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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 4차 산업혁명 시대 IT 분야를 포함한 모든 영역의 디지털라이제이션
(Digitalization)에 따른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확산, SNS·온라인 쇼핑
증가, 모바일 커머스(M-commerce) 성장은 글로벌 공통의 화두임
* 디지털라이제이션(Digitalization):‘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 '새로운 수익과 가
치를 제공하는 기회이자 디지털 비즈니스로 이동하는 과정'으로 정의. 과거 산업이 공장을 통해 물질적
재화생산(제조)에 자원을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조직적 경제과정'이라면, 이는 필요할 때 해당 산업 관계
자와 계약을 맺는‘임시적 경제'임. 소비자는 현실과 디지털 세계간 장벽이 허물어져 물리적 경험과 디
지털 가상경험을 동시에 체험, 보다 편리하고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는 이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교통서비스가 목적지에 가장 효율적으로 도착할 방법을 알려주는 것처럼, 빅데이
터 기반 쇼핑 상품 제안, 대출, 포인트마일리지와 연계된 생활밀착형 금융 서비스를 내세운 인터넷 전문
은행 출범, 에어비앤비, 우버택시 등이 대표적. 기존 기업들도 전자문서 체계 및 태블릿PC 도입 등 디지
털 환경 구축에 대응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카드뉴스 ‘산업의 트렌드가 변화하고있다! 디지털라이제이션’ 자료 참고·인용

☐ 이에, 국제사회는 G20차원에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세계
구축’을 주제로 디지털 소비자보호 관련 새로운 소비자정책 및 규제 틀
마련을 위한 협력적 논의가 중요함을 선포하고, 개인정보보호, 신기술 적
용 제품·서비스의 안전성 등을 주제로 해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음(OECD
CCP, 2015; 독일 G20 Consumer Summit, 2017)
o 세부적으로는‘소비자지향적 디지털 혁신과 연결’을 메인테마로 하여, 소비자
의‘인터넷 접근성 확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보 보안 강화’, ‘온라
인 거래 안전성 확보’등 소비자 신뢰 형성을 위한 주요 정책이슈를 제시하였고,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한 G20의 노력’, ‘디지털 시대 글로벌 소비자보호와
UN의 역할’, ‘G20 시민사회 리더와 정부 대응 방안’등을 논의(황미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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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에는 독일을 중심으로 디지털시대 기업의 이윤
창출 활동에는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기업의 디지털 책임(CDR,
Corporate Digital Responsibility)’ 이행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기업은 디지털 소비자권리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이 등장(GIZ, 2018)
o 기업의 디지털 책임(CDR, Corporate Digital Responsibility)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기업에 기대하는 사회적 요구와 의무를 법적, 경제적, 윤리적, 환경적 측면에서
관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유사한 개념
이지만,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기업의 디지털 책임은 기업의
자율적 참여는 물론, 보다 강력한 정책과 제도를 통한 적극적 이행 권고가 중요
하다는 인식임
o 즉, 소비자가 구매의사결정시 법규준수, 사회봉사 및 대안가치를 지원하는 기업
을 높게 평가한다거나, 윤리경영 및 지속가능성 실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선택한다는 것이 기존의 접근이라면, 기업의 디지털 책임은 ‘개인정보
보호 이행 및 기술적 적용 강화’, ‘양질의 인터넷접속 및 인터넷접근성 확대’,
‘정보보안 및 거래안전성 강화’등 새로운 소비가치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적합
한 규제제도 정비 및 관련 시책의 마련도 중요하다는 주장임(BMJV, 2018)

☐ 이러한 인식에 대해 최초로 논의하는 자리인 ‘기업의 디지털책임 포럼
(Corporate Digital Responsibility Forum)’이 2018년 12월 독일 베를
린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는 기업의 디지털 책임(CDR)에 대한 개념적
의미를 탐색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첫 대응임(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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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금번 포럼은 독일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BMJV)의 요청으로 마련되었으며, 국제
사회 전문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첫 논의로,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부각된
‘기업의 디지털 책임(CDR)’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고, 관련 사례 발굴을 통한
주요국 협력방안 모색 등을 위해 독일 국제협력공사 GIZ(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이하 GIZ)가 주관
o 독일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BMJV), GIZ, 주요국 소비자보호 관련 정부부처(튀니
지, 르완다, 인도네시아 등), 국제기구(OECD, UN), 산업계(SAP, IBM, Google,
Facebook, Otto Group, Deloitte 등), NGO 등이 참여하여 ‘기업의 디지털 책임에
대한 이해와 접근’ 및 ‘기업의 디지털 책임 적용 원칙 및 해외 우수사례’를
주제로 논의, 한국소비자원은 발표 및 전문가 토론 등으로 참여

