다는내용을고지토록한다.

·재화등의공급시기의기산점을현재의‘사업자가대금의전부

또는일부를받은날’에서‘소비자가대금의전부또는일부를

지급한날’로변경한다.

·계약내용에관한서면과실질적으로내용이동일한공급서교

부의무를삭제한다.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청약철회제한사유에 관계없이 사업

자에게청약철회제한사실의명기또는시용상품제공등의조치

의무를규정한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종류에공제조합과의공제계약을

추가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 소비자들이 제 3자에 대한

결제대금예치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소비자피해보상보

험계약등을체결한경우는예외), 제 3자에대한결제대금예치

제도의표지사용에대해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표지사용

규정을준용한다.

·사업자가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등을통하여재화를구매

하거나용역을제공받도록강요하는행위로부터소비자를보호

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구매권유광고수신거부의사등록

시스템을구축할수있게하고, 사업자에게동시스템에서소비

자의 수신거부의사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수신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는 구매권유광고를 송신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동

시스템의위탁운용근거를마련한다.

(2)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의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

호지침을 2003년 10월 21일 고시·시행하여 전자상

거래 및 통신판매 분야에 있어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

립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업

자의자율활동을유도하고있다. 

이 지침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

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법과

법시행령 등 관련법령(이하“관련법령”이라 한다)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예시함으로써 전자상거래또

는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의 기본권익을보호하고

사업자의자율적준수를유도하는데그목적이있다.

이 지침은 관련법령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

는부분인“일반사항”과소비자보호를위한권고사항

을 규정한“권고사항”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일반

사항은 관련법령의 적용기준을제시한 부분으로관련

법령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권고사항

은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이 권고사항에 규정된 내

용보다소비자에게불리한경우에법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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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하며, 표시 또는 고

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른 시정조

치의대상이된다.

이지침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가) 전자적대급지급사실의통지

신용카드, 휴대폰, 유선전화등을통하여인터넷등

에서 결제하는 경우에 결제가 이루어지면 전자우편,

전화, SMS, 팩스 등에 의하여 그 내용을 소비자에게

즉시통지한다. 사업자는재화등을주문한자, 전자결

제업자 등은 대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통지하고, 유무

선 전화결제의 경우에는 1회 결제금액이 3만원 이상

이거나 1개월 이내의 누적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통지하고, 그밖에신용카드등을통한전자결

제의경우에는10만원이상인경우에통지한다. 

(나) 통신업자의월별결제내역표시(유무선전화결제관련)

통신업자가 월별 이용요금을 고지할 때 인터넷 등

에서의 결제내역을 공급한 사업자별로구체적으로 표

시하도록 한다. 표시의 방법으로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등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가 홈페이지 등

에 그 내용을 표시하고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도표시한것으로간주한다. 

(다) 후불식전화결제(유무선전화결제)에있어서의

소비자보호를위한권고

청소년의무분별한사용을방지하기위하여법정대

리인이 후불식전화결제서비스의 사용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해결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표시

함으로써 소비자가 분쟁해결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

다. 이용요금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

해결전까지요금을지급받을수없도록정하고그사

유로 통화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하

지못하도록한다. 

(라) 적립금제도운 에따른소비자피해예방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적립금(마일리지, 포인트 등

용어불문) 제도를 악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를방지하기위하여적립금의이용조건, 이용기간, 소

멸조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의 보상기준 등을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게시

토록하고, 행사등을통하여적립금을지급하는경우

에는해당행사의화면에그내용을고지하도록한다.

그리고 사업자의 적립금 제도 폐지 등으로 소비자가

더 이상 적립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미리 제시한

조건에 따라 보상하도록 하고 보상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보

상하도록한다

(마) 통신판매업자및통신판매중개자의책임범위및

구별기준제시

통신판매중개자가통신판매중개를함에있어서통

신판매업자로서의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소비자와 약

정하거나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경우 단순히 약관의

일부조항에그러한 내용을 포함하여소비자의 동의서

명을 받거나 사이트의 하단에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팝업화면 등을 통하여 소비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통신판매업자와의연대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리고 통신판매업자인지 통신

판매중개자인지 불분명한 경우 구별기준을 제시한다.

책임과 관련된 고지 여부, 결제화면에서 소비자가 누

구를 위하여 결제하는지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는지 여부, 회계처리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판단한다. 

(바) 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마크의부당한사용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공정위의 마크를 사용

하는 경우 공정위가 해당 사이트의 신뢰성을 보증하

거나 우수 사이버몰로 인정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

시키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표준약

관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

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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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이버몰에서이용약관개정시공지에대한권고

이용약관개정시최소7일전부터초기화면또는초

기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적용일자 및 개정내용,

개정사유를 명시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최소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전 내용과 개

정후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히 비교하여

표시한다. 

(아) 기타

기만적인방법을사용하여소비자를유인하는행위

및 분쟁처리에 필요한 인력·설비의방치행위를 예시

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업자가 법에 따라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

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한다(권고사항). 그리고

청약철회의 경우에 재화 등의 구매 배송비 부담주체

를명확히하여배송비관련분쟁의소지를줄인다(권

고사항)

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전자보험거래표준약관의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거래와 관련한 표준약관으

로 인터넷사이버몰이용 표준약관(제10023호, 2000.

1.28),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제10028호, 2001.

10.10) 외에 인터넷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보험거래

에 있어서의 고객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생명보험협회와 대한손해보험협회

가심사청구한전자보험거래표준약관(제10054호)을

2003년 11월 21일승인·보급하고있다. 전자보험거

래표준약관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가) 전자보험거래사고에대한보험사의책임강화및

면책사유구체화

·쌍방무과실사고에대한보험사책임

접근수단(공인인증서, 비 번호 등)의 위조ㆍ변조

로 인한 사고, 계약체결 및 보험금ㆍ대출금 지급과정

에서의사고, 해킹등과같은쌍방무과실사고로이용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사에 귀책사유가 없

더라도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 으며, 이러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사가 책임을 벗어나려면 이용자에게고의

또는과실이있음을입증하도록한다.

·사고발생통지후의보험사책임

이용자로부터 접근수단의 도난, 분실 등 사고발생

에대한통지를받은후에발생하는금전적피해에대

해서는 보험사가 그 금액과 약관대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보상하도록한다. 

·보험사의면책사유강화

천재지변이나 보험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

재, 통신장애 등으로 거래가 성립되지 않거나 지연된

경우 보험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에게

거래가 처리되지 않은 사실 또는 지연사유를 통지하

도록한다

(나) 거래기록의보존및자료제공의무화

보험사에게 전자거래기록을 보험계약소멸일로부

터5년간보존하도록하 으며, 이용자의요청이있는

경우에는보험사가자료를제공하도록의무화한다.

(다) 전자거래의성립시점명확화와처리결과통지

보험사가이용자의거래요청을접수하고그내용이

보험사의 호스트컴퓨터에의해 처리되어 저장되는 때

에 보험계약이나 해지 등의 전자거래가 성립되는 것

으로 하고, 보험사는 전자거래요청에 대한 접수사실

과그처리결과를즉시통지하도록한다. 

(라) 전자거래이용범위의구체화

보험계약의 청약, 청약철회, 해지, 계약변경, 대출

등의 전자거래 이외에 보험계약조회, 보험금조회, 보

상서비스, 상담서비스 등의 부가서비스 이용 등이 가

능하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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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용자정보에대한비 보장

거래를통해알게된이용자의개인정보를이용자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 고, 보험

사의 관리 소홀로 인한 이용자정보의 도난ㆍ유출시

그책임을부담하도록한다.

(바) 약관변경시대고객공시방법강화와계약해지권부여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변경의 경우 그 내용을 인

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 일간신문등을통하여이용

자에 대한 통지나 공시를 하도록 하 으며, 변경약관

에 반대하는 이용자는 전자거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있도록한다. 

(사) 분쟁조정기관의명시

이용자가 전자거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보

험사의 분쟁처리기구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위원회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통하여분쟁조정을신청할수있도록한다.

(아) 고객의접근수단관리의무명시

권한없는제3자의보험금, 대출금수령등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접근수단을 제3자에게 대

여ㆍ양도할 수 없도록 하 고, 접근수단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이용자의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명시한

다.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2004년 1월 20일 표준

약관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공포(법률 제

07108호)되어전자상거래분야의표준약관의승인·

보급이활성화될것이다. 

개정이유는 불공정약관으로인한소비자의피해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의 보급을 확대하

는 한편 현행 표준약관제도의 운 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같다. 

(가) 표준약관의보급확대를위하여표준약관의제정

주체확대

종전에는 사업자(단체)만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심

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사업자측이 스스로 청

구치 않을 경우 표준약관 제정이 불가능하 으나, 한

국소비자보호원 또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이하‘소비자단체등’이라 함)가 공정위에

대하여 표준약관의 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 다

(개정법 제19조의2 제2항). 소비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거나 다수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여 공정위가 조

사한 결과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 경

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약관의 제정

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 다(개정법 제19조의2 제3

항, 제4항).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공정위가 직

접 관계부처의 협의 등을 거쳐 표준약관을 제정할 수

있도록하 다.

(나) 표준약관의활용도제고

공정위는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업자에게 사용하도

록권장할수있고, 사용권장을받은사업자가표준약

관과 다른 개별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

과 달리 사용하는 부분을 표시하도록 한다(개정법 제

19조의2 제5항, 제6항) 

(다) 표준약관허위사용에대한제재

표준약관의 보급확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정

위가 표준약관 표지(마크)를 정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 표지의 허위사용 등

에 대한 제재 근거 등을 마련한다(개정법 제19조의2

제7항내지제9항). 사업자가표준약관과다른내용의

약관을 사용하면서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개별

약관의내용은그효력이없도록하 고, 소비자오인

성이 크고 표준약관의 신뢰를 크게 해치므로 공정위

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있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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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04년 7월 31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 다. 이 개

정안이 공포되면 전자상거래분야의 표시·광고행위

에도변화가예상된다. 

개정취지는 표시·광고 등을 통해 각종 거래에

향을 끼치는 정보들이 시장에서 무수히 제공되고 있

으나 그 표시·광고 중에는 허위·과장·기만 등 부

당한 표시·광고가 적지 않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및기업간의공정한경쟁을저해하고있으며, 또한소

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

예방이 미흡한 현실이므로, 소비자의 선택에 큰 향

을 끼치는 중요정보가 반드시 표시·광고될 수 있도

록 하고, 이에 관한 법·제도 등에 대한 종합적 정보

제공 기능을 보완하여 관련자들의 법위반을 예방하

며, 표시·광고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내용은 실증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도록하여 그 진실성을 확보하

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보의 활발한 제

공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

고, 1999년 법 제정 이후 법 운용상의 문제점을 개선

하려는것이다. 개정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 명칭을「표시·광고의 공정

화및소비자정보의제공촉진에관한법률」로 변경하여 소비자정보

의제공촉진이라는법의목적을명확히한다.

·소비자의선택에중요한 향을끼치는정보들이충분히표시·

광고될수있도록중요정보요건을보완하고, 다른 법령에서표

시·광고를하도록하고있는사항등도중요정보고시와통합하

여고시할수있도록하여소비자등이해관계자에게종합적정

보제공서비스가가능하도록한다.

·중요정보의발굴, 통합고시제·개정등소비자정보제공에관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소비자단체·사업자단

체·전문가등이참여하는소비자정보제공협의회를설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보의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

한시책을마련하여야하며, 소비자에게유용한정보를조사하

고필요한경우그결과를공표할수있으며, 동조사를소비자

단체등에게위탁하여실시할수있다.

·소비자정보를제공하는사업자에대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보

조할수있도록하고, 동사업자는바르고유용한정보제공을위

하여노력할의무를지도록한다.

·소비자정보의 발굴·제공, 조사·연구,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

하기 위하여 소비자정보제공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하고, 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도록한다.

·부당한표시·광고및소비자피해의예방을위하여사업자등은

자기가행한표시·광고내용중사실과관련한내용에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자료를 요청하면 10일이내에 실증자료

를제출하도록한다.

·사업자등이실증자료를제출기간내에제출하지아니하고계속

하여표시·광고행위를하는경우동자료를제출할때까지당

해표시·광고행위의중지를명할수있도록하여광고실증제의

실효성을제고한다.

·과징금 부과시「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예방 또는 보상

노력정도」를참작할수있도록보완한다.

