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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를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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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Consum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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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방안이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보호와 관 

련된 국내외 정책들을 살펴보고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소비자 보호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전자상거래 

보호를 위한 국내외 정책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들 중심으로 살펴보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 

키는 방안으로는 소비자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소비자분쟁해결 방안의 개선과 국제적 제휴, 개 인정 

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문제, 인증 및 공인인증서 사용에 관한 정책을 소개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 

로 소비자 신뢰성을 확보하고 거래비용의 감소를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이끄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 

는데 목적이 있다.

ABSTRACT

This study introduces consumer protection policies at domestic and overseas, regarding the current 
situation that is raised about, and analyzes how to promote e-commerce with consumer protection 
oriented. This article explores e-commerce protection policies aiming at enforcing consumer 
protection and introduces some strategies - enhancing consumer trust, improving electronic transaction 
disputation,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and using authorized certificate. This paper 
aims at suggesting the method of promoting e-commerce through ensuring the consumer tru이 and 
decreasing the transaction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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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인터넷이 

경제의 중요한 일부가 되고 있다. 인터넷은 

이제 정보•검색의 차원을 넘어서 각종 재화는 

물론 은행, 증권 교육, 게임 등 각종 서비스의 

거래에 있어서 필수적인 도구가 되고 있다. 

소비자는 거의 모든 경제활동에 인터넷을 활 

용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사고 서 

비스를 예약 • 경매도 하고 주식거래도 한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주식거래는 폭발 

적으로 급증하는 추세 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 역시 괄 

목할만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96년 

말 겨우 두 개에 불과하던 인터넷 쇼핑몰은 

2004년 3월에 3,396개로 증가했으며, 거래 금액 

도 월 6,426억 원을 넘어섰다i)[12]. 그러나 이 

러한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전자상거래 기반은 취약하기 그지없다. 더욱 

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불만 또는 피해 

가 급증하고 있어, 사이버 공간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를 하기에는 여전 

히 많은 장애가 있다.

소비자보호원의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 

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해 본 경 

험 이 있는 전체 소비자들 가운데 44.7 %가 불 

만을 가지고 있으며, 15.4%는 피해를 입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2).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러한 불만 또는 피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단 

체 등에 피해구제를 요청한 경우는 3.1%에 그 

치고, 59.4%의 소비자들은 참고 말았다는데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에 대해 불 

만을 느끼고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이를 어 

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22].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자율적이 

고 적극적인 소비자보호를 보다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인터넷 거래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 

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표시 • 광고의 내용만 

을 믿고 물건을 구입할 수밖에 없어, 온라인 

상으로 거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수집된 소비자 개인정보가 소비자 

몰래 수집되고 유용됨으로서 소비자의 사생 

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안 

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 

기 위해 관련 법규가 보완되고, 기술적 차원 

에서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획기적으 

로 개선되고 있지만, 역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 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 어 

야 한다.

1) 통계청「2004년 3월 사이버쇼핑몰통계조사 결과”.

사이버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체 (3,39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4년 3월의 사이버쇼핑몰통 

계조사 (B2C) 결과이다.

2) 2002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해외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국내 소비 

자를 대상으로 이용실태와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25.9%가 상품을 구입하면서 피 

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전자상거 

래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한달 평균 

272,517원을 지출하였으며 주로 미국. 홍콩, 일 

본, 프랑스 등 14개국 약 223개 사이트를 이용 

하여 상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전자상거래 이용 소비자의 약1/4(25.9%) 
이 상품을 구입하면서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이중 1/3이상(37.9%)이 “언어의 불편" 등의 이 

유로 피해보상 요청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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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방안이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 

서 전자거래 보호에 대한 국내외 정책들을 분 

석하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방안들을 정리하 

고 이를 위한 대책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 어 있다. 2장 

에서는 차세대 e-비즈니스와 관련된 국내외 

전자거래 보호정책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 

다. 3장에서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소 

비자의 신뢰성 확보 소비자분쟁해결 방안의 

개선과 국제적 제휴, 개 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의 문제, 인증 및 공인인증서 사용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이를 요약하면서 본 

연구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2. 국내외 전자상거래 

보호정책 현황

2.1 국내외 전자상거래 현황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IDC에 따르면 한 달 

에 최소한 1회 이상 인터넷에 접속하는 전세 

계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01년 5억 20만명에 

서 2006년까지 매년 16.1 %의 성장을 나타내 

어 2006년 10억 5,3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方. 또한 이들 중 전자상거래 이용자 

수도 2001년 전체의 29%에서 2006년에는 48% 

로 5억 5.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17].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환경이 급속도로 변 

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새로운 요구가 증대 

되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글 

로벌화 되면서 국가간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e-Trade가 증가 

하고 있다.〈표 1〉에 따르면 우리나라 e- 

Market Place 수출량은 20()1년 1억달러에서 

2002년 6억달러, 2。03년에는 29억달러, 2004년 

에는 86억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고 예상하고 있으며,〈표 2〉에서와 같이 2002 

년 기준으로 전체 e-Marketplace 거래액의 

15% 정도가 국외거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APEC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상하이합의' 를 통해 2010년까지 모든 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e-Trade'를 전면 도입 

키로 합의하였다.