☐ 이에, 본고에서는 금번 ‘독일, 기업의 디지털 책임(CDR) 포럼’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1)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 디지털 소비자정책
마련 방향 및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협력 논의에 어떤 시사점
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함
o 정부의 제4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18~’20)의 추진·완수 및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1~’23)의 새로운 수립을 앞둔 바, 디지털 소비여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신기술을 적용한 신시장의 질서 확립 및 안정적인 성장에 유용한
차세대 소비자정책 방향 모색이 중요한 시점(이금노‧사지연‧이경아‧김성천, 2017;
황미진, 2017)
o 또한, 독일에서 논의한 기업의 디지털 책임의 개념 및 사례를 통해 글로벌 이커
머스 시대에 걸맞는 기업의 디지털 책임의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관련 시장
의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1) Whang, Mee-Jin(2018), “Direction for Activating Corporate Digital Responsibility to Enhance Confidence on Digital
Consumption Environment,” GIZ Corporate Digital Responsibility Forum, Berlin, Germany,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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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의 디지털 책임(CDR) 관련 정책 및 노력
가. 기업의 디지털 책임(CDR)
☐ 기업의 디지털 책임(CDR)의 제고는 독일 정부와
차세대 소비자보호 이슈로

Protection Regulation)의

GIZ가

고심하는

GDPR(개인정보보호규정, General Data

이행을 넘어선 거대 주제로 인식됨

o (접근) 기업의 디지털 책임은 디지털경제 시대, 국경을 넘어선 다양한 소비자문제
의 예방적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글로벌 공통의 중요 이슈임에도,
개념적 함의가 형성되지 않아 이행 촉구를 위한 접근이 어려운 실정인 바, 각국
의 지혜를 모아 첫 논의를 마련하고자‘기업의 디지털 책임 포럼’을 추진 함
(BMJV, 2018; GIZ, 2018)
o (쟁점) 포럼 사무국은 주요 쟁점에 따른 발표주제 및 패널토론을 위한 세부논의
사항 등을 사전에 제시하였으며, 제1부는 「기업의 디지털 책임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주제로 하며 ‘기업의 CDR 이행노력’, ‘국경을 넘어선 협력 방안’,

‘기업의 디지털 권익 랭킹’을 다루고, 제2부는 「기업의 디지털 책임 적용 원
칙 및 해외 우수사례」를 주제로 ‘독일 정부의 접근 방향’, ‘기업․소비자․정부

의 상생’, ‘한국의 CDR 관련 정책 및 소비생활지표로 살펴본 디지털소비여건
신뢰 수준 평가’로 구성함

☐ 소비자의 디지털 소비여건 신뢰 제고를 위한 기업의 디지털 책임
(CDR) 활성화의 기본 방향
o (디지털 시대, CDR 관점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의미 및 접근 방향)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세계의 디지털환경 변화와 소비자 이슈를 꾸준히 발굴하고,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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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소비자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글로벌 협력이 중요한 때임
(G20 Consumer Summit, 2017)
o 금번 포럼에 앞서, 국제사회는 G20차원 최초의 소비자정상회담(2017 G20
Consumer Summit)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세계 구축(Building a
digital world consumers can trusts)’을 주제로 의장국 독일에서 개최 한 바 있음
o 즉, 디지털시대 차세대 소비자보호 및 신뢰 창출이 CDR 접근 방향의 핵심요인
(Key Factor)으로 인식되고 있음(GIZ, 2018)
o (디지털시대 차세대 소비자보호 및 신뢰 창출을 위한 CDR) 지능화된 혁신기술의
등장, 국경을 넘어선 거래의 활성화로 소비자문제 양상도 복잡·다양해지는 바,
디지털화가 경제·산업 혁신과 사회 발전의 핵심요인이라면, 디지털 소비여건에
대한 소비자 신뢰(consumer trust)의 창출은 4차 산업혁명의 성패 및 관련 시장
성장의 열쇠로 인식되고 있음(G20 Consumer Summit, 2017)
- 기업의 디지털 책임(CDR)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시장 소비자 신뢰 강화(UN,
OECD, 2017; Whang, 2018)는 다음의 5대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1)국경을
넘어선 협력 강화, 2)정보공유 체계의 개선, 3)개인정보에 대한 소비자 통제권 부
여, 4)잘 갖춰진 글로벌 소비자보호 규범의 시행, 5)소비자가 체감 할 수 있는
CDR 정책 분야 조사‧연구를 통한 증거기반 과학적(evidence based scientific
policies) 정책 마련 등이 중요함(Whang, 2017; 2018)