·사업자등의 자율규약이나 자율심의기구 운용과 관련하여 제도

적으로그근거규정을신설함으로써자율심의의활성화와신뢰

도·실효성을제고한다.

·금융·보험사업자등에대한직권조사예외규정을삭제한다.

·통합고시제도운용과관련하여중복처벌을방지하기위하여이

법의표시·광고의무화사항을위반한자가다른법령에의한

과태료처분을받은경우에는과태료를부과하지않도록한다.

마. 전자금융법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는 2003.8.25 국회에 제출하여 재정경

제위원회심의중제16대국회종결로자동폐기된「전

자금융거래법」을금년도정기국회에서재입법을추진

하고자 2004년 8월 30일 동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 다. 

제정취지는급속한정보통신기술의발전에따라인

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확산되고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함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의 비대면성·비서면성등 전자적 특성을 반 하

여 전자금융거래의기본요소 절차와 사고시 책임분배

등에관한법률관계를명확히하는한편, 전자금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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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위하는 자에 대한 감독제도를 체계적으로 정

비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

자를 보호하여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

기를마련하고자한다. (제정안주요내용은제5편제

2장제5절을참조) 

제 3절정보보안관련법제도

1. 국제 논의동향

가. ITU

ITU는정보사회에서전세계가정보격차없이지속

적인성장을추진하기위한국가간협력의장을마련

하고자‘WSIS(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을개최하고있다. 

2003년 12월 제네바회의에서 발표한 WSIS 선언

문9)에는 정보보호 발전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국

제적 차원의 사이버보안 문화운동의 추진, 정보통신

기술의 범죄 및 테러 목적으로의 사용 금지, 그리고

국가및국제수준에서의사이버보안업무취급등정

보보호와관련한3개항목이포함되어있다. 

또한 WSIS 행동계획에는 사이버범죄와 정보통신

기술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체계 정비, 전자

거래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국내법 검토 등 입법

적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10) ITU는 2005년 11월

튀니지에서 1차 회의의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추가적

인행동계획채택을위한2차회의를가질예정이다. 

나. 미국

미국은 연방행정기관의 정보화담당관에게 당해 기

관의정보기술의주요취약성확인, 취약성제거목표

의 수립, 이행목표에 따른 취약성 제거 툴(tool)의 조

달 및 개발, 주요 취약성 제거를 위한 세부계획의 개

발및이행등을수행하도록하는‘2003국가사이버보

안리더십법안’(National Cyber Security Leader-

ship Act of 2003, S.187)이상원에제출되어있다. 

다. 일본

일본총무성은2004년5월발표한‘u-Japan 구상’

을 구체화하여 12월에‘u-Japan 정책’을 발표하

다. 동 정책안에는 개인정보보호, 통신비 보호, 정보

보안 및 보안기술 개발 등이 포함된‘유비쿼터스사회

헌장(안)’제정추진사항이포함되어있다.11)

2. 국내 논의동향

가.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배경

정보통신망법의개정배경은다양해지고있는인터

넷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위하여 인터넷에

대한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서비스의

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다. 특히, 2003년 1.25 인터넷 침해사고에서 경험하

듯이 종전의 사이버공격과 달리 네트워크 자체를

공격하여급속히 전체 인터넷망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새로운형태로변화하고있다. 

이에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정부·기

업·이용자의 긴 한 협력체계 구축 및 대응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 다.12) 여기서‘침해사고’라 함은 해

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

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

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

여발생한사태를말한다(법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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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TU, “Declaration of Principles”(WSIS-03/GENEVA/DOC/0004). 2003. 12.
10) ITU, “Plan of Action”(WSIS-03/GENEVA/DOC/0005), 2003. 12. 
11) 일본총무성, 「u-Japan政策」(「ユビキタスネット社?の?現に向けた政策懇談?」최종보고서), 2004. 12.
12)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침해사고대응및개인정보보호강화를위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 토론회자료집.(2003. 6), 1면.



나. 법의 주요내용

인터넷침해사고와 관련하여 2004년에 개정된 정

보통신망법의 주요 신설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

다. 

(1) 정보보호지침의준수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에 관한

보호지침(이하‘정보보호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

할수있다(법제45조제2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

한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전국적으로 정보통신망접속

서비스를제공하는자(이하‘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

자’라한다), 또는매출액ㆍ시설규모등정보통신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보호지침을 준

수하여야한다(법제45조제4항).

(2)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의긴급대응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이

용하는 자(이하‘시설이용자’라 한다)의 정보시스템

에 발생한 이상 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시설이용자 또

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

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인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에심

각한장애가발생할우려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 중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함에따라 정보통신부장관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

이정하는바에따라당해서비스의전부또는일부의

제공을중단할수있다(법제46조의2 제1항). 

(3) 정보보호안전진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는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17조의규정에의한정보보

호컨설팅전문업체(이하‘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라

한다)로부터자신의정보통신망또는집적정보통신시

설에 대하여 매년 정보보호지침에 따른 정보보호 안

전진단을 받아야 한다(법 제46조의3 제1항). 정보통

신기반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약점 분석ㆍ

평가를받거나제47조의규정에의한정보보호관리체

계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분석ㆍ평가를 받거나 인

증을받은당해연도에있어서는제1항의규정에의한

정보보호안전진단을받은것으로본다(법제46조의3

제3항).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는 정보보호 안전진

단을 실시한 결과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

보보호지침을준수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보보호안전

진단필증을교부하여야한다(시행규칙제5조의4). 

정보보호안전진단은서면검사및현장검사의방법

으로 하며(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 정보통신부장

관은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는 정보통신설비 및 시

설의 규모, 정보보호 안전진단에 참가하는 자의 전문

성, 정보보호 안전진단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보보호

안전진단 수수료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

여고시하여야한다(시행규칙제5조의3).

(4) 이용자의보호조치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이용

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

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당해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

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법제47조의2 제2항).

이용자에대한보호조치의요청에관하여이용약관

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요청하는 방법, 이용자가 취

할 보호조치의 내용, 이용자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 기간, 이용

자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경우이용자의이의제기및배상절차등이다(시행

규칙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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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침해사고대응전담조직

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

하여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침해사고

의 예보ㆍ경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침해사고 대응조치를 한국정보보

호진흥원으로하여금수행하게할수있다(법제48조

의2 제1항).

(6) 침해사고관련정보의제공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

자,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침해사고의 유형별 통계, 당해 정보통신망의 소통량

통계 및 접속경로별 이용통계 등 침해사고 관련정보

를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정보보호진흥원에 제공하여

야 한다(법 제48조의2 제2항). 정보통신부장관은 위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정보를제공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정하여시정을명할수있다(법제48조의2 제

4항). 

(7) 침해사고의신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침해사고의발생이나 침해사고가 발생할

징후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정보통신부장

관 또는 정보보호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48

조의3 제1항).

(8) 침해사고의원인분석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 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정보통신

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집적정보

통신시설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법 제48조의4 제1항 및

제3항).

(9) 민ㆍ관합동조사단의구성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

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확산방

지ㆍ사고대응ㆍ복구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정보보호

에 전문성을 갖춘 민ㆍ관합동조사단을구성하여 당해

침해사고의 원인분석을 할 수 있다. 민ㆍ관합동조사

단을 구성하는 때에는 침해사고를 담당하는 공무원,

침해사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한국정

보보호진흥원의 직원, 그 밖에 침해사고 원인분석에

필요하다고인정되는 자로 조사단을구성하여야 한다

(법제48조의4 제2항, 시행규칙제10조의4 제1항).

(10) 자료제출요구및현장조사

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원인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집적정보통

신시설사업자에게 침해사고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민ㆍ관합동조사단으로 하여금 관계인

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원인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 보호법 제2조제11호의 규정

에 의한 통신사실확인자료에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동법이정하는바에따른다(법제48조의4 제4항).

(11) 형사처벌및과태료규정

정당한권한없이또는허용된접근권한을초과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정보통신망에침입을 시도한

자도처벌할수있도록하는미수범처벌규정을신설

하 다(법 제63조제2항). 또한,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지아니한자(법 제46조의3제1항의규정 위반), 정

당한 사유없이 침해사고 관련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

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하여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받은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법제48조의2제

4항의 규정 위반), 민ㆍ관합동조사단의 사업장 출입

및조사를방해하거나거부또는기피한자(법제48조

의4제4항의규정위반) 등은각각 1천만원이하의과

태료에처한다(법제6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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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전자서명인증제도

1. 국제 동향

가. APEC의 전자서명 인증정책 논의 동향

APEC은 PKI(Public Key Infrastructure) 인증을

전자인증(Electronic Authentication)의 방법으로 강

조하고 있으며, APEC 회원국 간의 PKI 상호연동을

구현하는 경우, APEC PKI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권

장한다. 이러한 APEC PKI 가이드라인은 아시아

PKI 포럼이승인한아시아PKI 상호연동가이드라인

의내용과조화를이루어왔다. 

한편 제 30차 APEC TEL eSecurity 태스크 그룹

회의가 2004년 9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13)

APEC의 eSTG(The eSecurity Task Group) 분과위

원회는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홍콩, 싱가포르, 미국

의PKI 체계를 IETF RFC 2527에기초하여국가간

PKI 상호연동을 위한 법·제도, 인증정책, 인증기관

운 관련가이드라인(안)14)을발표하 고, 2004년12

월까지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하 다. 이

가이드라인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가이드라인의법제도프레임워크

법제도 프레임워크는 인증기관의 설립 및 운 과

관련된 조항 등을 다루고 있으며, UNCITRAL 전자

서명모델법을기초로하고있다.

·인증기관의 설립 및 활동을 위한 기준을 정하는 프레임워크의

발전은인증기관이제공하는서비스와관련하여외국관할에서

쉽게수용할수있도록한다. 

·그러한프레임워크는다른외국관할에서제공되는인증서비스

를수용할수있어야한다. 

·국내·외인증기관이제공하는전자적인형태의문서및전자서

명에동등한법률적효력을부여하여야하며, 외국관할에서법

적예견가능성을용이하게하여야한다.

·특정기술만을요구하여서는안되며, 변화하는산업표준을수용

하고새로운기술을도입하여야한다.

(2) 가이드라인의정책프레임워크

·인증기관의설립및활동을위한자금및회계요건을포함하여

인증기관의제도적지위에관한요건은인증기관이발행한인증

서에대하여공적신뢰성을제공하고, 외국 재판관할에서승인

을용이하게할수있도록마련되어야한다. 

·참가국사이의기술적상호연동을확보하기위한승인기준및

최상의관행을이용한평가계획은인증서가외국관할에서용이

하게승인을받을수있게한다. 

·PKI 평가체계에서널리인정된기술적기준및관리기준의실행

이평가를받는인증기관에게허용되어야한다. 

·PKI 평가체계의 외국 관할에서의 승인을 위한 정책 및 절차는

그러한평가체계하에서발행된인증서에대하여법적예측가능

성과확실성을보장할수있어야한다.

(3) 가이드라인의운 프레임워크

·인증정책 및 인증업무준칙을 위하여서는 국제적인 산업표준으

로널리채택된 인터넷 X. 509 프레임워크 RFC2577을 사용

하는것이외국관할에서승인을쉽게얻을수있도록촉진한다.

·다른국가에서사용하고있는특정업무에적합한인증기관가

입등록및초기본인확인절차가외국재판관할의인증서의승

인을용이하게하여야한다.

·전자서명키위탁제도(key escrow)의 사용은이용자의신뢰를

떨어뜨리고외국관할에서인증서의승인을저해할것이다. 

·암호 및 전자서명생성정보(키쌍)을 구분하여 생성하는 국제적

인실무관행을수용하는것이사용자의신뢰성과외국관할에서

인증서의승인을용이하게한다.

나. 아시아 PKI 포럼 활동

아시아PKI 실무작업반의활동상황은다음과같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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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박상환(한국정보보호진흥원연구원), APEC TEL 참가보고서(2004년9월) 참조.
14) Guiding Principles For PKI-Based Approaches To Electronic Authentication
15) 박상환, 전게참가보고서, 3면.



(1) 국가간전자상거래법적이슈보고서발간

아시아 지역 전자상거래에서의 PKI 사용을 확장하

기 위하여 회원국의 전자서명법, 전자거래법 등 법규

정간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한“국가간 전자상거래 법

적이슈보고서를발간하 다(2003년7월).16)

(2) 국가간전자상거래분쟁해결보고서발간

국가 간 전자상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분쟁해결(재

판) 시스템 및 대안적 분쟁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2004년 8월 분쟁해결 관련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

간하 다.