한편, B2C의 경우 2004년 3월 사이버쇼핑 

몰 거래액은 6,426억원으로 전월보다 375억원 

(6.2%) 증가하였고 B2C 규모는 5,454억원으 

로 전월에 비하여 367억원 이 증가하였다. 2004 

년 1/4분기 거래액은 1조 9,067억원으로 전년 

동분기에 비하여 1,850억원(10.7%)이 증가하 

였다.

향후에는 무선 인터넷망 개방과 통신망의 

진화에 따라 유 • 무선 통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선 

인터넷망 개방으로 인해 통신사업자에 종속 

되지 않는 독자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모바일 비즈니스 IPv6 등 

의 기술개발로 인하여 유 • 무선 네트워크 연 

동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국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는 11,178,499명 

(羽3년 12월, 정보통신부 자료). 인터넷이용자 

수는 28,610,00)명(2003년 6워 KRNIC(한국인터 

넷정보센터) 자료)



42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저】9권 제3호

〈표 1> 세계 e-Market Place 수출량 증가 추이 （단위 : 10억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세계 충수출（A） 0.8 6.5 39.6 159.0 407.6

한국（B） - 0.1 0.6 29 8.6

B/A(%) - L5 1.5 1.8 2.1

자료 : 정보통신부[10]

〈표 2> 국내 e-MarketPlaceg 국내/국외 거래금액 비율 （단위 : 10억 원）

2002년 （비율） 2003 년 2004년

충금액 5,944(100%) 6,980(추정) &850( 예측)

국내거래 4,998(84.1%) - -

국외거래 946(15.9%) - -

자료 : 통계청[20], 전자상거래연구조합[9] 자료를 취합하여 수정

2.2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TNS Interactive는 미국 인터넷 사용자의 

대다수가 느끼고 있는 온라인 쇼핑에 대한 불 

안한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65% 

의 온라인 구매자들은 개 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으며, 

56%는 정보의 분실을, 42%는 상품이나 서비 

스의 구입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이메일 수신 

을, 36%의 온라인 이용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의 세부정보가 타인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했다고 한다 

[23].

사실, 전자상거래가 점차 확대됨으로써 이 

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건수도 2001년 5,288건에서 

2002년 3,760건, 2003년 상반기에 11,601건으 

로 증가추세에 있다4）.

4） 특히 2003년 상반기에 발생한 하프플라자 사건 

（9만6,000명에게 310억 피해）과 다다포인트사건 

（약 2만명에게 12억 원의 피해）은 대표적이다.

5） 쟁점을 크게 세 가지로 보아 사기 • 기만 거래 

의 방지, 개인 정보의 보호 및 국제 전자상거 

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피해 및 분쟁의 효과적 

처리 등을 들고 있는 견해도 있다.

전자상거래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문제 

되는 것으로는 사기방지를 위한 가상상점 및 

상품에 대한 신뢰성의 확보 개 인정보의 보호 

청약의 철회 및 반품, 기존법률에 의한 전자 

상거래에서 분쟁 발생시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 국제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피 

해 및 분쟁의 효과적 처리 등을 들 수 있다5）.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사기사례인데 실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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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가상상점을 개설하여 금전을 온라인 

상으로 미리 송금하게 한 후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林 제공한 정보와 다른 상품 

을 공급한 경우가 있다. 또한 개인 정보의 도 

용, 인터넷을 통한 다단계 내지 피라미드식 

판매, 소액을 송금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추 

첨하여 상금을 주겠다는 광고를 인터넷에 게 

재하는 행위, 인터넷을 통해 재택 근무자를 

채용한다거나 프랜차이점 모집 등 각종 사업 

기회를 거짓으로 광고하여 돈만 받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주식 • 채권 등은 물론 

장어양식장, 유정 및 가스전 개발 등의 투자 

사기행위, 인터넷 주소를 교묘히 도용해 타사 

업자처럼 행세하는 행위", 전자사서함 상업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보내 소비자들의 시간 

낭비를 초래하고 전자사서함 유지비용을 증 

대시키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국제전자 

상거래를 이용호F는 이용자가 늘어나고 그 피 

해도 증가하고 있다8). 국제 거래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전자상거래가 국경을 넘어서서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렵다 

는 데 있다. 즉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국 

제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분 

쟁 이 발생했을 때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며, 

소송시 어느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느냐 하 

는 문제가 발생 한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소비 

자가 교섭력 열위, 정보부족, 선택의 강요 등 

의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계약당사자간의 

약정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서 재판관할과 준 

거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 경우 국제 전자상거래에서 주된 판매자로 

서 등장 할 미국의 사업자들이 거래 약속으로 

미국의 준거법과 재판관할을 소비자에게 강 

요할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3 국내외 소비자보호 현황

선진 29개국의 모임인 OECD는 전자상거 

래에 대한 검토를 정보 • 컴퓨터 • 통신정책위 

원회(ICCP)를 중심으로 행하면서, 특히 소비 

자정책위원회(CCP : Committee on Consumer 

PoUcy, 이하 CCP)에서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에 대한 검토를 개시하였다. 1997년 3월 

에 개최된 OECD 심포지엄 글로벌 • 마케팅 

에서의 소비자와 전자상거래에서는 다음의 

6) 판매자의 은행구좌를 타인 명의로 개설하고 

PC 통신의 회원등록도 타인명의로 하고, 동시 

에 PC 통신의 이용료 등의 지불용의 크레디트 

카드 자체를 타인명의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쓴다.