나. 독일 및 한국의 디지털 책임(CDR)에 대한 접근 노력
☐ 글로벌 기업의 디지털 책임에 대한 이해와 접근
o (기업의 CDR 이행노력) ‘디지털 사회에서의 책임’을 주제로 구글(Google)의
디지털 신뢰 제고 정책을 소개함

5

e3f3b670-4694-4452-b3bc-dbbf9131dee6

소비자정책동향 제97호

- 구글은 CDR 이행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기업 사명문(Mission Statements)에 적시
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1)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을 활용한 부당 게시물 관리
(예. 부당한 광고, 불법적 행위, 사이버폭력, 반사회적 콘텐츠 게시‧확산 금지 등),
2)Safety Google 정책 및 3)My Account 제공을 통해 소비자가 스스로 안전하게
계정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도구 지원 강화, 4)Security Check Up 도입으로 이용
자 스스로 정보 프라이버시 및 정보 시큐리티 확보를 위한 원스탑 관리가 가능하
도록 조치
- 또한,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소비자, 정부 등 이해관계자 모니
터링을 통한 트러스티드 플래거(Trusted Flagger) 활동을 전개하여, 구글의 기업
정책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규정한 콘텐츠(예: 1)과도한 노출 및 성적인 콘텐츠,
2)유해하거나 위험한 콘텐츠, 3)증오성 콘텐츠, 4)폭력적이거나 노골적인 콘텐츠,
5)괴롭힘/사이버 괴롭힘, 6)스팸, 7)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데이터 및 사기, 8)
저작권 침해, 9)개인정보 보호, 10)명의 도용, 11)아동 보호 등)의 발굴 및 개선사
항 제시 등 지속적 환류를 추진
o (기업의 디지털 권익 랭킹) ‘2018 디지털 권익 랭킹’을 주제로 RDR
Index(Ranking Digital Rights Corporate Accountability Index: Observations and
Trends 2018)를 소개하고, 글로벌 기업의 디지털 권익 랭킹 조사에 대한 각국의
견해를 파악
- (디지털 권익 랭킹: Digital Rights Ranking) 디지털 권익 랭킹은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22개 인터넷, 모바일, 통신기업을 대상으로 측정하며, ‘거버넌스’,
‘이용자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보호’ 등 35개 지표에 대해 글로벌 디지털
기업이 공개하고 있는 정책을 평가하여 산출함
- 2015년 11월, 2017년 3월에 이어 2018년 4월에 세 번째로 발간하였으며, 한국은

6

e3f3b670-4694-4452-b3bc-dbbf9131dee6

독일, 기업의 디지털 책임(CDR) 포럼 논의 및 시사점 : 디지털 소비여건 신뢰 제고를 중심으로

카카오(6위)와 삼성(8위)이 인터넷‧모바일 부문에서 상위를 차지한 바 있음
- 기업의 디지털 책임지수(Corporate Accountability Index)를 의미하는 2018 디지털
권익 랭킹(Ranking Digital Rights) 에 따르면, 한국의 카카오(www.kakaocorp.com)
는 글로벌 시장 인터넷 및 모바일 생태계 기업들(Internet and Mobile Ecosystem
Companies) 중에서‘어떤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여, 누구에게 제공(disclose)하는

지에 대한 투명성 보장 수준' 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받음([그림 1] 참조)
[그림 1] 2018 디지털 권익 랭킹(Ranking Digital Rights) : 이용자 정보수집·공유

*출처: Ranking Digital Rights-2018 Corporate Accountability Index https://rankingdigitalrights.org/index2018/indicators/