(3) 인증기관의배상책임보고서발간예정

실무작업반은인증기관의법적배상책임에대한연

구조사결과를담은보고서를2005년 7월경에발간

할예정이다.

(4) 아시아PKI 상호연동가이드라인개발

우리나라는아시아PKI 포럼을중심으로, 전자서명

상호연동을 위하여 법제도, 인증 정책, 기술, 비즈니

스 측면의 활동과 더불어 2004년 3월에 승인된 아시

아 PKI 상호연동 가이드라인 v1.0 개발에 많은 역할

을수행하 다. 

(5) 기반시설과네트워크보안대응책마련

캐나다의제안으로스팸메일과스파이웨어를이용

한 네트워크 공격 증가에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워크샵을개최하는등다양한노력이진행되고있다.

2. 전자서명 인증제도에 관한 국내 동향

가. 개인용 공인인증서(상호연동용) 유료화 정책

시행

전자거래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1999년 전자서명법이 제정된 이후, 2001년

한차례개정이이루어진바있다. 우리나라는전자서

명법에 의하여 현재 6개의 공인인증기관이 지정되어

서 인터넷 뱅킹, 온라인 증권거래, 전자조달 및 입찰,

인터넷 보험 등의 전자거래를 중심으로 전자서명의

이용이확산되고있다.17)

2001년개정전자서명법은전자서명공인인증서의

상호연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 다(법

제26조의3). 이러한전자서명공인인증서의상호연동

은법적의무사항이며, 미이행시1년이하의징역또

는1천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해진다(법제25조의3

및제32조).

이러한 규정에 따라 2003년 하반기부터 공인인증

서 유료화 준비가 시작되어, 2004년 1월 공인인증서

유료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 고18), 2월에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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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지정일 설립목적 성격

한국정보인증(주) 2000. 2. 10 공인인증서비스 민간업체(주식회사)

한국증권전산(주) 2000. 2. 10 증권분야전산인프라구축 주식회사

금융결제원 2000. 4. 12 은행간결제 비 리기관

한국전산원 2001. 3. 12 국가정보화집행 공공기관

한국전자인증(주) 2001. 11. 24 공인인증서비스 민간업체(주식회사)

한국무역정보통신(주) 2002. 3 .11 전자무역 주식회사

<표 5-2-1> 공인인증기관 지정현황

자료: 박광진, “개인용공인인증서(상호연동용) 요금기준(안),”개인용공인인증서유료화추진을위한정책토론회자료집, 한국정보보호진흥원(2004년1월9일), 10면.

16) Report On Legal Issies in Cross-Border E-Commerce Transactions, ASIA PKI FORUM. 이보고서는싱가포르PKI 포럼과중국, 대만, 홍콩, 일본, 한국등
각국의PKI 포럼이참여하여작성한것으로호주,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중국, 싱가포르, 한국, 대만등8개국의1997년이후전자거래관련법,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의규정과법적문제점을비교분석한보고서이다.

17) 2004년8월현재개인에게발행된공인인증서는약752만장으로, 전체공인인증서830만장의91%를차지하고있다.



용 상호연동용 공인인증서유료화 가이드라인이제시

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용 상호연동용 공인인증서의

유료화가 2004년 9월 11일부터 상호연동용 가격 가

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범위 내에서 공인인증기관이자

유롭게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고, 공인

인증기관들은연4,400원의수수료를받는것으로정

하 다.19)

공인인증서 유료화와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를 보

면, 일본, 중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 아시아 PKI

포럼 회원국 대부분의 국가와 벨기에, 독일, 이탈리

아, 스웨덴, 폴란드, 포르투갈 등 유럽연합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유료화를 기본 방침으로 정하고 있다. 또

한 미국은 전자정부 서비스 등에서 공인인증서 사용

시 유료화를 기본 방침으로 정하고 있다. 더구나 이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달리 특정 분야에 대해

서만 범위를 한정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어서 우

리나라의상호연동용인증서와다르다.20)

참고로 공청회에서 공인인증서 이용자 보호 및 편

익강화방안으로제시된사항은다음과같다.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비스 이용약관의 정비를 통한 가입

자의권익보호. 공인인증서이용표준약관의제정추진

·공인인증서 이용시의 불편 및 불만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공인전자서명 상담센터 운 , 공인인증업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검토

·국민들이불편없이상호연동의효과를누릴수있도록전자서명

상호연동기관의확대

·국민들이전자서명의기능및혜택을인식하고,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수있도록사용자소프트웨어개선및교육, 홍보추진

·장애인등정보소외계층에대한요금감면서비스및공인인증

서발급과정의불편해소등이다. 특히 법정대리인또는공인인

인증기관직원으로하여금직접방문하여신원확인이가능하도

록관련규정을완화하여장애인들도불편없이전자서명을이용

할수있도록대리인등에의한신원확인절차및방법에대한

고시정비가포함된다. 

나. 공인인증서 유료화정책의 내용

공인인증서는 개인용과 법인용으로 구분된다. 상호

연동용 공인인증서는 모든 전자거래에 이용 가능한

인증서이고,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는 특정 분야에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유료화정책

이 시행됨에 따라서 개인용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는

원칙적으로 공인인증기관들이자유롭게 발급할 수 있

으나,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의 적용 범위가 상호연

동용 공인인증서의범위와 지나치게 중복되지 않도록

금융분야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는 은행, 증권, 보험,

신용카드 등 개별 금융권별로 용도를 제한하여 무료

로발급이가능하도록하 다. 

다만, 방카슈랑스와 같은 금융기관의 업무범위확대

를 고려하여 은행과 보험, 증권과 보험에 대하여서는

겸용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 고, 또한 전자민원용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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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용공인인증서(상호연동용) 유료화추진을위한정책토론회,“(2004년1월9일) 자료집참조. 이정책토론회에서는한국증권전산의강신
센터장이”공인인증서비스유료화필요성과이용자보호“라는주제를발표하 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박광진단장이”개인용공인인증서(상호연동용)
요금기준(안)“에대하여발표하 고, 7명의패널토의가진행되었다. 이와아울러정보통신부가마련한”개인용공인인증서유료화에따른공인인증서이용자보호
및편익강화방안“이제시되었다.

19) 이는국무조정실경제조정단회의를거쳐서결정된것이다; 조규범, “개인용공인인증서유료화정책, 그기대효과는? ”eBizKorea Vol.68, 2004.11,
한국전자거래진흥원, 45-47면.

20) 한국PKI포럼, 국외공인인증서현황자료; http://www.pki.or.kr 참조.

구분 이용할수있는전자거래 발급공인인증기관

인터넷뱅킹용 -인터넷뱅킹 한국증권전산을

공인인증서 -전자민원서비스 제외한4개

-인터넷보험(선택) 공인인증기관

온라인증권거래용 -온라인증권거래 금융결제원을

공인인증서 -전자민원서비스 제외한4개

-인터넷보험(선택) 공인인증기관

신용카드용 - 인터넷쇼핑몰거래 5개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전자민원서비스

<표 5-2-2> 금융 분야 개인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이용(무료 발급)

* 한국전산원은공공분야에공인인증서비스를제공하므로공인인증서유료화
대상이아니어서여기에해당되지않음.

* 금융감독원에서는 2004년 4월부터인터넷쇼핑몰에서 30만원이상의신용
카드결제시공인인증서를의무적으로사용하도록정하 으나, 이용자의
가격에따른소비왜곡과전자상거래업체의매출감소등의문제제기가있어
서공인인증서의의무사용은 9월 11일부터향후 2년간유예되었다



인인증서는 은행, 증권, 보험, 신용카드 등 금융 분야

용도제한용공인인증서에 포함하여 무료로 발급이 가

능하도록 함으로써, 전자민원용 공인인증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더라도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전자민원을이용할수있도록하 다.21)

제 5절전자금융거래법제도

1. 전자어음법의 제정

가. 제안 경위 및 제안 이유

(1) 전자어음법의목적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이하‘전자어음

법’이라고 한다)은 2001년 11월 29일 조재환 의원

외145인에의하여법률안이제안되고, 2001년 11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 법안은 약속

어음을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유통할 수 있도록 하

고, 그 어음 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 법안에 관하여 2003년 5월 23일에는 국회 법제

사법위원에서 공청회가 개최되었는데, 전자어음의 허

용여부및특히분할배서의인정여부에관하여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립하 다. 이 법안은

2004년 2월 26일 다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고,

2004년3월2일국회본회의에상정되어수정가결되

었다.

(2) 제안요지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가 보편화되고 전자상거래

가활성화됨에따라기업간전자상거래및일반재화

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금 지급은 실물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매우 복잡하고 비경제적인 유통과정을통하

여 교환결제되는현재의 결제방법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디지털 경제에 합당한 전자결제 방법의 제도적

도입이절실히요청되고있는현실이다.

어음은 우리나라 기업의 대표적인 결제수단으로서,

신용창조의기능과 실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장점이

있는 제도이며, 이를 전자화할 경우 ① 조세 정의 실

현, ② 금융 질서 확립, ③ 물류 비용 절감, ④ 디지털

경제환경효과등의이점이예상된다. 하지만기존의

어음 활용을 모두 은행대출로 대체하기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실물어음을 전자어음으로 유통할 수 있도

록지원하는입법이필요한실정이다.

현행어음법은실물어음을전제로법으로서전자결

제환경에적합하지못하므로, 이법률을제정하여전

자어음을 일반상거래와 전자상거래에서 디지털 환경

에 적합한 전자결제수단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자하는것이다. 

나. 주요내용

전자어음법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전자어음법의목적

이법률은약속어음을전자적방식으로발행ㆍ유통

할수있도록하고, 그어음상의권리를행사할수있

도록 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한다(제1조).

(2) 전자어음의중앙관리기구

전자어음의발행, 배서, 보증및권리행사를관장할

중앙관리기구로서‘전자어음관리기관’을 두며, 이 기

관은법무부장관이지정하되그지정요건및지정절

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

조).

전자어음관리기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본다(제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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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조규범, 전게논문, 46-47면 .



(3) 전자어음의등록및어음행위

·전자어음을발행하고자하는자는당해전자어음을전자어음관

리기관에 등록하도록 하고(제5조제1항), 전자어음의 배서, 보

증또는전자어음상의권리행사는이법의규정에의한전자문

서에의하여서만할수있다(제5조제3항).

·전자어음의기재형식은디지털환경에맞게정하고, 특히어음

당사자의사업자고유정보를반드시기재하게하여융통어음이

발행되지 못하게 하며, 조세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 다(제6조).

·전자어음의발행또는배서를할때에발행인또는배서인이공

인전자서명을한경우에는어음법제75조제4호의규정에의한

기명날인또는서명이있는것으로본다(제6조제3항, 제7조제6

항).

·전자어음의배서는전자어음에배서의뜻을기재한전자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7조제1항). 전자어음의 총 배서회수는 20

회를초과할수없다(제7조제5항). 원래의제안법안에서는어

음법제12조제2항(어음의분할금지규정)의 규정에도불구하

고 전자어음은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배서할 수 있도록 하 으

나, 삭제되었다.

·전자어음의보증은전자어음에보증의뜻을기재한전자문서를

첨부하여야한다(제8조제1항).

·전자어음의지급제시는소지인이전자어음및전자어음의배서

에관한전자문서를첨부하여지급청구의뜻이기재된전자문서

를 전자어음의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에 송신함으로써 한다

(제9조제1항).

·그밖에, 전자어음법은어음의소멸(제10조), 어음의상환과일

부지급의 수(제11조), 지급거절(제12조), 소구(제13조), 어

음의반환·수령거부(제14조) 등을규정하고있다.

