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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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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해설서에 사용되는 약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전자문서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민소전자문서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 형사절차전자화법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식전자문서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법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 헌재전자문서이용규칙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 규칙 : 헌재전자화촉진규칙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 선관위전자화촉진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집합건물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대리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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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추진배경

01

추진배경

•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전자문서의 효력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공공 및 민간에서 전자문서법 제4조에 대한 법 해석 혼란 및 관행으로 인하여 전자문서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
- 전자문서법 제4조제1항은 전자문서라는 이유 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4조제3항(별표)은 전자문서로 가능한 문서행위를 열거하고 있어, 제3항(별표)에 열거된 경우에만
전자문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는 등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음

<관련 규정 : 전자문서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③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른 기록·보고·보관·비치 또는 작성 등의 행위가 전자문서로 행하여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또한 문서의 보관 등 규제를 받는 사업자들은 전자문서 이용이 가능하다는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을 경우
전자문서 이용에 미온적임
※ 민간의 전자문서 활용률은 57.3%에 불과(’16, 전자문서산업 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 이러한 사회적 관행은 업무효율성을 저해하며, 불필요한 종이문서의 생산 및 보관비용 발생 등 국가적
손실 야기
※ 종이문서 중심의 업무방식으로 연간 1.3조원 이상의 경제적 비용 유발
: 은행업무(1.1조), 전자영수증(1,950억원), 부동산계약(442억원), 민원서비스(1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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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
• 전자문서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
• 전자거래기본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전자거래법”이라 한다) 제3조
에서는 적용범위를 전자거래에 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전자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전자문서를 일반서면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음

<관련 판례 : 2009다45320>
대법원 2012.3.29, 선고, 2009다45320, 판결(관리 인지위 부존재등 확인)
--- 같은 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그 적용 범위를 ‘전자거래’에 한정하고 있고, 제2조 제5호는 ‘전자거래’를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집회 결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거래와는 무관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전자거래기본법의 위 규정들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 그러나 현행 전자문서법 제3조는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최근
판례도 같은 취지임

<관련 판례 : 2015두41401>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401,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고 한다)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메일
에 의한 해고통지도 앞서 본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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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문서의 정의
전자문서법 제2조 제1호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라고 규정
• 이는 컴퓨터와 같이 연산처리를 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성된 디지털 메시지로서 필요에 의하여
나중에 재현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전자적 기록을 의미하고 특별한 형식(또는 표준)을 필요로 하지 않음
• 여기서 정보라 함은 동영상, 음성 등도 포함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기록(Record)을 의미하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포함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임

2. 개별적 검토
• 전자우편(이메일)도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에 해당하므로, 송·수신 기능을 보유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전자문서에 해당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도 연산처리를 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성된 디지털 메시지로 작성,
송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해당
• 또한

글 문서, MS 워드문서, 문서파일(PDF, HTML 등), 동영상, 사진, 음악,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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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②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민법」제428조의
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서면으로 본다.
③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른 기록·보고·보관·비치 또는 작성 등의 행위가 전자문서로
행하여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 제4조제1항의 의미
• (원칙) 제4조제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이는 전자문서라는 이유로 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문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판단해 본 후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취지로
해석됨
• (예외) 특정한 경우 전자문서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려는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어야 함

2. 제4조제2항의 의미
• 민법은 보증의 의사표시를 전자적 형태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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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사례 : 민법 제428조의2>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
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3. 제4조제3항의 의미
• 제4조제3항의 도입 취지는 별표에 제시된 문서행위는 전자문서로 하더라도 법률상 효력이 있는 사례를
제시하여 수범자의 이해를 돕고 전자문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 제4조제3항은 전자문서가 문서와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별표로 예시하는 취지이고,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전자문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님

4. 전자문서 효력 관련 판례의 변화
• (’09년 판례) 舊전자거래법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전자거래에 국한된다는 점을 근거로 전자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전자문서를 일반서면으로 인정하면서,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전자문서 효력을 부인하였음

<관련 판례 : 2009다45320>
대법원 2012.3.29, 선고, 2009다45320, 판결(관리 인지위 부존재등 확인)
---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집회 결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거래와는 무관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전자거래기본법의 위 규정들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사인의
문서행위를 열거하고있는 전자거래기본법 [별표]에도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의한 문서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결국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의 ‘서면’에
전자문서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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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판례) 전자문서법 제4조제1항의 해석상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를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 해고
통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여, 전자문서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전자문서가 문서로서 유효할 수 있음을 인정