- 예를 들어, 카카오는 각 소비자가 본인 계정에 로그인시 ‘자신의 서비스 이용
활동 및 동의 내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현황’, ‘제3자 제공 현황’,
‘처리위탁 현황’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이용약관
변경사항을 시행일자 15일 전부터 공지 또는 통지’하고 있음. 또한 ‘이용약관
의 변경 30일 전부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이용자 권리의 중대한 변경 발생 시
최소 30일전 사전 알림’을 이행하고 있음
- 글로벌 시장에서 카카오 등 한국 기업의 ‘디지털 권익 보호를 위한 기업의 책임
지수’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최상위권을 기록했다는 점은 고무적 현상임
- 반면, 디지털 권익 랭킹 조사의 공신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추후‘평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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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선정방식’을 정교화 하고(현재는 각 대륙을 대표하는 디지털 분야 기업을
무작위 선정하는 방식) 및 ‘조사항목 구성’등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접근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
o (기업, 정부, 소비자의 상생) ‘디지털화에 따른 기업의 책임’을 주제로 SAP의
전략 방향을 소개
- 디지털 기업의 좋은 혁신은 소비자권익 보호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바, 기업의
디지털 책임 이행을 중시하는 기업가가 성장할 수 있는 풍토가 자리 잡아 가는
것이 중요
-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위해 추진하는 자율적 경영 혁신의
핵심요소로 디지털 책무 이행 강화가 반영 될 필요가 있으며, 시장을 둘러싼 다
양한 이해관계자의 동참 촉구 및 범 사회적 관심이 필요

☐ 독일의 CDR 관련 접근 및 노력
o (독일 연방정부의 접근 방향) ‘기업의 디지털 책임의 잠재력’을 주제로 독일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BMJV)의 대응 기조를 소개
- 디지털경제의 특성상 기술 환경 변화의 속도에 비해 관련 시장 규제의 작동은
‘기술 및 산업 발전 저해’, ‘적용의 불확실성’ 등의 한계로 느린 접근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현실
- 기업의 디지털 책임 이행이 중요하며, 추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참여를 이
끌어 내기 위해서는 ‘기업의 디지털 책임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권고’한
다거나, ‘동참 기업에게 혜택부여’등을 통해, 지나친 시장 규제는 피하면서도
기업의 디지털 책임의 자발적 이행 활성화라는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솔루션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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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디지털 책임’이행 수준을 확인하고 개선을 촉구할 수
있는 근거 지표가 필요하며, ‘기업의 디지털 권익 랭킹’,‘소비자의 디지털 신
뢰 인식 수준’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측정할 필요
- 이러한 접근은 디지털 책임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정책 및 시책 마련의 필요
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며, 추후 디지털 분야 사업자 및 새로운 소비자
교육 활성화 등에도 유용할 것임
o (국경을 넘어선 협력 방안) ‘국경을 넘어선 기업의 디지털 책임’을 주제로
‘국경없는 인터넷 ISF(Internet sans Frontières)’의 최신 활동 사례를 공유함
- 국경없는 인터넷은 UN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서 정한 근본권리
(A/HRC/32-UN)인 ‘인터넷 액세스권’의 수호를 목표로 ‘인터넷 인권보호‧운동
(movement)’을 전개하는 NGO 단체임
-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는 2025년까지 6억만명에 달하는
모바일 순가입자가 생겨날 것이며, 2022년까지 1500억 달러에 달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
- 반면, 아프리카 지역 정부 및 소비자의 디지털 소비자 권익에 대한 인식은 열악
한 수준인 바, 글로벌 세계와의 디지털 권익 격차를 좁혀 나가는 것이 중요
- 이에,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디지털 윤리 인식 제고 및 개인정보보호 증진을
위해 영국, EU, UN 등과 협력하여 데이터 프라이버시 정책 도입을 위해 노력함