7) 예컨대 일본 소니사의 인터넷 주소는 www. 
sony.can 인데, 이와 비슷한 www.sonycorp.com 
을 사용해 소니사처럼 행세한 사기사례가 있었 

다.

8) 2002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해외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국내 소비 

자를 대상으로 이용실태와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25.9%가 상품을 구입하면서 피 

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전자상거 

래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한달 평균 

272.517원을 지출하였으며 주로 미국, 홍콩, 일 

본, 프랑스 등 14개국 약 烫3개 사이트를 이용 

하여 상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전자상거래 이용 소비자의 약1/4(25.9%) 
이 상품을 구입하면서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이중 1/3이상(379%)이 "언어의 불편" 등의 이 

유로 피해보상 요청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http://www.sony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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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가지가 과제로서 제기되었다. 즉 엑세스 

의 확보와 규제, 인증 프라이버시의 보호 사 

기와 분실표시의 방지, 상품 • 서비스의 정보 

제공 • 표시, 계약의 성립, 대금지불, 피해구제, 

준거 법이다.

그 후 CCP에서는 이러한 모든 과제 중 사 

기 • 오인적 거래행위 분쟁처리 • 구제메커니 

즘, 온라인 • 프라이버시의 3가지에 관해서 소 

비자보호의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작성할 것 

을 결정하였다. 그 후 OECD는 전자상거래상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초안을 제시하였다'이. 

9월 3일에는 분쟁 발생시 준거법과 재판관할 

은 별도의 약정 이 없는 한 소비자가 거주하는 

국가의 법과 법원으로 하며, 정부와 사업자는 

국제적으로 상호 호환이 가능한 개 인정보보 

안 및 보안 여부 인증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하 

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10개항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 이 가이드라인은 

OECD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998년 10월에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OECD 전자거래 

각료회의에서 검토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선언”으로 발표되었다. 이듬해 엔 B2C를 

그 적용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 

침”을 제정하였다. 2003년 3월 제65차 OECD 

CCP회의에서는 "국경을 넘어선 사기 • 기망 

적 상행위로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확정하였는데, 회원국의 국내시스템 

구축 및 회원국간 정보공유, 수사협조 등의 

협력 강화, 소비자 피해의 효과적 보상방안 

강구 등을 규정하고 있다. CCP에서는 또한 

이슈가 되고 있는 Spam에 관한 Workshop을 

개최하는 등 Spam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국제 전자상거래 피해는 국가마다 법률이 

다르고, 지리적, 언어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구제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공동 협력하여 해결하기 위해 각 

국의 소비자보호 및 집행 관련 기관들이 모인 

기구가 바로 ICPEN(International Consumer 

Protection and Enforcement Network)⑴ 이다. 

ICPEN은 국제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부당거 

래행위나 사기행위를 감시하고 정보를 공유 

하여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피해의 확산을 조 

기에 차단하기 위한 비공식 국제기구로서 협 

의체로서의 성격 이 강하기 때문에 주로 전자 

상거래 관련 국제 협력 사업을 전개한다는 점 

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의 제정을 추 

구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와 차이가 있다[7]. 

동 기구는 OECD CCP에 참여하는 31개 회 

9) 가이드라인 초안을 보면 1. 전자상거래의 소비 

자와 다른 상거래의 소비자의 동등한 수준의 

법적 보호, 2.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사업자의 

신원. 제품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제공, 3.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가격, 대금지급, 반품, 피해구제 준거법 및 재 

판관할 등 제품의 청약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공.

4. 준거법 및 재판관할. 5. 보안메케니즘. 6. 소 

비자불만 • 피해구제 • 분쟁해결, 7. 교육과 인식, 

8. 경영수礼 9. 정부간 국제협력, 10. 프라이버 

시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10) 재정경제부, "제67차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주요의제” [19]
11) '소비자보호' (Consumer Protection)란 말이 기 

구 명칭에 들어간 것은 최근 일로, 원래 이름 

은 IMSN(International Marketing Supervision 
Network)이었다. 1992년 OECD 소비자정책위원 

회 회원 20개국이 결성해 국제거래 감시활동을 

10여 년 수행해 오다 2003년 봄 호주 회의에서 

현재의 ICPEN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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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국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네트워크 형태의 

국제기구로서 우리나라는 1996년 가입하였고 

현재 소비자보호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원 

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거래위원회（FTC）를 중심으로 

소비자보호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연방 

거래위원회에 소비자보호국을 두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경제국을 두어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소비자보호국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의 기본원칙은 소비자 