(4) 거래의안전성확보및이용자보호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에 관한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급의확실성을보장할수있도록전자어음거래의전자적전

송ㆍ처리를위한인력, 시설, 전자적장치등에관하여대통령령

이정하는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제15조).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의 발행, 배서, 보증 및 권리행사

등이자신의전자정보처리조직을통하여이루어지도록하여야

하며, 전자어음별로발행인과배서인에관한기록, 전자어음소

지인의 변동사항 및 당해 전자어음의 권리행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하고, 전자어음거래를추적ㆍ검색하고오류가발생

할경우, 이를확인ㆍ정정할수있는기록을생성하여보존하여

야한다(제16조).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이정하는바에따라해당전자어음관련발행상황및잔액등의

결제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전자어음거래와관련하여업무

상이용자의신상에관한사항이나이용자의거래계좌및전자

어음거래의내용과실적에관한정보또는자료를알게된자는

이용자의동의를얻지아니하고이를타인에게제공하거나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 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한경우와그밖에법률에정한경

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제17조제1항및제2항).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을 등록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전

자어음거래에관한약관을명시하고, 이용자의요청이있는경

우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당해약관을교부하고그내용

을설명하여야한다. 전자어음관리기관이전자어음거래에관한

약관을제정또는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법무부장관의승인을

얻어야한다. 다만, 약관의변경으로인하여이용자의권익이나

의무에불리한 향이없다고법무부장관이정하는경우에는변

경후10일이내에법무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제18조).

·전자어음관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어음거

래와관련하여이용자가제기하는정당한의견이나불만을반

하고, 이용자가 전자어음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마련하여야한다(제19조제1항).

(5) 전자어음관리업무의감독

법무부장관은전자어음관리기관에대하여이법또

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법무

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자어음관리

기관에대하여그업무에관한보고를하게하거나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의전자

어음관리업무에관한 시설ㆍ장비ㆍ서류그 밖의 물건

을 검사할수 있다(제20조제1항 및 제2항). 법무부장

관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때 등의 경우

에는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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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제1항).

다. 전자어음법의 전망

전자어음법안은 전자어음의 발행·유통 및 관리를

규정하여 기업 간 자금결제의 원활성과 투명성 제고

를도모할목적을가지고있으나, 전자어음의허용여

부및분할배서인정여부에관하여의견이갈리었다.

국회에서는 논의 결과 전자어음의 분할배서 규정을

삭제하 다.

전자어음법안은기업간전자상거래에따른전자결

제수단 및 규범체계의부재라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측면에서그타당성이인정된다고한다. 즉전자

어음의기대효과로는, ①기업간전자상거래에있어

서 유용한 전자결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경

제 환경의 조속한 정착에 이바지할 수 있고, ② 기존

실물어음에 비하여 발행 및 유통비용, 수수료, 관리

및 인건비 등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③ 전자

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련된 전자문서 및 거래정보

를과세자료로활용할수있는등조세정의의실현과

금융질서의확립에이바지할수있다는것이다.

그러나, 전자어음제도를 시행하게 될 경우 어음제

도의 본질적 사항과 관련된 문제점, 전자적 유통방식

및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 및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발

전을 둘러싼 문제점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특히 금융기관들이 전자어음에 대하여 호의적이

지 않고, 현재 시범 실시되고 있는 전자외상매출채권

으로도 전자어음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생

각하고 있어, 전자어음법이 기업의 실제 수요를 반

하고있는가라는점에서, 앞으로전자어음제도의시

행에걸림돌이될것으로보인다.

한편, 전자어음은 전자수표와 더불어 현재 입법예

고된 전자금융거래법의 일부로서 규정될 수 있는 성

질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안은 전자

어음에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자외상매출채권을규정

하고,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대하여 등록제도를 채택하

고 있다. 따라서 전자어음에 관한 문제는 전자금융거

래법안과 전자어음법안의 조화가 필요하며, 앞으로

보다심도있는논의가필요한것으로생각한다.

2. 전자금융거래법 입법 예고

가. 2003년의 법률안

정부는인터넷뱅킹확대, 전자화폐등새로운전자

지급 수단의 등장 등 전자금융거래의 발전에 대응하

여 전자적 특성(비대면성, 비서면성 등)을 감안하여

오프라인(off-line) 위주의기존금융관련법제도를보

완하고, 건전한 전자금융시스템의 확립과 전자금융

거래의활성화를도모하고자전자금융거래법(시안)을

마련하고, 2002년 9월 12일 공청회 개최하 으며,

2002년 10월 8일 입법예고하 다. 입법예고된 시안

의 주요 내용은 2002년의 본 백서에서 소개한 바와

같다.

2002년에입법예고된시안은그동안관련기관협

의 및 의견 수렴,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2003년8월14일차관회의를통과하고, 2003년

8월18일국무회의를통과하여정부최종안으로확정

되고2003년8월25일국회에법안이제출되었다. 

정부 최종안은 당초 입법예고된 내용에서 관련 업

체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결과 등을 반

하 는데,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와 시안의 내용

중 수정된 사항은 2003년 본 백서에 소개하 다. 그

러나 이 법안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논의된 결

과 본회의 상정을 유보하고 국회가 임기 만료됨에 따

라자동폐기되었다.

나. 2004년의 입법예고

재정경제부에서는2003년8월25일국회에제출하

여 재정경제위원회 심의중 제16대 국회 종결로 자동

폐기된‘전자금융거래법’을 2004년에 정기국회에서

재입법을추진하고자, 2004년8월30일동법률제정

안을입법예고하 다. 

이제정안은2002년도부터관계기관및업계전문

가협의와공청회등의의견수렴을거쳐마련된기존

법률안을 토대로 재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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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의

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금년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정기국회에서 입법 완료될 경우 하위 법령

의제정을거쳐이르면2005년하반기부터시행될예

정이다.

이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2003년 국회에 제출된 법

안과 같으나, 해킹, 전산 장애 등에 의한 쌍방 무과실

사고의 책임부담에관한 재정경제부의입장을 다음과

같이정리하 다,

·접근장치의위·변조또는전자적전송·처리과정에서의사고

로 손해가 발생시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과실유무에 관계

없이책임을부담하되, 이용자의고의·과실및불가항력의경

우에는이용자가책임을부담한다는취지의계약을체결한경우

면책이가능하도록한다. 

·이용자의고의·과실및불가항력이인정되는사유는대통령령

이정하는범위내에서사전에약관에반 된것만인정한다.

제 6절지적재산권관련법제도

1. 서론

2004년 2월, 대통령에게 정보통신부가 보고한 연

두업무 보고중‘첨단 IT인프라 구축계획’의 일환으로

‘광대역통신망(BcN,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이포함되어있다. BcN은기존유선, 무선,

인터넷을 모두 연결시켜 통합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

로방송/통신/인터넷을언제어디서나이용할수있도

록하는차세대통합네트워크를2010년까지세계최

초로구축하겠다는계획이다. 

이러한광대역통신망계획을구체화하는핵심통합

서비스 제공의 실례로 통신업체들은‘인터넷전화

(VoIP)’와‘휴대인터넷’등을 들고 있다. 특히 현재

국내 초고속 인터넷 시장 자체가 이미 가입자 증가율

이정체가되는등시장포화현상이나타나고있기때

문에, 광대역통신망의 구축은 곧 신규 서비스의 개발

을포함한치열한경쟁을초래할것이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의 대두는 곧 관련 디지털 컨텐

츠의 수요 증가로 이어져서 케이블 관련 사업자들과

같은 방송사업자들에게는 위협인 동시에, 통신업체들

의 시장 침투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결국‘지적재산권의권리처리가된양질의컨

텐츠를누가얼마나확보할수있는지’가중요한관건

으로등장할것이며, 이에따라컨텐츠확보의중요성

은더욱커질것이다. 2004년하반기에위성DMB 전

용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고도 지적재산권 문제가

없는 국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의 무료재송신 허용

여부에촉각을크게세우고있는TU 미디어의모습은

좋은예라고할수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2004년 6월, e-Japan 중점계

획-2004를발표하면서‘컨텐츠정책의추진’을한분

야로 강조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일본의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등이해외에서도높은경쟁력

을 자랑하고 있지만,  권리처리 작업의 부담, 부정복

제의 위험성 때문에 컨텐츠가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

에서도 원활하게 배포되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적시,

컨텐츠 유통 환경의 정비를 위한 범정부적 과제를 의

논한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컨텐츠 거래 전반에 관한 계

약 견본 책정/주지의 책임을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이

맡고, 브로드밴드 상에서의 컨텐츠 유통을 촉진시키

기 위해 내각관방상이 저작권법을재검토하고 컨텐츠

의 중요한 유통 수단으로 자리잡은 인터넷의 위상 역

시재검토하며, 총무성장관은저작권에관한정보등

의컨텐츠관련정보(메타데이터)를상호간에교환하

고 부정 이용을 방지하면서 유통하기 위한 권리처리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컨텐츠를 권리자와 이용자 사

이에서 안전하고 확실하게 거래하는 시장을 형성하

고, 또한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컨텐츠의 유통 등에

관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시험하며, 민간 부분에

서의 권리 처리 규칙이 확립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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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부과학성 장관은 누구든 저작권 계약을 할

수있도록2004년도중에‘표준저작권작성시스템’

을 구축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 고, 경제산업

성 장관은 2004년도 중에 복제방지기술을 확립하며,

브로드밴드 유통을 위한 새로운 사업 모델도 구축하

게끔하 다. 

기타문부과학성장관은컨텐츠이용자를대상으로

저작권에 관한 계발 활동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지식과 의식의 보급, 경제산업성 장관은 해외

에서의 환경 정비를 바탕으로 컨텐츠 산업의 해외 전

개 등의 역할을 맡는 등 일본의 전 행정부처가 나설

정도로 디지털 컨텐츠 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관련

지적재산권 제도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

실은 디지털 강국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시

사점을던져준다.   

2. 도메인 네임의 보호 문제

가. 연혁

상표, 서비스표나 상호를 통해 이미 널리 소비자에

의해인식되고있는사업자는자신과무관한제3자가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는‘인터넷 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ㆍ문자ㆍ기호 또는 이들의 결

합’인 도메인 네임(domain name)을 이용, 오프라인

이나 온라인에서 쌓아올린 자사의 노력과 투자에 무

임 승차하여 e-비즈니스를 하려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밖에없다. 특히국내에널리인식된타인의성명ㆍ

상호ㆍ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

인 네임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전에 등록ㆍ보유ㆍ이전

또는 사용하는‘사이버 스쿼팅(cyber-squatting)’은

더큰피해를초래하게된다. 

일찍이 미국은 인터넷에 기반을 둔 도메인 네임에

대해 단순한 주소가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의 상표와

같이 상품 제조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법의적용을받을수있음을전제로1996년 1월,

상표법 개정을 통해 소위‘희석화 방지’조항을 입법

(Federal Trademark Dilution Act)함으로써 소비자

에 대한 혼동의 우려가 없어도 상표권에 대한 침해를

직접적으로규제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 다. 

또1999년11월에는도메인네임을악의로무단점

유하는 자를 규제할 수 있게끔 상표법을 개정한 특별

법(Anticybersquatting Consumer Protection Act)

을만들기까지하 다. 이런노력을통해기존오프라

인에서의상표권자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기반을 두고

사업을 함으로써 그 자체로서 경제적 효용성이 높고

독점적이며 유일한 특징을 가진 도메인 네임에 대한

특별한보호체계를제시한바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2001년에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

성을 손상하는‘희석화’행위까지도 규제하게끔 부정

경쟁방지 및 업비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으며, 2004년 1월에는‘사이버 스쿼팅’행위를 특

별히 규제하기 위해 동 법을 개정함으로써 도메인 네

임의 보호에 대해 기존의 상표법 등에 의존한 소극적

해석론에따른대처방식을탈피하 다고할수있다.

나. 구체적 내용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 등 표지가 갖는 식별적 기능

과이에더하여경제적신용등이가미된경제적가치

에편승, 정당한권리자의온라인상에서의 업활동

을방해함으로써거래질서를혼란케하고, 나아가정

당한 권리자의 업상 이익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개정 법은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다음과 같

이추가하 다.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인식된타인의성명ㆍ상호ㆍ상표그밖의표지와동일하거나

유사한도메인이름을등록ㆍ보유ㆍ이전또는사용하는행위”

①상표등표지에대하여정당한권원이있는자또는제3자에게

판매하거나대여할목적

②정당한권원이있는자의도메인이름의등록및사용을방해할

목적

③그밖의상업적이익을얻을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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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개정은 기존 상표법이‘상표의 사용’(제 2조)

과‘침해로 보는 행위’(제 66조)에 해당되지 않으면

처벌을할수없는구조를가지고있기때문에도메인

네임을 등록만 하고 사용을 하지 않는 사이버스쿼팅

의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 문제점과 부정

경쟁행위의 열거를 통해 개별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 및 업비 보호에 관한 법률’체계에

서상표등의사용이전혀없이후에정당한상표권자

에게 이를 다시 판매해 이익을 챙기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자를 제대로 규제할 수 없는 한계점, 그리고‘상

호의 사용’에 초점을 맞추어 규제함으로써 단순히 상

호를 도메인 메임으로 등록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상

태에 두는 사이버스쿼팅의 경우에는 상법에 의한 구

제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 등을 반성하면서 탄생되었

다.