☐ 한국의 CDR 관련 접근 및 노력
o (한국의 CDR 관련 정책 및 소비생활지표로 살펴 본 디지털소비여건 신뢰 수준)
포럼 사무국은 한국의 디지털 분야 정책 사례 및 디지털 소비자 신뢰 인식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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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소개를 요청한 바,「디지털 소비여건 신뢰 제고를 위한 기업의 디지털 책임
(CDR) 활성화 방향(Direction for Activating Corporate Digital Responsibility to
Enhance Confidence on Digital Consumption Environment)」을 주제로 최신 정책
사례 및 소비생활지표 조사 중 관련 결과를 공유. 이와 관련 내용을 다음에서 구
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o (한국의 CDR 관련 정책과 노력) 한국은 기존의 적합한 법제를 토대로 첫째, 소비
자권리보장 측면에서의 법령․제도의 지속적인 재검토 및 개선, 둘째, 글로벌 규범
(global standard regulations)의 적용 및 이행점검 지속이 필요함을 인식
- (적합한 법과 소비자권리 보장) 한국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정보제공의
무”,“청약철회제도(cooling-off system, withdrawal of contracts)”를 약관의 규
제에 관한 법률상 “설명의 의무” 등 소비자보호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을 소개
- (GDPR의 기술적 접근) EU에서 시행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은 맞춤형 서비스제공 관련 프로파일링, 활용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제한, 반대권 등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바, 한국 또한 정보주체인 소
비자의 실질적 정보접근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상세열람 기능이나 종합관
리지원 시스템 등의 기술적 도입 확대방안 모색이 필요.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한국 소비자원은 앱 이용내역정보 종합열람, 관리시스템 마련 등을 개인정보위원
회에 정책건의 한 바 있음을 제시함(한국소비자원, 2018; Sah, 2018)
- (소비자가 제안하는 정책, 소비자지향적 시장 환경 및 정책 여건 조성) 한국 정부
는 소비자지향적 정책 마련을 위한 대국민정책공모 추진을 통해2), 온라인 회원가

입 시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초기에 제시되는‘모두 동의’기본 값에 필수
동의 항목만 체크되도록 개선 조치가 필요함을 검토3)(공정거래위원회, 2018; 한
2) 한국은 국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국가‘소비자정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가능한 절차가 운용되고 있음.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며,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국무총리 소관 기구임. 각 분야 전문가, 소비자, 경제계 기업 대표로 구성된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운영. 공정거
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및 11개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소비자지향적 제도를 만들어 가는 구조.(공정거래위원회, 2018;
한국소비자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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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비자원, 2018)([그림 2] 참조)
[그림 2] 온라인 회원가입 약관 모두동의 화면 예시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8) 소비자정책위원회 보도자료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 이에,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4)를 통해‘온라인 회원가입 약관 동의절차’관련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한 결과,‘온라인 개인정보취급 가이드라인’개정
에 반영한 사례를 제시함(공정거래위원회, 2018; 소비자원, 2018)
-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디지털거래 약관 등 새로운 연구 추진) 온라인 쇼핑몰
약관 표시는 소비자관점에서 보다 명확히 식별 가능한지가 중요한 바(OECD
CCP, 2015), 기존의 약관 내용개선 측면의 연구에서 한 단계 나아가 ‘주요 내용
의 색상’, ‘약관의 위치’, ‘온라인 환경에서의 주목도’등을 개선하는 새로
운 접근을 통해‘온라인 쇼핑몰 약관 표시형식 가이드라인’등을 제시(송혜진·
윤민섭, 2018)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함(｢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한 ｢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에서도 개인정보 수집시 필수동의 항목과 선택동의 항목으로 엄격히 구분토록 규정.
반면, 온라인회원가입시 ‘모두 동의’ 항목을 클릭하면 필수동의 항목과 함께 선택동의 항목까지 일괄 체크되는 경우가
있어 선택동의 항목의 수집을 원하지 않은 이용자의 피해발생 가능성이 지적(공정거래위원회, 2018; 한국소비자원, 2018)
4) 심의·의결하는 절차는‘대국민공모, 소비자단체 등의 제안, 자체연구’ 등을 통해 정책개선 과제가 선정되면,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 정책개선과제를 심의함. 본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간사로 함. 유관부처와 민
간위원 심사를 통해 결정된 정책개선 과제는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함(공정거래위원회, 2018; 한국소비자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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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관을 통한 차세대 소비자 보호) 한국은 전문기관을 통한 디지털 분야 조
사 연구 및 모니터링 강화,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음
- (모니터링 강화) 모바일앱 소비자피해, 이용약관 적용 실태조사를 지속(한국소비
자원, 2018)
-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모바일 앱 실태조
사에 따른 사업자 자율규제 유도 등을 추진(예: 스팸발송 미 동의시 회원가입 및
이용 제재에 대한 금지조치 등 사례)함을 소개 (방송통신위원회, 2018)
o (중소사업자의 디지털 소비자권익 보호 관점의 CDR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은
현재진행형) 중소사업자의 디지털 책임 이행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동참하고, 이용자 트래픽 정보제공 및 이용자 열람권 이행 등과 같
이 가장 기초적으로 이행 가능한 소비자권익에 다가서는 노력에 대해서는 지원
시책 마련이 필요
- 금번 포럼에서는 중소사업자, 비상장기업, 1인마켓 사업자 등의 디지털 책임
(CDR) 이행을 어떻게 촉구할 것인지도 새로운 이슈로 제기되었으며, CDR 이행의
중요성 인식 제고, 체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가이드 제공 및 기술적 인프
라 구축을 위한 중소상공인 대상 컨설팅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GDPR의 올바른 이해와 대응을 목적으로 사업자를 위한
‘EU 집행위원회 7단계 체크리스트’ 및 ‘사안별 셀프체크리스트’를 ‘이해
하기 쉬운 가이드 북’ 방식으로 제공하는 등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
한 인식을 돕고, 기업의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있음(한국인터넷진흥원, 2017)
- 예를 들어, 우리 기업을 위한 ‘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가이드북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유형을 인지하고 유형별 사고 대응 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예, 아니오)’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그림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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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우리 기업을 위한 ‘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가이드북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2017), A guide to GDPR for Korea companies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2017), 우리 기업을 위한‘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가이드북 160쪽 하단 그림