사기방지를 위한 법집행, 민간주도를 원칙으 

로 하되 민간과 공공부문의 협력, 정부, 업계, 

소비자 단체의 협력을 통한 소비자 교육 등이 

다. 미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특정 보호지 

침을 마련하지 않고 주 및 연방정부 차원에서 

현행 소비자 보호관련 법령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통산성 산하의 전자상거래 실 

증추진협의회（ECOM）에서 1998년 3월 '소비 

자거래 가이드라인 을 제정하였고 우정성내 

의 정보통신 이용환경 정비에 관한 연구회에 

서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절 

차 등을 검토하여 1997년 12월 '인터넷상의 

정보유통 룰' 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법무성은 전자거래상의 손해배상 책임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를 위해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기보다는 기존의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종합 

대책은 현재 산업자원부가 수립하여 추진 중 

에 있다. 현재 전자상거래의 소비자보호에 관 

한 법률 등을 보면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 

자보호에관한법률（공정거래위원회, 이하 전 

자상거 래 소비 자보호법）, 소비 자보호법 （재 정 

경제부）, 전자거래기본법（산업자원부）, 방문 

판매등에 관한법률（공정거래위원회 ）, 할부거 

래 에 관한법 률（ 산업 자원부） , 정 보통신 망이 용 

촉진및정보보호에 관한법률（정보통신부, 이하 

〈표 3＞국내 소비자 보호관련 법 • 지침[4]

법 • 지침 주관부서

전자상거 래 등에 서 의 소비 자보호에 관한법 률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전자상거 래 등에 서 의 소비 자보호지 침 （2003.10.21）

전자거상거래 표준약관（2003. 10.10.）

소비자보호법 재정경제부

전자금융거래표준약관

전자거래기본법
산업자원부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부

전자서 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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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부）12）이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지침 및 약관으로는 전자상거래둥에서의소비 

자보호지침（공정거래위원회, 2003.10.21）, 전 

자거 상거 래 표준약관（ 공정 거 래위 원회, 2003. 

10.10.）, 전자금융거래표준약관 등이 있다[4]. 

이상을 법과 지침 둥의 주관부서별로 정리하 

면 아래의〈표 3〉과 같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3장에서는 소비자 권익의 보호에 관한 별 

도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 소비 

자보호지침의 제정（제23조）13）, 소비자피해보 

상보험계약（제24조）14）, 전자상거래소비자보 

호단체 등의 지원（제25조） 등을 규정하고 있 

다. 전자상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 

한 전자상거래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 운영 기타 전자상거래 

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 

여야하는데, 이를 위해 전자거래기본법 제6장 

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⑸에 관해 규정 

하고 있다[23].

현재 국내에서는 2002년 9월부터 국제전자 

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업무를 소비 

자보호 원이 직접 실시하고 있다. 

econsumer.gov 사이트를 통해 직접 영문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소비자보호원에 피해 

사실을 통보하면 소비자보호원이 영문으로 

피해구제를 대신 신청해 주고 있다. 그동안 

국내 소비자가 해외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제전자상거래 

피해는 국내법 적용의 불가능, 언어의 장벽, 

원격지라는 장소적 특수성, 적절한 피해구제 

장치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피해구제의 사각

12） 전자서명법은 1999년 2월에 제정되었고, 2001 
년 12월에 개정되면서 공인인증서의 신뢰성과 

안전성확보, 전자서명인증정책 등의 내용이 추 

가되었다.

13）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3조의 규정에 근 

거하여 2003년 10월 21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을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3-7호）하였다. 지침은 관련법령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인 "일반사항'과 소 

비자 보호를 위한 권고사항을 규정한 “권고사 

항”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일반사항은 관련 

법령의 적용기준을 제시한 부분으로 관련법령 

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권고사 

항은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이 권고사항에 규 

정된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다르게 정한 약 

관의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하며,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 

상이 된다. 이 지침에 의해 개정이전의 전자거 

래기본법에 의해 고시되었던 전자거래 소비자 

보호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卜1호）은 

폐지되었다.

14） 전자상거 래 등에 서 의 소비 자보호에 관한법 률시 행 

령 제28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1항 • 

제2항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등（ 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계약금액의 규모를 정한 

소비 자피해 보상보험 등에 서 의 보험 계 약금액 에 관 

한기준고시 （제정 2002. 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02-12호）를 제정

15）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비대면성 （非對面 

性）과 비서면성（非書面性）, 그리고 다수의 소액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 전자거래의 특성상 다 

양한 유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그 피 

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전자거래기본법 32조에 

의하여 2000년 4월 12일 한국전자거래진흥원내 

에 설치된 정부기관（http：〃www.ecmc.orkr）[21] 

econsumer.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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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로 남아있었다. 처리시스템을 보면, 소비 

자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상담원과 상담 후 

피해사례를 접수하면 해당 사례가 처리팀으 

로 이관되어 해당 사업자에게 합의권고하는 

절차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진다 16). 단, 사업자 

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기 어 

렵다는 점 이 국내 소비자피해구제 절차와의 

차이이다［1丄

3.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3.1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