이에 따라 보호의 대상은‘국내에 널리 인식된 성

명, 상호, 상표 등’에 한정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자

유로운 업활동이제약을받지않도록하 고, 정당

한이익이있는자를보호하기위하여‘정당한권원이

없는 자’의 행위만을 규제하도록 하 다. 또한‘부정

한 목적’의 유형을 3가지로 제시하고 도메인 네임의

‘등록, 보유, 이전 또는 사용행위’를 광범위하게 규제

하고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

는 행위뿐만 아니라 등록 시에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

지만등록후에부정한목적으로보유, 이전하는행위

까지규제할수있도록하 다. 

그러나‘부정한 목적(bad faith)’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사이버스쿼팅’의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

되는 것은 충분히 피할 수 있으며, 더욱이 상표권자

등의 정당한 권리자 보호와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

을 조화시키기 위한 배려에서 형사벌을 배제하고 있

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은 미국의 사

이버스쿼팅 특별법,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공

통적으로 발견된다. 즉 사이버 스쿼팅 행위에 대해서

는 해당 도메인 네임의 등록 말소와 신용 회복, 그리

고 손해배상청구로써충분히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도

록하고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제 수단만으로는 도메인 네임을

등록함으로써발생하는 권리가 어떤 성격의 권리인가

에 대해서 여전히 실제 소송을 둘러싸고 많은 갈등을

낳게된다. 

즉 아직까지는 도메인 네임에 관한 권리라는 것은

등록기관의 등록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등록인과 등

록기관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인정되는 등록기관에

대한 채권적인 사용권 정도로 보고 있고 독립한 물권

으로까지는 보지를 않고 있다. 최근 미국의 연방고등

법원은 도메인 네임에 대한 권리를 재산권(property

right)으로판시한바있다. 

따라서 별도의 상표등록이 없이도 도메인 네임 등

록만으로강력한물권이발생, 제3자가동일, 유사한

도메인 네임을 사용할 경우 해당 도메인 네임이 주지

(周知), 저명(著名)하지않더라도도메인네임에대한

구제수단을행사할수는없다고보고있다. 그러나벅

스뮤직 웹사이트 폐쇄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최근

지방법원 판결은 도메인 네임 자체에 대한 가압류 신

청을 받아들임으로써 단순한 채권적 사용권 이상의

지위를인정한바있다. 

더욱이 이번에‘부정경쟁방지 및 업비 보호에

관한 법’을 개정, 인터넷에서의 도메인 네임에 대한

특별한 보호체계를 갖추게끔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향후 도메인 네임의 등록으로 인해‘도메인 네

임권’과같은강한권리의발생이법에의해뒷받침되

어질가능성도충분히예상할수있다.  

3.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

불법 비디오물 유통과 관련된 국가 간 통상마찰을

방지하고 상저작권자의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비디

오물의 등급분류 신청시 그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

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도록등급분류를신청할때갖추어야할서류를보완

하는것을주된내용으로하는‘음반·비디오물및게

임에관한법률’개정안이2004년 1월에통과된바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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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자체는1999년에제정, 음반, 비디오물, 게임

물의 셋을 모두 규율하고 있고, 점점 각각의 시장이

커지고있지만. 실제로이들모두가 상과관련을맺

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이며, 온라인과 오프라

인을 통틀어서 유통되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적재산

권 문제 또한 유통 차원에서 함께 검토할 필요성 있

다. 다만‘비디오물’의 개념 정의가‘ 상(음의 수반

여부는 가르지 아니한다)이 유형물에 고정되어’라는

문구로규정되어있기때문에해석상인터넷상의동

상물을포함할수없게되고, 따라서 상컨텐츠의

육성 발전을 위해 저작권 문제를 고려하면서 동 법을

축으로삼는것은한계가있다.

제 7절조세관련법제도

1. 국제 논의 동향

가. 내국세

전자상거래 관련 내국세라 함은 소득세 및 소비세

를 지칭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의 중심은 OECD이

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작업반(WP), 기술지원그룹

(TAG), 하위그룹(sub-group) 등으로나뉘어활발하

게 진행되었던 조세 관련 논의는 그 동안 몇 차례의

원칙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를 보았고, 최근에는 관심

의 초점이 서비스 교역에 대한 과세 문제로 확대되면

서 과거와 같이 전자상거래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희

석되고있는양상이다.

수년 전부터 인터넷이 전자상거래 기업뿐 아니라

전통적인 기업에게도필수적인 수단이 됨으로써 거의

모든 업에서 전자적인 수단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e-비즈니스라는 개념이 전자상

거래를 포괄하는 보다 적절한 개념으로 등장하 다.

따라서 OECD는 조세 문제에 대하여 디지털 경제로

의 전환이라는 보다 넓은 시각으로 선회하여 접근하

기시작하 다. 

즉 1990년대중반이후인터넷의발전에따라새로

운 형태의 상거래로서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 문

제가 이제는 모든 비즈니스 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의 국제 교역이라는 보다 일반화된 측면에서

조세 문제를 조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e-비즈니스

과세문제는새롭게등장한거래형태에대한조세문

제에서 보다 일상적인 조세 문제로 전환됨으로써 수

년 간의 강도 높은 논의 열기는 다소 식은 상태라고

할수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전자상거래의 조세 문제에 있어

커다란 원칙적인 문제들이 일단락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소득세 및 소비세 분야에서 기존 세법의 틀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세한다는 대전제 하에 전자

상거래에 적합한 고정사업장의 정의, 소비지 과세원

칙의 확인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정리가 끝났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예를 들어, 소비세 분야에 있어서

소비자의 소비지와 납부의무자 신분의 확인을 위한

기술적인 문제, 과세당국 간의 국제협력에 관한 문제

와 같은 조세행정에 있어서 세부적이며 기술적인 문

제들이다루어지고있다.

나. 관세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 문제는 주로 WTO에서 논

의되어 왔으나, 이 분야의 국제 논의도 2004년도에

특별한진전은없는상황이다. 1997년미국에의하여

제창된무관세관행이그동안수차례의WTO 각료이

사회에서계속연장되어왔다. 미국을비롯한수개의

국가들은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의 구화를 주장

하고 있지만, WTO에서 전자상거래로 거래되는 디지

털제품을상품으로볼것인가, 서비스로볼것인가에

대한 분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을 비

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신중한 입

장을취하고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싱가포르, 일본 등과 자유무

역협정(FTA) 체결을위한회담을개최하면서온라인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 관행의 구화가 이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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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있다. 그러나아직국제적으로이에대한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우리나라가 서둘러 무관세

의 구화를추진할필요는없다고생각된다.

2. 국내 조세 관련 법제도

전자상거래 과세와 관련된 국내 법제도를 살펴보

면, 주로세제지원에대한것들을찾을수있다. 중소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투자설비에 대한 지원, 과표

양성화에 대한 지원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서 이들을

자세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조특법 제5조『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2006년말

까지)

- 중소기업이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및정보보호시스템

설비등을새로이취득하여투자하는경우당해투자금액의3%

를그투자를완료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의소득세(사업소득)

또는법인세에서공제

나.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조특법 제5조2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중소기업이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을위한출연금등을전사

적기업자원관리설비(ERP) 등에 투자하는경우에이를손금에

산입

다. 투자촉진

조특법제24조『생산성향상설비투자에대한세액

공제』(2006년말까지)

- 전사적 기업자원관리 설비(ERP), 전자상거래 설비(EC), 공급

망관리시스템설비(SCM),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CRM) 투

자에대하여3%를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세액공제하고, 중소

기업의경우7%를공제

- 2004 세제개편(안)에따르면, ERP 등설비를직접구매하지않

고ASP 방식으로이용하는경우도이용비용의7%를세액공제

라. 과표양성화

조특법 제122조『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

공제』(2006년말까지)

- 전자상거래또는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POS)의증가에대하

여 다음 두가지 중에서 한가지를 택하여 소득세에서 세액 공제

가능

- 증가액의50% 또는수입금액의5%

마. 거래내역 자동검증 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

특례 신설(2004년 세제개편안)

조특법 제122조 2 『신용카드가맹점과 같이 매출액

등 거래내역이 자동적으로 검증되는 사업자에 대한

세금경감및세무조사면제』(2007년말까지)

- 현행의조특법제122조 2에서적용대상을확대하고지원내용

을대폭강화

- ERP를 설치하는사업자, 입찰·구매전산시스템(B2B)을 구축

한 건설업계, POS시스템 설치·임차 유통업체, TV홈쇼핑, 통

신판매,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에 대해 과표가

전년대비 130%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방안1(소득금액계산

특례적용+부가가치세감면+세무조사면제)과 방안2(세액감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세무조사면제+기장세액공제확대)

중하나를적용

바. 수도권내 정보통신장비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허용

조특법 제130조『수도권과 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조세감면배제』

- 다만정보보호시스템·ERP 등의시설은허용

사. 전자적 결제수단에 대한 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세액공제등』제1항

- 전자상거래에서 전자화폐의 결제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사

업자의경우, 신용카드, 전자화폐, (조특법제126조의3에서규

정하는) 현금 수증 결제의 경우에 그 매출액의 1%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경감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함(연간

500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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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조특법제9조, 제10조및제11조(2006년말까지)

-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자거래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연구

및인력개발준비금또는비용에대하여손금산입및소득세또

는법인세세액공제

자.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특례

조특법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대한법인세등

의감면』

- 전자상거래관련기술등고도기술을수반하는사업과산업지원

서비스업등의사업을 위하는외국인투자에대해서는법인세

또는 소득세(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취득세·등록

세·재산세·종합토지세(5년간10%, 2년간50% 감면) 감면

차.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특례

조특법 제121조의 6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

제』

- 전자상거래관련기술등기술도입대가에대한법인세또는소

득세(5년간면제)

신용카드의경우와마찬가지로특정형태의거래에

국한하지 않고, 거래 내역이 자동적으로 노출되어 과

표양성화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감면하여 주

되, 그 이외의 경우에는 대부분 소득세 및 법인세 분

야에서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일반소비

세인 부가가치세의 경우, 거래의 중간 단계에서의 감

면은최종단계에서감면효과가나타나지않으며, 감

면으로 인한 거래형태의 왜곡이 나타나는 등의 문제

가있기때문이다.

제 8절전자무역관련법제도

지난 1 년간 전자무역에 관련된 국내 법제도는

2003년과같이많은변화를겪지는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간은 최근 몇 년간 공포된 법률들

이자리를잡고, 그러한법률들이설치를예정했던제

도, 특히 대외무역법상 전자무역 중개기관 지정 사업

등이본격적으로추진되는기간이었다.

1. 대외무역법

가. 개요

2000년12월8일국회본회의의결을거쳐2000년

12월 29일법률제6316호로대외무역법중개정법률

이 공포되면서 전자무역의 개념이 대외무역법에규정

되었다. 동개정법률의목적은국내외무역환경의급

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무역거래의 효율

성 제고를 위하여 전자무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

는것이었다.

나. 주요 내용

대외무역법 제 2조 1항은‘무역’을‘물품과 대통령

령이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으로 정

의하고, 동조 6항은전자무역을‘무역의전부또는일

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정보통

신망을이용하여이루어지는거래’라고정의했다. 

한편대외무역법상산업자원부장관은무역의진흥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

하는바에의하여물품등의수출, 수입을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동법 제 4조 1

항). 이러한 맥락에서 대외무역법은 전자거래의 촉진

을 위한 시책의 수립,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동 법률

제2장의2에서규정하고있다. 

대외무역법제9조의3 제 1항은산업자원부장관이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404 2005 -비즈니스백서

제2장
주요이슈별법제도



전자무역 종합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있다.

·전자무역종합정책의기본방향

·무역업무자동화의촉진에관한사항

·전자무역과관련된국제협력에관한사항

·전자무역과관련된통계자료의수집ㆍ분석및활용방안

·전자무역에관한거래자간의분쟁조정에관한사항

·기타전자무역을촉진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 

또한 산업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 종합정책을 시행

하기 위하여 전자무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동법

제9조의3 제2항).