- 이처럼 사업자가 GDPR을 규제 장벽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이행 수준을 점검하는 도구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안전하게 정보자료를 활용하여 기업의 가치 및 소비자들의 신뢰
인식을 동반 향상 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국인터넷진흥
원, 2017)
- 이러한 접근에 비추어, 향후, 중소사업자의 기업의 디지털책임(CDR) 활성화를 위
한 컨설팅, 사업자 교육 및 관련 컨텐츠의 개발·확충이 필요함을 제안

3. 소비생활지표로 본 한국의 디지털 소비여건 신뢰 현황
가. 디지털 소비여건 신뢰
☐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소비자관점에서의 디지털 소비여건 신뢰
(trust) 인식 수준의 확인 및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증거기반 정
책 접근 강화가 필요한 시점인 바, 소비자원은 독일 G20 소비자정상회
담(G20 Consumer Summit)에서 제안한 ‘디지털 소비여건 신뢰 지
수5)’를 본 기관이 격년으로 생산하는 ‘한국의 소비생활지표’에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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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권리 여건을 평가 결과를 집계함(황미
진‧정영훈, 2017; G20 Consumer Summit, 2017)
☐ 이에, 다음에서는 한국의 소비생활지표로 본 한국의 디지털 소비여건
신뢰 현황을 제시함
☐ G20 Consumer Summit 2017으로 새롭게 개발한 지표인, 디지털시
대 소비여건 신뢰 점수는 73.3점으로 나타남([그림 5] 참조)
[그림 5] 디지털 소비여건 신뢰(Digital Consumption Environment Trust Index, 2017)

*출처: 황미진·정영훈(2017),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연구데이터에 기초 및 Whang, Mee-Jin(2018),“ Direction for
Activating Corporate Digital Responsibility to Enhance Confidence on Digital Consumption Environment,” GIZ
Corporate Digital Responsibility Forum, Berlin, Germany, p.15.

o 디지털시대 소비여건 관련 7개 항목으로 산출한‘디지털시대 소비여건 신뢰 종
합점수’는 73.3점이며, 긍정적인 신뢰를 응답비율은 74.1%임. 반면 일상소비여
건 신뢰6)가 75.3점으로 디지털 소비여건 신뢰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음
5) 디지털시대 소비여건 신뢰는 인터넷·모바일쇼핑, 각종 SNS플랫폼쇼핑 및 ICT(휴대폰,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 유무선정
보통신 서비스) 물품․서비스 등 각종 디지털기술 일상화로 등장한 구매·이용 여건에 대해 소비자가 신뢰하는 정도를 의미
6) 소비자가 일상소비생활 여건에 대하여 신뢰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일상 소비여건 6개 항목에 대한 소비자평가를 토대로
산출(‘거래 시 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서비스 정보 신뢰 수준’, ‘구매 선택에 필요한 비교정보 제공 수준’, ‘안전하
게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소비환경 구축 정도’, ‘소비자문제에 대한 신속/공정한 해결 절차 제공’, ‘합리
적 소비생활에 필요한 교육의 충분한 제공’, ‘한국의 소비여건 안전하고 신뢰 발전성에 대한 인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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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생애주기별로는 자녀양육기의 긍정적 신뢰가 78.8%로 높게 형성됨