인터넷상의 상점에서 구입하는 경우, 소비 

자에게는 거래하는 업자가 실재하지 않는 가 

공의 업자는 아닌가 하는 염려와 계약한 대로 

이행할 것인가라는 불안, 즉 사기 등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보의 비대 

칭성 아래에서 경제주체는 제품 선택에서의 

역선택과 행동에서의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 

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로부터의 정보 

제공과 교육이 필요하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먼저, 전자상거래 업자와 이를 구매하는 소 

비자 모두 비대면적인 거래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이러한 신뢰를 보장하 

는 방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로부터의 

인증을 받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I". 인증 

에 관한 것으로는〈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로부터 인증서를 받는 

방안과 신뢰마크를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인증기관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전자상점 

및 개인에 대해서는 일단 그 실재 및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염 

려는 할 필요가 없게 된다 18). 이러한 신뢰할 

수 있는 인증기관을 국가가 공인한 공인인증 

기관에 대해서는 전자서명법 제2장 제4조에 

서 제14조까지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기관에 의해 인증 받고 있는 정 

도로는 신뢰할 수 있는 업자인가 어떤가 불분 

명하다. 그래서 사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용판단을 위한 제 3 

자에 의한 정보제공의 시스템(마크제도 및 

신용평가기관)이 필요하다 19). 전자거래기본 

법 제18조는 '정부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 

거래사업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2조제3항 

〈표 4〉인증 종류 및 발급기관

구분 인증 중류 발급 기관

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증서 부여 서버용 인증서 공인인증기관

신뢰마크 부여

eTrust 한국전자거래진흥원

ePrivacy 마크

i-Safe 마크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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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에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서 인증사업 

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전자거 

래 진흥원에서는 인증사업을 수행하며 eTrust 

마크를 부여해 주고 있다[23]. 또한, 전술한 

것과 같이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정보통신망 

법등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호지침 및 

마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인증마크 

는 정보의 비대칭성 하에서의 역선택을 막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서 소비자의 신뢰성을 증 

진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전자상거래상의 사기예방을 위한 정 

부차원에서의 광범위한 소비자 및 사업자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소 

비자교육을 위해 매일 6만 명에서 7만 5천명 

정도가 들렀다 가는 연방거래위원회의 홈페 

이지에 검색엔진을 운영하면서 Consumer lime 

이라고 하는 특별 코너를 마련해 두고 있는 

데, 소비자들은 이 코너에서 보도자료 소비자

16) 2002년 9월부터 2003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관련 상담 및 피해접수는 총 156건으로 월평균 

26건에 이르렀으며, 이중 60.3%는 상담처리 되 

었고, 나머지는 피해구제를 시도하였다[14].
17) 이처럼 당사자나 전송한 정보의 진정성을 확 

인시켜 주는 거래당사자 이외의 기관을 저】3자 

신용기관 또는 전자인증에 있어서의 TTP인 

인증기관이라고 한다.

18)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 

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19) 미국에서는 광고의 자율규제기관인 미국사업 

개선소(BBB : Better Business Bureau)가 온라 

인으로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를 인터넷상에서 

행하고 있다. ]] http://www.bbbonline.org[25

에 대한 주의사항 뿐만 아니라 연방거래위원 

회의 모든 교육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연방거래위원회 

는 유효 웹사이트까지 만들어 사기꾼들과 유 

사하게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등 

의 유혹을 하는 등의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소 

비자들이 유혹에 빠져들게 하고 마지막 페이 

지에 가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을 취하 

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보호 방안으로서는 허위 

방지를 위한 법적 대응을 위한 모색 이 필요하 

다 할 것이다. 이는 도덕적해이를 방지하는 

것으로 전자상거래상의 계약 취소 및 무효와 

관련한 민법 및 상법상의 관계조항을 검토하 

고,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광고 • 선전 • 권유, 

계약, 상품배달, 상품의 교환 및 반품 대금지 

급, 안전대책, 개인정보 어린이 보호장치, 불 

만처리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가이드 

라인의 정립이 필요하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도 각각 연방거래위원회법, 방문판매법과 같 

은 일반거래를 규제하는 법들을 전자상거래 

에 그대로 적용하여 법 집행을 하고 있는 실 

정 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전자상거래소 

비 자보호법 에 방문판매법 에관한법 률의 통신 

판매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대처하고 있다. 

다만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전자상거래의 특 

성상 적용할 수 없는 분야가 있다. 이러한 점 

을 고려하여 동법률을 전자상거래에 적용함 

에 있어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분쟁조정기 

관의 활성화 방법 및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문제 등 예견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 

토해야 할 것이다[2].

현재 국내에서 거래안전을 통한 소비자보 

호확대 방안으로 전자상거 래 소비 자보호법 중 

http://www.bbbonline.org%255b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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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으로 살펴 보면 소비 자피 해 보상보험 가입확 

대와 에스크로제도 도입, 후불제 확대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15］.