대외무역법제9조의4 제 1항은산업자원부장관으

로 하여금 무역거래자의 전자무역을효율적으로 지원

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

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중에서 기술능력 등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를 전자무역중개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정보통신망을통한무역거래의알선또는전자무역문서의전달

·전자무역에관한무역거래자의교육ㆍ홍보및자문

·전자무역문서의표준화지원

·기타전자무역의촉진을위한사업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 

이러한중개기관의지정신청, 지정절차기타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자

원부장관은 전자무역중개기관이 제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무역중개

기관지정이사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된경우에해

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동법 제 9조

의4 제2항).  

2. 대외무역법시행령

가. 개요

전자무역 개념은 대외무역법의 개정 후 2001년 3

월 31일 및 2003년 12월 30일 대외무역법시행령 개

정에 반 되었다. 동 시행령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

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

적으로한다(동법시행령제1조). 

나. 주요 내용

현행대외무역법시행령중전자무역과관련된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외무역법시행령은 수출

입에 포함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범위를 규정

하고 있다. 대외무역법시행령 제 2조의 3에서 규정한

전자적형태의무체물의범위는다음과같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소프트웨어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 상 등을 디지털방식으로

제작하거나처리한자료또는정보등으로서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하는것

·제1호및제2호의집합체기타이와유사한전자적형태의무체

물로서산업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것.22)

이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확인에 대

해 동 시행령은 산업자원부장관이수출입 관련지원을

받기 위하여 수출입사실의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출입확인을할수있고, 이러한수출입확인에필요

한 세부 절차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하고있다(동법시행령제31조의2).

한편, 대외무역법시행령 제 18조의 5가 규정한 전

자무역중개기관의기준은다음과같다. 

첫째, 정보통신망을 통한 무역거래의 알선이나 전

자무역문서의 전달을 주된 업무로 하고, 지정 신청일

현재 전자무역 중개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하고 있어

야한다. 둘째, 전자무역중개업무를수행하기에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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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전자무역에

관한 무역거래자의 교육·홍보·자문계획을 체계적

으로 수립,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넷째, 전자거래기

본법제23조의규정에의한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

에서 제정·고시한 표준전자문서를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동 시행령은 전자무역중개기관의 지정 신청 및 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전자무

역중개기관의지정을신청한자가동시행령제18조

의5의규정상지정기준을충족하는경우전자무역중

개기관운 위원회(동법 시행령 제 18조의 7)의 심의

를 거쳐 전자무역 중개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중개기관

을지정한경우이를지체없이공고하고, 전자무역중

개기관 명단을 비치하여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그밖에동시행령은전자무역중개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

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시

행령제18조의6). 

또한종합무역상사의정의에대한동시행령제18

조의2 규정도2002년 12월 18일개정되어종합무역

상사에 대한 질적 요건을 감안한 별도의 자격심사기

준 도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향후 전자무역 등 새로

운무역유형에적극대응할수있는종합상사의설립

근거를마련하고있다.

3.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및시행령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은 무역거래기반을 효

율적ㆍ체계적으로 조성하여 균형적인 무역거래의 확

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동법 제 1조). 동 법률은 2003년 5월 29일

일부개정되어시행중이며, 동법시행령은2003년 1

월 7일에 일부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 무역거래기

반조성에관한법률은무역거래기반에‘전자무역’을상

정한 조항들을 여러 곳에 삽입하고 있고, 특히 동 법

률 시행령 제 3조 2호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에 전자무역 거래기반

의 확충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동법 제 3조, 동법 시

행령제3조2호). 

또한산업자원부장관은전자무역거래와관련된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사항을 요청할 수 있

다(동법시행령제8조의3 제1항).

·국내외무역자동화망의구축ㆍ연계및운 에관한사항

·전자무역거래의원활화를위한인증및표준에관한사항

·전자무역거래의이용증대를위한교육및홍보에관한사항

·그밖에전자무역거래를촉진하기위한사항에관한부문별전

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수립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

한 부문별 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을 종합하여 전자무

역거래촉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8조의3 제2항). 

또한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 6조는 전자

무역거래기반의확충을 독립된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

다. 동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전자무역거래를 촉진하

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동법 제 6

조1항). 

특히 산업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거래기반의 구축

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

을실시하게할수있다(동법제6조2항).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이버공간에서의 무역전시회

의개최

·중소기업에대한전자무역거래의확산및지원

·무역거래의 효율적이고 질서있는 수행을 위한 전산관리체제의

개발및운

·기타 전자무역거래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사업

또한 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

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하여금 전자무역

등 무역의 새로운 유형의 확산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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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도록할수있다(동법제8조제2항3호).

4.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및시행령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은 무역업무의 자

동화를 촉진하여 무역절차의간소화와 무역정보의신

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처리시간과비용을

절감하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

의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동법제1조). 

동 법률에서 의미하는‘무역자동화’라 함은 무역업

자와 무역유관기관이 대외무역법 제15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통합공고와 관련되는 법령·수출보험법

령·외국환관리법령등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 및 당

사자간 계약(이하‘무역관련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무역업무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동법제2조제1호). 

동 법률은 무역관련법령등에서 정한 무역업무 중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정

하는 무역업무의 경우에 적용된다(동법 제 3조). 동

법률과시행령은무역자동화사업자의지정(동법제 4

조~제 7조, 동법 시행령 제 6조~제 9조), 무역자동

화망의 이용(동법 제 10조, 동법 시행령 제 12조~제

13조), 전자문서의표준화및 효력(동법제 11조~제

17조, 동법 시행령 제 14조~제 15조),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의 보안관리(동법 제 18조~제 19조, 동법

시행령 제 16조~제 18조) 등 전자무역 구현의 기초

가되는법질서를마련하는데주안점을두고있다.

5. 전자무역 관련 법령의 시행23)

가. 전자무역에 대한 비전

앞서 살펴본 전자무역 관련 법령들에 대해 산업자

원부와 무역협회가 2002년 전자무역(e-Trade)확산

전략회의에서 합의한 전자무역 발전을 위한 전략을

기초로 설정한 전자무역에 대한 비전은“모든 기업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환경에서가장 경제적이고효과

적인 방법으로 모든 무역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

과서비스를제공하는것”24)이다.  

- 모든무역프로세스의일괄처리지원

- 개방형e-비즈니스국제표준수용

- 거래안전보장

- 저비용달성

- 편리한사용자인터페이스구성

나. 국가전자무역추진위원회

정부는전자무역인프라구축을범국가적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전자무

역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및 과제를 도출하고 해결방안

을 강구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국가전

자무역추진위원회를2003년7월19일국무총리훈령

으로구성하 다. 

국가전자무역추진위원회는다음과같은네가지역

할을수행한다.

·무역단계별전자무역추진에따른해결과제도출

·우리수출기업의전자무역활용을위한분위기조성

·전자무역추진을위한제도개선및대정부건의

·전자무역인프라구축및활용을위한세부사업추진

위원회는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12인의정부위원,

5인의 민간위원, 2인의 위촉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위원회 산하에는 플랫폼, 금융, 물류/통관, 로벌

법/제도, 마케팅/확산, 파일럿의6개워킹그룹이설치

되어있다.

다. 전자무역중개기관

대외무역법과동시행령규정상전자무역중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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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http://etrade.kita.net (2004년11월15일검색)
24) 전자거래진흥원, 2003 e-비즈니스백서, pp. 458 - 459.



은 전자무역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기업에게

전자무역에대한교육및홍보역할을담당하며, 실제

전자무역을 하려는 기업에게 인력알선, 인터넷 거래

알선, EDI, 소프트웨어등필요한모든서비스를한곳

에서제공하는전자무역종합지원기관이다. 

이러한 전자무역중개기관은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돕고, 전자무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업체

를 선도하여 전자무역을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

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대외무역법상 전

자무역중개기관 관련 규정의 시행을 돕기 위해서 산

업자원부 무역정책심의관이 위원장이 되고, 정부와

민간 위원이 같이 참여하는 운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라. e-무역상사

정부는“마켓플레이스인프라를적극활용하여무역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 바이어

와의거래중개, 전자카탈로그나오퍼등재, 인콰이어

리관리등계약성사까지지원및계약이후의무역업

무를 종합 대행하는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상사별로

일정업체를선정, 업체에서필요로하는모든서비스

를 제공하여 단기적인 전자무역 성과를 높이고자 하

는소위e-무역상사를지정, 운 하고있다. 

e-무역상사는 전자무역 업무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e-트레이드 제반기술을 활용하여 거래 알선, 상

담, 계약, 수출대행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지원하고,

중소무역업체의 전자무역 수행이 가능하도록 전자무

역관련교육및홍보를주업무로한다.

e-무역상사의 지정 요건은 우선,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연매출액이10억원이상이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무역거래알선을 주된 업무로 하고, 현재 전자무

역중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했으며, 종업원 20인이

상 업체로서 무역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 (무역업계

또는 관련단체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무역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전자상거래관리사, 사이버무

역사, 국제무역사)을 3인 이상 확보하고 있는 업체여

야한다. 

기술적으로는 데이터처리시스템의 외부침입방지를

위한 독립 파이어월및 침입탐지시스템을구축하 으

며, 최근 6월간 일평균 오퍼 게재수가 50(또는 100)

개이상일것, 해외상품카달로그또는오퍼가전체의

30% 이상을차지할것등을지정요건으로한다. 

본 사업은 산업자원부가 총괄하며, 한국무역협회가

사업의 진행 및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하는 등 사업 전

반을주관한다. 2004년11월현재e-무역상사로지정

된기업은3개(이씨플라자(주), 이씨이십일(주), 티페

이지 로벌(주))이다.

마. 기타 전자무역 관련 추진사업

이상에서 열거한 사업들 외에 정부가 현재 전자무

역에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

다.

·수출입유관기관의전자민원시스템구축및수출입전자민원프

로세스개선을위한무역프로세스개선및시스템구축방안추

진

·전자무역중앙저장소설치

·e-B/L(전자선하증권) 도입을위한기반조성사업

·해외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제도/정책

지원

제 9절전자정부관련법제도

선진 각국은 모두 전자정부를 주요 국가사업의 하

나로 추진하고 있다. 많은 나라가 2005년 또는 2007

년까지는행정서비스를 전부 온라인화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본고에서는 2003년 말 이후 2004년까지

의 미국, 국, 프랑스, 일본의 전자정부 관련 법제도

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전자정부 추진 현

황및관련법제도를검토하기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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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 동향

가. 미국

2002년 제정된 전자정부법(E-Government Act)

은 전자정부 추진정책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

다. 현재 미국의 전자정부 추진은 이 법의 시행을 중

심으로행해지고있다. 2003년 8월 1일 2002년전자

정부법 시행지침(the Implementation Guidance for

the E-Government Act of 2002)이 제정되었다.

2003년 1월 16일 시민이 행정입법에 참여하는 창구

인 www.regulations.gov가 설치되었는데, 이 사이트

의운 에관한메모랜덤이2004년3월1일발령되었

다.

관리예산처(OMB)는매년의회에전자정부법의시

행상황에대한보고서를제출하고있다. 2004년 3월

8일 2003년 보고서(FY 2003 Report to Congress

on Implemention of the E-Government Act)가 작

성·제출되었다. 이 보고서는 각 행정기관의 보고서

를종합하여작성된다. 

정보화책임관협의회는 정보화추진 전략계획을 수

립한다. 2002년 전자정부법의 프라이버시 관련 규정

의 시행에 관한 OMB의 지침이 2003년 10월 1일 제

정되었다. 현재 프라이버시 향평가제가 시행되고

있다. 

나. 일본

향후 3년 간의전자정부구축에관한정부의구체적

인 대응을 정한‘전자정부구축계획’에 따라 행정정보

화가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4년 6월 24일

2003년에세워진‘전자정부구축계획’에대해일부개

정이있었는데, 그개정은극히일부에국한된것이었

다. 

행정각부성정보화총괄책임자(CIO)회의에서 2004

년 3월 27일‘인사·급여업무시스템최적화계획’이,

2004년 7월 30일‘공제업무시스템최적화계획’이 채

택되었고, 행정정보시스템관계과장연락회의에서

2004년 3월 25일‘공통시스템의재검토방침’이승인

되었다. 

2004년 3월 31일 행정각부성정보화총괄책임자

(CIO)회의에서‘행정포탈사이트의 정비방침’이 채택

되었다. 2004년 7월 현재 전자정부종합창구인‘e-

Gov(www.e-gov.go.jp)’통하여 중앙행정기관, 독립

행정법인 등 약 1,600개 기관의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있다. 