☐ 디지털시대 소비여건 요인별 긍정적 신뢰 형성
o 한편, 디지털시대 소비여건 신뢰는 다음과 같은 7대 항목 요인으로 구성, 이는
CDR에 대한 접근 시 쟁점 요인별 소비자 체감수준 및 정책평가 진단에도 활용
가능함(황미진․정영훈, 2017; G20 Consumer Summit, 2017; Whang, 2018)

1) 온라인 거래 시 사업자 제공 제품/서비스 정보 신뢰
(Trust on product/service information provided by business operators
during online transactions)
2) 온라인 구매 선택에 필요한 비교정보 제공
(Provision of comparison information necessary for online purchase)
3) 한국의 온라인 소비여건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발전
(Development of Korea’s online consumption environment in a safe
and reliable way)
4) 새로운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제품/서비스의 안전성 신뢰
(Trust on the safety of product/service where new digital technologies
have been applied)
5)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문제 발생시 신속/공정하게 해결
(Resolution of consumer issues related to online transactions in a fast
and fair way)
6) 디지털 소비생활에 필요한 교육의 충분한 제공
(Provision of sufficient education about digital consumption life)
7) 온라인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안전한 수립/관리
(Establishment/Management of online users’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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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디지털시대 7대 소비여건 요인별 긍정적 신뢰 형성을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온라인 거래 시 사업자 제공 제품/서비스 정보 신뢰’에 대한 긍정적 신뢰를
보인 비율이 79.5%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온라인 이용자 개인정보의 안전한
수집/관리’에 대한 신뢰를 보인 비율은 70.0%에 그쳤음([그림 6] 참조)
o 소비자특성별로는‘온라인 거래 시 사업자 제공 제품/서비스 정보 신뢰’가 30대
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82.8%), 60대 이상 고연령층(75.9%), 소득계층인식 상류층
(73.3%), 생애주기상 자녀독립전기(75.2%)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6] 디지털 시대 요인별 소비여건 신뢰 수준(2018)

*출처: 황미진·정영훈(2017),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연구데이터에 기초 및 Whang, Mee-Jin(2018),“ Direction for
Activating Corporate Digital Responsibility to Enhance Confidence on Digital Consumption Environment,” GIZ
Corporate Digital Responsibility Forum, Berlin, Germany,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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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CT 소비생활 만족
☐ 다음으로, 전반적인 ICT 소비생활만족도를 살펴보면, 2017년 ‘ICT
소비생활만족’은 75.9점으로, 2015년(63.3점) 대비 12.6점 향상함
([그림 4] 참조)
[그림 4] ICT 소비생활만족도(ICT Consumption Life Satisfaction, 2017)

*출처: 황미진·정영훈(2017),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연구데이터에 기초 및 Whang, Mee-Jin(2018),“ Direction for
Activating Corporate Digital Responsibility to Enhance Confidence on Digital Consumption Environment,” GIZ
Corporate Digital Responsibility Forum, Berlin, Germany, p.14.