먼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확대에 대해 

알아보면, 현재 보험에 가입한 업체 수는 약 

3,000여개 정도되는데, 대부분 포털 사이트 내 

의 소호쇼핑몰이거나 개별 소형 쇼핑몰들이 

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은 전자결제수단 

발행자에 대하여만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을 의무화하고 있고, 전자상거래사업자의 경 

우에는 보함가입 이 권장사항으로 되어있어 

（동법 제24조） 문제가 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비자피해방지수단 

（후불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전자상 

거래사업자에 게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의 가입 

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소비 

자피 해 보상보험 의 활성 화방안으로 인증마크 

（i-Safe, eTrust） 부여기준으로 소비자피해보 

상보험에의 가입조건을 두는 것도 한 방법 이 

될 수 있다［16］.

둘째, 에스크로제도2。）도입논의로서 에스 

크로제도는 저］3자가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보 

유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 

된 후 그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를 도입할 경우 소비자가 입게될 

선불거래에 따른 사기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사업자에게는 신속한 배송을 위한 동기부여 

가 되므로 소비자보호와 거래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문제 

점으로 에스크로 사업자의 공신력문제, 과잉 

규제, 사업자에 대한 부담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図.

셋째, 후불제의 확대로 후불제란 소비자가 

물건을 받은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 이다. 

후불제 와 함께 소비자가 물건을 인도 받는 즉 

시 결제하는 동시이행의 방법도 있을 수 있 

다. 제품의 설치가 필요한 물건이나 꽃, 농산 

물, 사무용품 등의 경우에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 약 17개의 쇼핑몰이 후불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소비자분쟁해결 방안의 개선과 

국제적 저휴

현재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자구제제도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사업자 자율적 피해구 

제제도, 소비자단체에 의한 소비자피해구제 

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소비자피 

해구제제도 등이 있으며, 대안적 분쟁해결제 

도2i）（이하 ADR）로서〈표 5〉와 같이 전자거 

래기 본법에 의한 전자거래분쟁 조정위원회와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개 인정보분쟁조정위원 

회 등이 있다. 이중 ADR 들은 그 역사가 짧 

으며 노하우가 쌓이지 못한 현실에서 나름대 

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몇가지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대부분 행정부처 

산하로 되어 있으며 행정부처의 출연금으로 

운영되어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고 법률적 요 

소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인해 당사자 

의 자율적 양보에 의해 화해를 유도하기보다

20） 에스크로는 어떤 조건이 성립될 때까지 저）3 
자에게 특정물을 보관해 두는 '조건부 양도증 

서'를 의 미한다.

21） 대체적 분쟁해결이란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라고 불리어지며,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간 상호 호양의 바탕 아래 조리에 

맞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민사소송의 문제점을 

보충하는 저】도이다［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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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내 전자거래 관련 ADR 종류 및 현황

데안적 분쟁

기구
굔거曾養 ' 1 주관기꽌 조청법위 조정更력

전자거래분쟁조정 

위원회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거래진흥원 

（산자부）

B2B, B2C 둥 

전자거래 분쟁

당사자 합의 

（민법상 화해）

소비자분쟁조정 

위원회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원 

（재경부
B2C만 다룸 재판상 화해

프로그램심의조정 

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정통부

프로그램 저작권 

관련분쟁
재판상 화해

개인정보분쟁조정 

위원회
정보통신망법

정보보호진흥원 

（정통부）

개인정보관련 

분쟁

당사자 합의 

（민법상 화해）

인터넷주소분쟁 

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법률
정통부

인터넷주소의 등 

록과 사용에 

관련한 분쟁

당자자 합의 

（민법상 화해）

는 판결과 마찬가지로 위원회의 단체적 의사 

를 당사자에 게 주입하려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는 점, 획일적인 조정중심으로 운영되는 

점, 민간참여의 제약이 많다는 점, ADR의 국 

제적 협력 이 미비한 점 등이다.

이의 개선으로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행정기관형 ADR의 문제점인 법규 

성과 형식성을 제거하고 직간접적으로 개입 

되어지는 행정부로부터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민간단체나 소비자 단체의 전문인력 

들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일정비율 이상을 참 

여시켜야 한다. 그 외어】, 전문인력 풀의 강화, 

분쟁해결 방식 선택의 다양성 확대, 접근성 

강화, 국제적 협력 강화 등이 제기된다. 특히, 

민간단체의 분쟁조정기구 설치 방안은 행정 

기구에 의한 분쟁조정기구의 한계에 대한 대 

안과, 소비자 문제를 소비자들이 해 결하는 자 

율적인 분쟁조정의 필요성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匚⑻.