<관련 판례 : 2015두41401>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401,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① 전자문서
04 전자문서 효력에 관한 일반론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고 한다)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 있어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는 점, ③ 이메일(e-mail)의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앞서 본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

<전자문서 효력 관련 판례 비교>
구분
내용
전자문서
적용범위
전자문서의
서면성
제4조제3항
(별표)성격

’09년 판례(2009다45320)

• 상가건물 처분시 관리단집회

’15년 판례(2015두41401)

•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 유효

전자 투표 무효

• 전자거래에 한정하여 적용

•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

• 부인

• 이메일의 형식요건(출력, 저장, 보관

(舊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

(개정 전자문서법에 근거)

가능성)을 전제로 서면성 인정

• 한정적(열거)으로 해석·적용

(별표 :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사인의 문서행위)

• 예시적으로 해석

15

5. 전자문서 효력을 인정하기 곤란한 분야 예시
•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예들과 같이, 규정 자체가 종이 출판물을 전제로 하거나, 대면 및 우편 등의
방법과 결부되어 있는 등 전자문서의 이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들이 존재
- (관세법) 통관대상인 물품 자체가 종이 서류를 의미하며, 송달방법 자체를 인편 혹은 등기우편으로 명시
하고 있어 전자문서 활용이 곤란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제288조(서류의 송달) 관세법에 관한 서류는 인편이나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
제289조(서류송달 시의 수령증) 관세법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 (저작권법) 출판물에 출판할 권리를 설정하거나 이를 표시하는 규정은 종이 출판물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전자문서 활용이 곤란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5. “라벨”이란 그 복제물이 정당한 권한에 따라 제작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작물등의 유형적
복제물·포장 또는 문서에 부착·동봉 또는 첨부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고안된 표지를 말한다.
제63조(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제104조의5(라벨 위조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저작물등의 라벨을 불법복제물이나 그 문서 또는 포장에 부착·동봉 또는 첨부하기 위하여
위조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배포 또는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2. 저작물등의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제작한 라벨을 그 허락 범위를
넘어 배포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다시 배포 또는 다시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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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고전번역원법) 1909년 이전의 종이 고문서를 의미하는 규정으로 전자문서로 확대하기 곤란

<한국고전번역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전문헌”이란 1909년 이전에 한자 또는 한글 등의 문자로 쓰여진 학술연구
가치가 있는 문서·도서와 그 밖의 기록물을 말한다.

피고인의 범죄성립 범위가 확대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하므로 ‘문서’에 전자문서를 포함하기 곤란
- 형법 등의 규정에는 문서 이외에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별도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음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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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전자문서 효력에 관한 일반론

• (형사법 영역)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형사법 영역은 ‘문서’ 등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해석할 경우

05
전자문서 효력 규정의
구체적 적용
1. 개요
2. 공법관계에서의 전자문서 활용
3. 사법관계에서의 전자문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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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전자문서 효력 규정의
구체적 적용

1. 개요
• 법령에서 ‘서면’, ‘서류’ 또는 ‘문서’를 통한 행위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는 총 1,403개로서
(’14.12월 기준, 미래부 조사) 총 법령(4,816건)의 약 30%에 육박하고 있음

문서를 요구하거나, 어떠한 증명을 위하여 문서를 요구하는 등 다양함
• 전자문서법 제3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다른 법률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가부, 이용 방법 및 절차, 효력 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한 경우
해당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 문서행위를 규정한 개별 법률상 전자문서의 효력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문제되는 전자문서가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는 문서와 동일한 가치가 인정될 것을 전제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음

2. 공법관계에서의 전자문서 활용
① 개요
• 문서행위를 주체 및 상대방을 기준으로 구분해보면, 공공⇔공공, 공공⇔사인, 사인⇔사인 등의 유형으로
일응 구분할 수 있음
• 법령에서 규정한 문서행위 중 사법관계에 관한 것은 많지 않고(전체 1,403개 중 약 3%, 미래부 조사),
대부분이 공법관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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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전자문서 효력 규정의 구체적 적용