o (품목별) 품목별로 정보통신기기(휴대폰,스마트폰) 구매 및 이용 관련 만족(75.9
점)이 정보통신(유무선통신)서비스 만족(75.7점) 보다 다소 높음
o (생애주기별) 생애주기에서는 마지막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 단계에 해당하는
자녀양육기 소비자가 가장 높은 ICT 소비생활만족(77.2점)을 표한 반면, 마지막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한 시기인 자녀독립기 소비자의 만족은 상대적으로 낮음
(74.8점)
o (연령별) 연령별로는 30대 소비자의 만족(76.5점)이 높은 반면, 60대이상 고령자의
ICT 소비생활만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75.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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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한국은 디지털화 가속화와 더불어 온라인 쇼핑 규모도 2001년 3.3조원
에서 2017년에는 79.9조원으로 크게 확대됨. 특히 모바일쇼핑이 온라인
거래의 6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성장한 바, 전자상거래의 질적·
양적 변화에 따른 시장현실을 법·제도체계에 반영하여 소비자권익제고를
꾸준히 활성화하는 등 시장의 새로운 질서 정립이 중요한 시점임
(Whang, 2018)
☐ 이에, 국제사회는 금번 독일에서 개최된 기업의 디지털 책임 포럼을 통해
한국의 급속한 디지털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 추진 사례 및 소비생활지표
등 객관적 소비자정책지표 결과에 주목함
☐ 한국은 적합한 법과 소비자권리 확대를 위해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음
을 소개함
o 2002년 전자상거래법 제정 이후, 새로운 전자상거래 시장성장과 거래 환경의 급속
한 변화 과정에서 새로운 소비자보호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o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편이 논의되고 있음을 공유
- 전자상거래의 범위를 ‘상품정보의 제공, 청약접수가 전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 비대면 거래’로 명확히 규정(공정거래위원회, 2018; 소비자원, 2018)
- 추후, 플랫폼 사업자 등 전자상거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의무 및 책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시도에 주목할 필요
- 전자상거래 관련 법체계 정비 개선으로 규제의 실효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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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번 포럼에서는 2017 독일 G20 소비자정상회담에서 주제 발표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세계구축'의 후속 조치로 적용한 '한국
의 소비생활지표'의 디지털 신뢰 지수 결과를 국제사회에 공유
o 한국의 소비생활지표는 G20의 제안을 발전시켜, 디지털시대 요인별 소비여건 신뢰
항목을 개발한 바, 7대 항목으로 구성한 지수는 CDR에 대한 소비자 체감수준 및 정
책평가 진단에 유용할 것으로 평가받음
1) 디지털시대 소비여건 신뢰 점수는 73.3점인 반면, 일상소비여건 신뢰가 75.3점
으로 디지털 소비여건 신뢰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됨
2)‘온라인 거래 시 사업자 제공 제품/서비스 정보 신뢰’에 대한 긍정적 신뢰를
보인 비율은 79.5%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온라인 이용자 개인정보의 안전한
수집/관리’에 대한 신뢰는 70.0%에 그침
3) ICT 소비생활만족은 75.9점으로, 2015년(63.3점) 대비 12.6점 향상
o 그러나 보다 정교한 기업의 디지털 책임에 대한 진단을 위해서는 지표 조사항목의
보완 및 개선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o 추후, 소비자정책통계인 ‘한국의 소비생활지표’의 평가 항목이 디지털 경제 시대
소비생활 진단 및 정책인식 점검에 보다 유용하도록, 기존의 ‘디지털 소비생활여
건 신뢰’문항을 보완해 나가는 한편, ‘디지털 소비생활 문제와 만족’, ‘디지털
소비역량, 권리 및 책무 인식’ 등 관련 조사문항을 확충하고자 함
o 또한, 소비생활지표자료를 통해 중소사업자, 비상장기업, 1인마켓 사업자 등의 디지
털 책임(CDR) 이행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 할 수 있도록(GIZ, 2018; Whang, 2018),
관련 신규지표 항목을 개발하는 등 소비자정책지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
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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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디지털 책임은 소비자지향적시책을 충실히 만들어가려는 1)기업
의 이행노력, 2)정책제도개선 및 3)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동반될
때, 새로운 기업가 풍토가 형성되며 극대화될 것으로 여겨짐
o 이에, 기업의 디지털 책임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
소비여건을 충분히 확충해 나가는 것이 선결조건임
o 즉, 3개의 축(3 pillars)으로 제시하자면 첫째, 잘 갖추어진, 적합한 법제와 소비자권리
측면에서의 글로벌 규범 적용과 정책의 이행점검, 둘째, 전문기관을 통한 차세대 디
지털 소비자권익제고를 위한 평가지수 산출 등 증거기반 과학적 접근의 강화, 셋째,
정보제공, 교육 및 계몽사업을 통한 디지털 소비자역량 및 사업자역량 제고가 필요

☐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디지털 책임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소비자가 긍정
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논의가 본격화 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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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업의 디지털 책임(CDR) 포럼 논의 및 시사점 : 디지털 소비여건 신뢰 제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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