한편,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같 

이 각 국에는 시장에서의 사기적 거래 혹은 

부정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행정적 혹은 준사 

법적 기관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감 

시기관의 활동은 당해국의 영역 내에 한정되 

고 있다. 그런 까닭에 A국의 사업자가 A국내 

에 머무르는 한, B국의 소비자를 상대로 하여 

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A국의 행정권은 B국 

에 미치지 않고 또한 B국의 행정권도 A국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국내의 시장감시 

기능도 적절한 규제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광고에서는 내용물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광 

고 자체를 구별, 필요한 규제를 적절히 행할 

수 없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허위광고와 과장 

광고를 구별하지 않고 규제하며, 비교광고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제품광고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문제도 있다. 이런 변화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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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국제적 공동조사, 자료의 교환, 해결책의 

공동 모색 등 규제기관간 국제적 협력 이 점점 

중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단속의 한계성을 탈피하기 위하 

여 각 국의 시장감시기관 상호간 제휴를 강화 

하는 대안적 해결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전술한 ICPEN에서는 국가 

간 협력 모델도 개발하고 있는데 현재 역점적 

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를 중심으로 한국(한국소비자보호원), 

일본(ECOM), 미국(BBB), 캐나다(BBB)등 

4개국이 참여하여 국제거래 소비자피해를 상 

호 구제해 주는 Pilot-ADR 운영사업을 시범 

적으로 실시하고 있다[9]. 그러나 아직은 이 

러한 온라인 분쟁해 결 시스템은 그 초기 단계 

로서 분쟁당사자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접근 

하고 그 분쟁해결절차를 신뢰할 수 있는 시 

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인터넷 기술을 비롯 

한 기술적 요소와 법/제도의 뒷받침이 필요 

하다 [5].

3.3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문제

전자상거래에서 프라이버시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는 개인 

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신용을 요구하 

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전자상거 

래의 운영센터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제공되 

어져야 한다. 이러한 정보가 온라인 상으로 

제공될 수도 있으며, 전자인증이 첨부되어 제 

공되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전자상거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청약과 승낙이 있을 때나 

비용의 지불이 있을 때, 거래의 안정성을 위 

해서는 상대방에게 개인의 정보는 물론이고 

금융정보를 제공하여야하기 때문에 인터넷상 

에서 이용되는 정보망에 해킹이나 정보보안 

의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인증되지 않은 타인 

에게 유포된다면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상당 

할 것이라고 본다.

이에 대해 현행 정보통신망법을 보완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 이 제기 

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사업자는 개 

인정보보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현행 정 

보통신망법에는 의무사업자의 범위를 "정보 

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일부 off-line 사업자에 

한정하고 있어 PC 등 독립형 정보처리시스템 

에 의한 경우를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둘째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관련 정보시스템의 

도입도 증가하고 있으나 새로운 정보시스템 

도입이나 변경시 개인정보에 미칠 영향을 사 

전에 예측 • 검토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 

하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 인 

정보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셋째, 현재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불 

명확하게 되어 있고 개인정보침해 피해는 사 

후적 처리에 한계가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사 

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3.1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정 

보보호를 위한 교육 • 홍보 등에 정부가 직접 

나서거나 이를 활성화해야 하며, 개인정보보 

호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자상거래에서 

의 개인정보보호 취약 지대를 줄여야 한다. 

또한, 명시적으로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할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업체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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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관리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도록 유 

도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제도 

를 도입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 

안을 고려해야 한다⑵[24].

특히 전자상거래에서의 프라이버시는 개인 

정보가 통신망을 통하여 외국으로 유통되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의 국제적 인 유통과 

밀접한 관련 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전자상 

거래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이러한 개인 

정보를 외국에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살펴야 할 것이다. 특 

히 정보의 종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정보만을 획득하려하지 말고 자국의 정보를 

배포 • 유통시키는 정책을 취하여야 할 것이 

다. 국내에서도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54조에 

서 개 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의 국제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고 개인정보 

를 국외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 

를 받게 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규칙에 그 구체적 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선언적 규정으로서의 효 

력밖에 지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바, 내국 

인의 개 인정보 수집 시 동의획득, 국외 이전에 

대한 고지 등의 내용으로 보호기준이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6].

이러한 국제적인 정보유통 및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전자상거래의 활 

성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네 

트워크 환경에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장 

은 필수적 요건이라고 본다.

3.4 인증 및 공인인증서 사용

전자상거래에서 개인에 대한 신원확인을 

위해 2004년 2월 10일부터 신용카드로 10만원 

이상의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공인인증 

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이는 신용카 

드 부정사용액의 증가로 인한 것인데 금융감 

독원에 의하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액 이 2002 

년 543억에서 2003년 738억 7,000만원으로 35.95 

증가했으며, 부정사용액은 카드사가 

67.7%（500억3,000만원）, 카드회원은 1L2%（82 

억 5,000만원）, 가맹 점 은 10.7 % （79 억 2,000만원） 

을 부담했다고 한다[3].

그러나 공인인증서 의무화로 결제 과정 단 

계가 복잡해지게 되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하 

고 있지 않은 사용자의 경우 인터넷쇼핑몰 시 

장을 외면하거나, 소비패턴을 변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의무화에 대한 부정 

적 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사실 카드사 등은 

공인인증서와 별도로 비자카드는 안심클릭서 

비스 국민과 BC카드사 등은 인터넷 안전결제 

서비스 등을 도입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업체에 카드번호 등 결제정 

보를 남겨두지 않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22）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 

보보호에 관한 조항을 분리하여 '민간부문의개 

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다.