• 문서행위의 종류는 민원을 신청하거나, 관공서에 신고하거나, 어떠한 사실을 통지하거나, 계약의 성립에

• 공법관계 중 행정기관 등의 행정업무와 관련된 전자문서의 활용에 대해서는 일반법적 성격의 전자정부법이
적용되고, 그 밖에 법원의 소송절차와 관련하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 적용되는 등 공법관계에서 전자문서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법률들이
다수 존재
• 특히 행정업무와 관련해서는 민원의 빈도수가 적어 별도의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전자정부법의
전자정부의 원칙에 따라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음
- 전자문서의 활용은 전자문서법이나 전자정부법 등에 의하면 강제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며, 전자정부 법도
대민서비스의 전자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규정하고 있음(전자정부법 제4조)
• 다만, 공법관계에서도 전자정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기타 특별 규정도 없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됨을 유의
②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 활용
■ 전자정부법의 적용 범위
• 전자정부법 제2조제1호는 동 법이 적용되는 전자정부를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 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로 정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대하여 적용되고, 행정업무는 “행정기관 등의 상호간의 행정업무”와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모두 포함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의 업무
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 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
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
자치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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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나.「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공법관계 중 행정기관 등의 행정업무와 무관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이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 전자적 민원 처리 원칙
• (전자정부의 원칙) 전자정부법은 전자정부의 원칙에 따라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행정기관등(행정기관 + 공공기관)에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전자정부법>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①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2.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효율성의 향상
3.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의 확보
4.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5.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6.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
②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은 상호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
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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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전자문서 효력 규정의 구체적 적용

규정도 없는 경우 전자문서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됨

• (전자적 민원처리) 민원인이 민원사항에 대하여 전자문서로 신청, 신고, 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 행정기관등은 전자문서로 처리결과를 통지, 통보, 고지할 수 있음
※ 전자정부법 상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로서 전자문서법의 전자문서 개념에 비해 좁은 개념임. 다만, 표준화된 정보란
특정한 방식이나 시스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서식·양식을 갖춘 전자문서라는 의미임

- 또한 전자문서로 신청·통지하는 경우 첨부문서는 전자화문서(스캔문서)로 할 수 있음

<전자정부법>
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때 그 처리결과를 관계 법령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 통보 또는 고지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민원인 본인이 원하거나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전자화문서로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⑤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
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하거나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민원사항 등의
신청등 또는 통지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⑥ 전자화문서의 활용 및 진본성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
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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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적 고지·통지) 행정기관등의 장은 고지서·통지서 등을 본인이 원하면 전자문서로 통지 등을 할
수 있음
※ 예 : 경찰청 “교통범칙금 고지서”, 국방부 “예비군훈련 통지서” 등

- 고지서·통지서를 전자문서로 통지 등을 하려는 경우 수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전자정부법 및 시행령>
<전자정부법>
05 전자문서 효력 규정의 구체적 적용

제11조(전자적 고지·통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관계 법령에서 고지서·통지서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면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통지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등을 전자문서로 할 때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통지등의 종류와 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3조(전자적 고지ㆍ통지)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지서ㆍ통지서 등
을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고지서ㆍ통지서 등을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신자”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신자의 인적사항
2. 전자문서로 받으려는 고지서ㆍ통지서 등의 종류
3. 전자우편주소 등 전자문서를 수신하기 위한 정보
4. 수신자의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
이라 한다)의 보유 여부
5. 그 밖에 고지서ㆍ통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정보시스템 등을 선정하여 수신자로 하여금 수신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으로 지정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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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확인) 행정기관등은 민원사항을 처리할 때 민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인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음

<전자정부법 및 시행령>
<전자정부법>
제10조(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때 해당 민원인 등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이나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민원인(공동으로
신청한 민원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해관계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2. 전화, 컴퓨터, 무선통신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록정보 등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
3.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제2항의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신원 확인의 정확성 및 안전성
확보와 개인정보의 변조ㆍ유출 또는 도용(盜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상 전자문서 접수 및 발송 방법
《전자문서의 접수》
• (전자문서 접수 방법)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우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지정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시행령 제22조제1항), 전자문서를 수신한 행정기관등의 장은 그 수신
사실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송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시행령
제2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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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법 제7조제1항은 민원사항을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5조제3항은 행정 기관등의
전자문서의 작성·발송·접수·보관·보존·활용 등의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