2003년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5개 법률이 제정

되었다. 즉, 공사 역을포괄하는개인정보보호에관

한 기본법인‘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법률’, 공적 부문

에서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인‘행정기관이보유

하는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법률’, ‘독립행정법인등이

보유하는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법률’, ‘정보공개·개

인정보보호심의회설치법’, ‘행정기관이보유하는개인

정보의보호에관한법률등의시행에수반한관계법률의

정비등에관한법률’이그것이다. 

다. 프랑스

(1) 정책및계획

1998년 1월 16일 프랑스사회 정보화를 위한 정부

행동계획(Programme d’action gouvernement pour

preparer l’entree de la France dans la societe de

l’Information, PAGSI)이 발표되었는데, 이 행동계

획은이후의프랑스행정정보화의지침이되고있다. 

전자행정개발청(agence pour le developpement

de l’administration electronique, ADAE, http://

www.adae.gouv.fr)이 2003년 2월 21일 데크레

2003-141호에 의해 수상 소속하에 설치되었다. 전자

행정개발청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전자행정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전자행정전략계획(Le plan

stratgique de l’administration lectronique)을 수립

하 다. 이 계획에 의하면 2004년과 2007년 사이에

18억유로가전자행정에투입될것이다. 

(2) 기반구축

2003년에 공공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는 5,399개이

었는데, 2004년4월1일현재7015개에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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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행정절차

현재 프랑스 행정서식의 90% 즉, 1,400개 이상의

서식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다. 전자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서비스의 수는 전체 행정 서비스의

45%에 이른다. 전술한 전자행정전략계획에 의하면,

2007년에는 100%의 행정 절차가 인터넷을 통하여

행해질예정이다.

2004년 2월 20일 오르도낭스(명령) 제2004-164

호 제5조에 의하면 일정한 유형의 행정행위는 그 성

질, 그 효력 및 적용 대상자에 비추어 전자적 방식에

의한 관보에의 공고만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2004년

6월 29일 데크레 제2004-617에 의하면 일정한 법규

명령(행정조직, 국가공무원 및 예산에 관한 명령) 및

일정한개별적결정(경쟁부문에서내려지는행정결정

또는 법령이 전자적 방식만에 의해 공고하도록 한 행

정결정)이이에해당한다. 

2005년부터는 조달행정이 모두 전자화될 예정이

다.

전자메일의 도달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전자서명과

등기전자메일제도가있으며, 그에의해여러지방행

정 서비스(학교식당, 시체육시설 등)를 이용하고, 그

에의해결재할수있는일상생활카드가실험실시중

에있다. 

(4) 개인정보보호

2004년8월6일법률제2004-801호는개인정보의

처리에있어자연인을보호하는규정을두고있다. 전

자통신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및 사생활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의 2002년 7월 12일 준칙 제2002-58

호는 2003년 10월 31일까지 각 회원국에 의해 국내

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런데, 프랑스는 아직 그

의무를충실히이행하고있지못하다. 

프랑스에는국가차원의자연인식별번호부(사회보

장번호)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 번호부에 등록된 번

호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국가전자인권위원회(CNIL)

의 의견을 들은 후, 국사원의 심의를 거쳐 제정되는

데크레에의해허가를받아야한다. 현재50여경우에

만 허가가 주어졌다. 프랑스의 경우 프라이버시 보호

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단일 식별번호 사용은 인정되

지 않고, 행정분야별로 식별번호를 인정하는 정책을

펴고있다. 

라. 국

2005년 12월31일까지중앙정부서비스를모두전

자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점검하기

위하여 각 부는 분기마다 내각 전자정부팀에 보고서

를제출하도록하고있고, 이들보고서는통합되어공

개되고 있다. 2004년 1분기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서

비스의74%가전자화되었다. 

정부 차원의 전자정부 정책은 내각에 소속된 전자

정부팀(e-government unit)에서 맡고 있다. 내각 전

자정부팀은 각부와 협력하여 전자정부를 확대·강화

하고있다. 

현재 국의 정부포털 사이트는 2004년 3월 개설

된Directgov로, 종전의정부포털사이트인ukonline.

gov.uk을대체하고있다. 

2. 국내법제도

가. 정책 및 계획

2003년 8월14일참여정부의5년간의전자정부로

드맵이 작성되었다. 2004년 3월 전자정부로드맵의

세부추진계획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내의 전자정

부전문위원회에 의해 작성되었다. 2003년 8월 14일

현재 15%의 민원업무 온라인화 비율을 5년후 85%

로 끌어 올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법제정비로드맵

을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정비하고(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전자행정에 장애가

되는 전자행정에 관한 행정일반법(민원사무처리에관

한법률,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등) 및 개별법령을

전자행정에맞도록정비하는것으로하고있다. 

전자정부로드맵세부추진계획에 의하면 전자정부로

드맵추진을위한법제정비의과제및추진일정은<표

5-2-3>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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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4년 법령 정비

(1)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의개정추진

2004년도전자문서시스템도입에따라다량으로생

산되는 전자기록물의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동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법률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전자정부추진에따른전자기록물관리체계의구체화

·국내외주요역사기록물의체계적수집·보존및활용을위한

규정을신설하고, 지방분권화추세에따른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의무화

·대통령기록물관리규정구체화및대통령기록관설치운

(2) 정보기술관리혁신법의제정추진

공공기관 정보기술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정보기술의 상호운용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기술관리에관

한법률의제정이추진되고있다.  특히정보자원관리

의 틀이 되는 정보기술 아키텍쳐 내지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쳐의 도입·운 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 정보

통신부, 기획예산처 사이의 적절한 업무 분담과 상호

협력이요청된다. 개정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범정부적정보기술관리의원칙등정립

·정보기술아키텍처(ITA)의구축·운

(3)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정비

(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개정추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개정법률안

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공동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

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공동 이용을 제한하는

등 공공기관의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

보의 보호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개

정내용은다음과같다. 

·공공기관의장이개인정보를자의적으로수집·제공등을하는

것을감시하기위하여공공기관의장이개인정보의수집, 처리

의위탁, 목적외이용또는제공, 파기등을하는경우그에관한

정보를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개하도록하고있다. 

·공공기관의장이개인정보를보유목적외의목적으로이용또는

제공하지아니하면다른법률에서정하는소관업무를수행할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유목

적외의이용또는제공을하도록하는등개인정보파일의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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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정비대상법령
추진일정

주관기관 협조기관
2003 2004 2005 2006 2007

전자적업무처리 전자민원장애법령일괄정비 각부처 법제처행자부

전자적처리원칙법령정비 〃 〃

안전신뢰성제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법개정 〃 행자부

정보통신망법개정 정통부

개인정보보호기본법제정 행자부정통부 위원회조정

전자적국민참여 정보공개법개정 〃 행자부

전자선거근거법규마련 선관위 행자부

전자정부의기반 통합전산센터운 규정제정 행자부정통부

고도화 공공정보기술관리혁신법제정 정통부

국가계약법령등정비 재경부 정통부기예처

로드맵과제추진 로드맵개별과제관련법규 법령소관부처 과제주관기관

정부회계법등정비 재경부 기예처

전자지방정부조례준칙안 행자부

<표 5-2-3>  전자정부 로드맵 세부계획 추진 일정



목적외이용또는제공의요건을강화하 다. 

·공공기관의장은개인정보파일의보유목적달성등개인정보파

일의보유가불필요하게된경우에는당해개인정보파일을파기

하도록하 다. 

·공공기관의장은소관개인정보의보호및관리를위하여개인

정보관리책임관을지정·운 하도록하 다.

(나) 위치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의제정추진

이 법률이 제정되면 위치정보를 긴급구조 등 공공

목적을위해이용할수있는근거가마련되게된다.

(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개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2004년 1월 개

정되어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시스

템을 구축하고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

록하는등전자적정보공개의근거가마련되었다. 기

타개정내용은다음항에서기술한다. 

2004년 7월 29일에는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전

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정보는 전자우편으로송

부하거나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

는등정보공개방법이확대되었다. 

다. 전자정부추진체계 정비

전자정부의 추진에 관하여 관계기관 사이의 업무

분담이 분명하지 않아 관계기관 사이에 권한 다툼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표 5-2-4>와 같이 전자정부

의 추진에 관한 관계기관의 업무를 명확히 하는 것으

로 되었다. 바람직한 것은 전자정부 관계기관의 업무

분장이 정부조직관계법령에 명확히 규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내의 전자정부전문

위원회가 전자정부 추진과 관련하여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있지만, 조직의특성상통합조정기능에한

계가있다. 

라. 전자정부기반구축

중앙행정정보화사업과 시군구행정 종합정보화사업

은 완료되었지만, 시도행정 종합정보화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 2005년 6월까지 중앙과 시도, 시군

구상호연계시스템을구축할것을목표로하고있다. 

마. 행정정보공동이용

2004년에는 정보공동이용을 위한 모델연구가 행

해졌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정보공동이

용이 확대·강화되도록 하고, 2005년까지 공공기관

으로, 2007년까지 금융기관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와보안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

다. 

바. 전자민원

기업지원단일창구(G4B)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2004년에 정부기능연계모델(BRM)이 검토되었는데,

기관별로 배분된 정부의 업무가 소비자를 위해 행정

서비스별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행정서비

스를규율하는법령의체계도재편되어야한다. 

인감증명법의 개정으로 인감업무의 전산화가 완료

됨에 따라 읍·면·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시·군·구

청에서도 인감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되었다(제

12조제1항). 

사. 정보공개 및 정보제공

1996년 12월 31일‘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

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한다)이제정되어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2004년 1월 29일 개

정되어2004년7월30일부터시행되고있다. 주요개

정내용은다음과같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공개할수있도록하 다(제6조2항, 제15조). 

·국민생활에큰 향을미치는정책정보등은공개의청구가없

더라도적극적으로공개하도록하 다(제7조). 

·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는정보의목록을작성하고그목록을

제공하도록하 다(제8조1항). 

·대통령령이상의법령에의하여만비공개대상정보를규정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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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하고, 현행비공개대상정보인특정인을식별할수있는

개인에관한정보를개인의사생활의비 또는자유를침해할

우려가있는정보로축소하 다(제9조1힝제1호및제6호). 

·비공개 결정 시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 다

(제11조1항, 13조4항). 

·기타 정보공개심의회(제12조), 정보공개위원회(제22조, 제23

조) 및정보공개운 보고서(제26조) 등에관한규정을두고있

다.

3. 결론

현재전자정부추진은법제도의정비보다는전자정

부 기반구축, 행정의 온라인화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

다. 

법제도의 정비는 전자정부정책의 추진에 관한 법,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정보공개에 관한 법을 중심

으로 행해지고 있고, 전자행정절차에 관한 법 정비는

필요한경우에한하여최소한으로행해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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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분야 추진과제 담당기관

주관 지원

일하는방식혁신 1. 문서처리전과정전자화 행자부

2. 국가및지방재정종합정보화 재경부·행자부 예산처

3. 전자지방정부구현 행자부 지자체

4. 전자감사체계구축 감사원 국조실·행자부

5. 전자국회구현 국회 행자부

6. 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 검찰청 행자·법원·경찰

7. 인사행정종합정보화 인사위·행자부

8. 외교통상정보화 외통부 행자부

9. 국정과제실시간관리 BH 국조실·행자부

10. 행정정보공유확대 행자부

11. 정부기능연계모델(BRM) 개발 행자부 정통부

대국민서비스혁신 12. 인터넷민원서비스고도화 행자부

13. 국가안전관리종합서비스 행자부

14. 건축·토지·등기연계및고도화 건교부 행자부

15. 종합국세서비스고도화 국세청 행자부

16. 국가복지종합정보서비스 복지부 행자부

17.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식약청 행자부

18. 고용·취업종합정보서비스 노동부 행자부

19. 행정심판인터넷서비스 법제처 행자부

20.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 산자부 행자부

21. 국가물류종합정보서비스 행자부 산자·해수·건교·관세·철도

22. 전자무역서비스 산자부·관세청 행자부

23.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 산자부 법무·행자·노동

24. 전자정부해외진출지원 정통부 행자부

25. 온라인국민참여확대 행자부 BH·선관위

정보자원관리혁신 26. 범정부적통합전산환경구축 행자부 정통부

27. 전자정부통신망고도화 정통부 행자부

28. 범정부정보기술아키텍쳐(ITA) 적용 정통부 행자부

29. 정보보호체계구축 정통부·국정원·행자부 국방부

30. 정보화인력및운 조직강화 행자부 정통부

법제도정비 31. 전자정부구현및안전성관련범령정비 정부혁신위 행자부·정통부·법제처

<표 5-2-4> 전자정부 추진과제별 담당기관



우리나라의경우에는전자정부관련법제의연구에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전자행정에

장애가 되는 법령에 대한 정비는 꾸준히 추진되고 있

지만, 국책과제로 일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자정부를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조직이 미약한 문제

가있고, 전자정부추진기관상호간의권한다툼이없

지 않다. 이에 따라 전자정부 추진 조직에 관한 법령

의정비가요구된다. 