23） 지금까지 인터넷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카드 

회원은 자신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유효기간 

등을 입력하면 되었으나, 공인인증서 의무화로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하고, 인터넷 

쇼핑 결제과정은 '장바구니 담기 T결제하기 T 

결제 수단 선택f카드선택T안심클릭/인터넷안 

전결제 T 공인인증서（10만원 이상）f주문완료' 

순으로 복잡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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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개인의 신원확 

인은 정보의 비대칭적 상황에서 도덕적해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순이지만, 이 

로인해 사용자의 불편성 이 증가흐｝는 것은 전 

자상거래의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囲.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래비용의 

감소가 필요하다. 현재의 공인인증서 사용의 

무화는 거래비용의 요인으로 정보의 비대칭 

성으로 인한 위험성의 요인을 감소시키는 반 

면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 등록절차, 안심클릭 

/인터넷안전서비스 등록절차 등 시간비용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양자의 

상충되는 측면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선택적 

인 해결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즉, 현재 

전자상거래 업체와 소비자단체의 주장과 같 

이 공인인증서 연동은 전자상거래 업체의 선 

택에 맡겨두고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공인인 

증서를 채택한 전자상거래업체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전자상거래 등 공인인증서의 사용범 

위가 넓어지면서 이용자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자서 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 

서명의 이동성 확보요구가 증대하게 되었다 

24）. 그러나 스마트카드와 USB 토큰 등 하드 

웨어 저장장치를 활용하는 경우 보급비용 때 

문에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하드웨어적인 장치 없이 이용자에게 전 

자서명의 이동성을 제공하는 키로밍25）서비 

스 수요 등 새로운 전자서 명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 대리인등을통한신원확인방법 및 절 

차（정보통신부고시 제 2002-58호） 제6조1항에 

의하면 온라인 신원확인절차에 따라 공인인 

증기관 중 금융결제원과 한국증권전산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사용자의 경우 폐지 

후 재발급을 온라인 상으로 할 수 있다夠. 전 

자서명법 상 공인인증서 발급에 대면확인（실 

지명의 확인）을 하도록 하는 것은 공인인증 

서의 신뢰성 보장을 보장하는 것인데 비해, 

온라인 신원확인을 통한 공인인증서 발급은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통한 거래비용을 감소 

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온라인 상으로 공인 

인증서 발급을 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인 

인증서를 등급별로 나누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와 같이 획 일적 인 등급으로 사 

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등급에 따라 공인인 

증서 신원확인 방법을 나누어 대면 신원확인 

을 거쳐 야 하는 부분과 온라인 신원확인을 거 

쳐도 되는 부분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신원확인 

을 거치는 것은 대면확인에 비해 보안등급은 

낮으므로 사용용도를 제한하되, 현재와 같은 

전자금융거래 가입자 이외에도 신용카드를 통 

한 신원확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24） 2004년 4월 말 현재 개인용 공인 인증서 는 

7,322,110건, 법인용 공인인증서는 756,987건 발 

급되었다 [11]
25） 키로밍 서비스는 별도의 저장매체 없이 패스 

워드만을 이용하여 중앙의 신뢰서버에 위탁 • 

보관된 전자서명용/암호키분배용 키를 안전하 

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26） 대리인등을통한신원확인방법 및절차（ 정보통신 

부고시 제2002-58호） 제6조1항에 온라인 신원확 

인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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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론

지금까지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소비 

자보호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국내외 전 

자상거래 시장 현황과 국내외 전자상거래 보 

호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비자 등 거래당사자의 신뢰성을 확 

보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 

해 전자서명을 통한 개인 신원확인, 부인방지 

등 인증서의 활용 제도화, 소비자 및 사업자 

교육을 통한 사전예방, 전자상거래안전을 위 

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가입확대, 에 스크루제 

도 도입 후불제 확대 방안 등의 제도적 방안 

등을 법적으로 마련해 야 함을 주장했다.

둘째, 시장감시기관과 국제적 제휴이다. 자 

율적인 시장감시기관을 활성화해야 하며, 각 

국의 시장감시기관 상호간 제휴의 강화를 통 

한 대안적 해결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정보통신망법 등의 개정에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개 

인정보보호를 위한 국가, 인터넷쇼핑몰 운영 

자, 인터넷쇼핑몰 관리자, 네트워크 서비스제 

공자, 통신사업자, 인증기관 결재업자 등이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보호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다각적으로 검 

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상공간에서의 개 인 

정보의 유출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을 뿐만 아 

니라 전통적인 손해배상제도에 의해서는 그 

회복이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사전영향평가 

제도 등의 도입을 포함한 대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넷째, 전자상거래에서의 비대면적 거래라 

는 특성으로 인해 신원확인이 필요하지만, 보 

안수준이 높아지면 거래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상충되는 측면을 조절해야 할 

시점이다. 신뢰성과 거래비용 양자간의 선택 

을 획일적으로 유도하기보다는 전자상거래 

업체와 소비자에게 맡기는 방안으로 유도하 

여야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는 비대면적 특성 등 오프라인 

에서의 거래와는 다른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 

다. 이러한 점을 학문간 연계를 통해 보완하 

여 전자상거래 시장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 

키는 것 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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