전자정부에관한법제도에는선진국의기존사례가

없는경우가적지않기때문에, 우리스스로만들어가

야하는경우도있어우리의창조적입법노력이요구

된다. 특히 앞으로 전자행정이 기반구축단계에서 나

아가 전자행정서비스를확대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

으므로, 이에관한법제정비에노력을기울여야한다. 

제 10절이러닝산업발전법

1. 제정 배경 및 목적

IT를 교육, 학습에 접목하여 산업화함으로써 지식

의 대중화와 학습의 산업화 및 이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도모할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 ‘이러닝(전자

학습)산업발전법(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37호,

이하‘법’이라 한다)’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이러닝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25)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

한발전을목적으로한다. 

산업자원부는 종래 이러닝산업의 기반 조성 및 활

성화를위하여‘이러닝지원센터’, ‘이러닝표준화포

럼’, ‘이러닝백서 발간’, ‘코리아 이러닝 2003’및

‘ASEM 이러닝 세미나 개최’등을 통하여 국가적 차

원에서 이러닝 확산을 추진하고 있었는데26), 이 법의

제정에 의하여 이러한 정책 추진이 법제화되어 체계

적으로시행될수있는기반을갖추게되었다. 

현재 이러닝의 관련 주요기관은 한국전자거래진흥

원27), 한국사이버교육학회와 한국이러닝산업협회

(http://www.kelia.org)라고할수있다.

2. 이러닝 관련 해외 동향

가. 일본

일본의 경우 IT 정책은‘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

회형성기본법(2000년)’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이러닝 관련 법 정책은‘교육기본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교육진흥기본계획의 형태로

추진하고있다.

나. 미국

1996년 교육부는 국가교육기술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러닝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 고, 이러닝

의 내용은 절차적인 것은 교육부에 의하여 수행되고,

학교의인터넷접속, 원거리교육, 정보화격차등이주

요내용으로다루어지고있다.  

미국은 2002년에‘기술, 교육 및 저작권조화법(일

명 원격교육법, Technology, Education and Copy-

right Harmonization Act, Distance Education and

the TEACH Act)를 제정하 다. 이 법은 미국의 비

리 교육기관들이 저작권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웹사이트나 디지털 수단을 이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

도록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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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러닝은학생교육, 평생교육, 산업교육, 정부/군사교육의분야에서활용될수있다. 이러한이러닝산업은차세재고부가가치신성장동력산업으로써, 미국의경우
2004년에230억불(28조원), 년평균68% 이상의성장률을지속하는것으로나타났다(IDC 자료);국회산업자원위원회, 이러닝산업발전법안에관한공청회자료,
53면.

26) 상게이러닝산업발전법안에관한공청회자료, 11면.
27)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이러닝산업발전법제14조에의한이러닝산업지원기관임.



3. 이러닝산업발전법의 주요내용

가. 정의(법 제2조)

(1) 이러닝

전자적수단, 정보통신및전파·방송기술을활용

하여이루어지는학습을이러닝이라한다(제1호).

(2) 이러닝컨텐츠

이러닝컨텐츠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 문

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상등의이러닝

과관련된정보나자료를말한다(제2호).

(3) 이러닝산업

이러닝산업이란 이러닝컨텐츠 및 이러닝컨텐츠 운

용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제작·수정·보관·전

시 또는 유업을, 이러닝의 수행·평가·자문과 관련

된 서비스업, 기타 이러닝 수행에 필요하다고 대통령

령이정하는업을말한다(제3호).

(4) 이러닝사업자

이러닝사업자라 함은 이러닝산업과 관련된 경제

활동을 위하는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

다(제4호)

나. 이러닝의 차별금지(법 제3조)

정부는 이러닝이라는 이유로 다른 형태의 학습과

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

다. 이러닝산업발전 추진체계

국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반 조성, 이

러닝 활성화, 해외 진출 및 무역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5조). 또한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

6조). 국무총리소속하에기본계획의수립및시행계

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를둔다(법제8조)28).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는 산업자원부차관이 간사위

원이 되며, 산업자원부가 간사기관으로서 역할을 한

다. 그 이유는 이러닝도 하나의 산업이며, 산업기반

조성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 이러닝산업의 기반 조성

정부는이러닝산업의발전을위하여전문인력의양

성(법 제9조)29), 기술개발지원(법 제10조), 표준화의

추진(법 제11조), 창업의 활성화(법 제12조), 이러닝

품질인증(법제13조) 및이러닝산업지원기관으로한

국전자거래진흥원을규정하고있다(법제14조).

마. 이러닝산업의 활성화

이러닝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 법은 정부의 개

인 이러닝 지원(법 제15조), 기업의 이러닝 지원(법

제16조), 지역의 이러닝 지원(법 제17조), 공공기관

의이러닝도입(법제18조) 등을규정하고있다. 

또한 정부는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

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그 밖의 조세관련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할수있다. 아울러정부는이러닝산업의발전을위하

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및 행정 상의

필요한지원조치를할수있다(법제19조).

바. 이러닝센터

정부는이러닝지원을효율적으로시행하기위하여

이러닝센터를 지정하여 운 하게 할 수 있다. 이러닝

센터는 ▲중소기업의 이러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경 자문, ▲이러닝에 의한 지역공공서비스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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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이러닝사업은100개이상의기업이 위하고있고, 약1조원이상의상품과서비스가거래되고있다(2003년8월기준): 상게이러닝산업발전법안에관한
공청회자료, 11면.

29) 산업자원부는한국이러니안업협회와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공동주관으로‘이러닝전문인력양성과정’을신설하고, 이러닝기업으로부터인력채용인원을신청받아
교육생을모집하고, 업계에서필요로하는이러닝관련실무지식을학습시켜육성한후, 교육수료생들을이러닝관련업체에인턴사원으로취업시키는인적자원
개발사업을실시한다. 산업자원부보도자료‘이러닝전문인력양성과정신설’2004. 10.5. 



공대행, ▲이러닝전문인력의양성그밖에대통령이

정하는사항을수행할수있다(법제20조).

이러닝센터의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시행령 제

16조제1항). 

·이러닝 교육훈련·경 자문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

력·시설및장비를보유할것

·기능수행에필요한재원조달계획이합리적일것

·그밖에산업자원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거

쳐정하여고시하는요건을충족할것등

이러닝센터의지정을받고자하는자는산업자원부

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이러닝센터로 지정하고, 산

업자원부령이정하는지정증을교부하여야한다(시행

령제16조제2항, 제3항).

사. 기타

정부는 이러닝산업을 촉진함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을 보호하고 이러닝컨텐츠의 원활한 관리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법

제21조).

이 법은 이러닝컨텐츠의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정

부가 공공정보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도록 하 고, 공

공기관의 장은 이러닝사업자가 공공정보를 이러닝컨

텐츠로 제작·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이 보

유·관리하는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의규정

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여

야한다(법제22조).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자유이용 정보

의 디지털화 등 이용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위하여‘자유이용정보저장소’를설치또는

지정할수있다(법제23조).

이외에이러닝산업발전법은이러닝활성화를위하여

국제협력(법제24조), 소비자보호시책의수립(법제25

조),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법 제26조), 통계 및

실태조사(법제27조) 등에관하여규정을두고있다.

제 11절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1. 제정 배경 및 목적

인터넷주소자원은 정보사회의 중용한 핵심 인프라

로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

립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이익과 공인이 조화를 이룬

인터넷주소자원의종합적인 관리와 진흥을 위한 토대

가 필요하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 분쟁의해결및예방, 인터넷주소의등록및사

용에 따른 소비자 보호의 문제, 불공정 경쟁의 예방

등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 종합적이고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이제정되었다.30)

즉,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이하인터넷주소자

원법이라한다)은인터넷주소자원의개발·이용을촉

진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

하여 인터넷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사회의

정보화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42호로 제정되었다. 이로써 종래 민간기관이 수

행해 오던 인터넷주소자원의관리를 국가가 인터넷주

소관리기관을설립하여수행하게되었다.

2. 주요 내용

가. 용어정의

(1) 인터넷주소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에 의하여 일정한 통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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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이슈별법제도

30)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 제정이유참조



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

도록 하는 숫자·문자·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정보체계로서, IP(Internet Protocol) 주소,

도메인(Domain) 이름 등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

호).

(2) 인터넷주소자원

인터넷주소및이와관련되는정보·설비·기술등

인터넷 주소의 사용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동법 제

2조제2호).

(3) 인터넷주소관리기관

인터넷주소의 할당·등록 등 인터넷주소의 관리업

무를 수행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진흥원으로부터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의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

를말한다(동법제2조제3호).

(4)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록에 관한 업무의 일부

를 대행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관리 기관이 선정한

자를말한다(동법제2조제4호).

나. 적용범위

인터넷주소자원법은 국제표준에 따라 대한민국에

서 할당되는 IP 주소와 대한민국의 국가코드에 따르

는 도메인 이름 등의 인터넷주소자원에 대하여 적용

한다(법제4조). 따라서 .com, .net 등최상위도메인

이름에대하여는이법이적용되지않는다.

다.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정책(제2장)

(1) 기본계획의수립·시행

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이용촉

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

다(법 제5조). 이 기본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인터넷주소자원의개발·이용촉진및관리를위한기본목표

·인터넷주소자원의현황및수급에관한사항

·인터넷주소자원의개발및표준화에관한사항

·인터넷주소의사용자보호및분쟁해결에관한사항

·인터넷주소자원과 관련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협력

에관한사항

·인터넷주소자원과관련된국제협력에관한사항

·인터넷주소자원의개발·이용촉진및관리를위한재원의조달

및운용에관한사항

·그밖에인터넷주소자원의개발·이용촉진및관리에관한사

항등

(2)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법제6조)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정책등을심의하기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 소속 하에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

회를둔다.

(3) 인터넷주소자원의개발및표준화(법제7조)

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주소자원의 지속적 개발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국제협력(법제8조)

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의 안정적 운 과 인터넷

주소자원의 확충을 위하여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

와의 상호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

다.

(5) 한국인터넷진흥원의설립(법제9조)

정부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설립하고, 진흥

원에 관하여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에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민법의재단법인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라. 인터넷주소의 사용·관리

(1) IP 주소의할당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

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이를 할당받아야 한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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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1항).

(2) 도메인이름등의등록

도메인 이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주

소관리기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1

항). 도메인 이름 등의 등록기준·등록신청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정한다

( 법제11조제2항).

(3) 부정한목적의도메인이름등의등록금지

이는 도메인 이름의 무단점유를 금지하는 규정이

다.31) 즉,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

이름 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 등

을등록하여서는안된다(법제12조제1항). 

본조는 미국의 안티사이버스쿼팅법32)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메인 이름 등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법원

에 그 도메인 이름 등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법제12조제2항).

(4) 인터넷주소관리준칙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

록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인터넷주소 관리에

관한준칙(인터넷주소관리준칙)을작성하여정보통신

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도 같다.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이 준칙을 성실히 준

수하여야한다(법제13조). 

(5) 인터넷주소관리업무의대행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은 인터넷주소의 할당 또는 등

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터

넷주소관리대행자를선정할수있다(법제14조).

(6) 개인정보의보호

인터넷주소관리기관 및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는

인터넷주소의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

한법률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15

조).

마.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은 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

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분쟁조

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6조). 조정

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3인의 위원으로 조정

부를 구성하고,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법 제18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

사자가 이를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

항을 기재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조

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서를 작성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것으로본다(법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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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정진용, “도메인이름의무단점유관련새로운입법에대한소고,”인터넷법률통권제24호(2004.7), 84-104면참조.
32) Anticybersquatting Consumer Protection Act(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