• (작성자 확인) 행정기관등의 장은 구비서류를 전자문서·전자화문서로 접수한 경우 ①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해당 권한이 있는 자가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②전자화문서로 변환된 구비서류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작성권한이 있는 자인지를 확인해야함(시행령 제23조)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조(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에 따르거나,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미래부 고시)에 따라 전자화문서로 작성되었는지 확인

<전자정부법 및 시행령>
05 전자문서 효력 규정의 구체적 적용

<전자정부법>
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전자화문서로도 할 수 있다.
제25조(전자문서의 작성 등) ① 행정기관등의 문서는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 발송, 접수,
보관, 보존 및 활용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기관등이 해당 기관에서 접수하거나 발송하는 문서의 서식은 전자문서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전자문서의 작성, 발송, 접수, 보관, 보존 및 활용과 전자문서 서식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조(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자 등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가 중앙행정기관등이
보관하고 있는 전자화문서와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진본성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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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및 위조·변조의 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전자화문서의 형태·규격·해상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전자화문서의 보관 및 제1항에 따른 진본성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자민원서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전자문서의 접수)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우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
민원창구,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지정하여 전자문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으로부터 전자문서를 수신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그 수신사실을 인터넷 등에 게시
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3조(전자문서 작성자 등의 확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구비서류를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로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그 구비서류를 최초로 작성한 자가 작성권한이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해당 권한이 있는 자가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2. 종이문서인 구비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한 경우 전자화문서로 변환된 구비서류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전자문서의 발송》
• (전자문서의 발송 방법)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문서를 발송하는 경우 수신자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인터넷
주소 등 전자문서유통체계상의 주소를 기록물등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시행령 제21조제2항),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로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함
※ 전자정부법 제7조제2항은 민원처리 결과를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5조제3항은
행정기관등의 전자문서의 작성·발송·접수·보관·보존·활용 등의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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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의 전자문서 발송) 사인이 행정기관등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전자문서를 발송하기 위해서는 행정기
관등의 장이 지정한 전자우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 전자문서시스템 중의 방법*과 더불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공인전자서명 등을 하여야 함(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22조)
*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우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지정하여 접수할 수 있으므로
(시행령 제22조), 반대로 사인이 발송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접수방법으로 발송하여야함
※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본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전자문서를 행정기관등에 송신하려는 경우 공인전자서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송신 하여야 함(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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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및 시행령>
<전자정부법>
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때 그 처리결과를 관계 법령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 통보 또는 고지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민원인 본인이 원하거나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제25조(전자문서의 작성 등) ① 행정기관등의 문서는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 발송, 접수,
보관, 보존 및 활용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기관등이 해당 기관에서 접수하거나 발송하는 문서의 서식은 전자문서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전자문서의 작성, 발송, 접수, 보관, 보존 및 활용과 전자문서 서식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①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본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전자문서를
행정기관등에 송신하려는 경우에는 공인전자서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송신·수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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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1조(전자문서의 발송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발송하는 전자문서에는 기안자ㆍ검토자ㆍ
협조자 및 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과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ㆍ팩스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인원보안(人員保安)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문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인터넷주소 등 전자문서 유통체계상의 주소를 기록물등록대장(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발송하는 전자문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문서가 도달되었는지를 자동열람사실통보장치 또는 정보시스템
기록이나 그 밖의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 그 전자문서의 도달이 지연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22조(전자문서의 접수)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우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지정하여 전자문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으로부터 전자문서를 수신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그 수신사실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한 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전자문서의 발송·수신 특례) 발송·도달시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송시기 또는 도달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여야 함(법 제27조)
- 즉 발송·도달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자동열람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야 함

<전자정부법 및 시행령>
<전자정부법>
제27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①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본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전자문서를
행정기관등에 송신하려는 경우에는 공인전자서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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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행정기관과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송신·수신하여야 한다.
② 발송시기 또는 도달시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전자문서는 발송시기 또는 도달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송신하거나 수신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6조(발송ㆍ도달 시기 확인의 전자적 방법)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
이란 발송ㆍ도달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자동열람사실통보장치를

- 따라서 전자문서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송수신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전자민원창구 등 이외의 방법
으로는 공인전자주소(#메일)가 주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참고로 공인전자주소는 가족관계등록부 유통(대법원), 예비군 교육훈련소집통지(국방부), 범칙금고지서
유통(경찰청) 등에 지정·활용되고 있음

<전자민원창구 이외의 본인확인 및 송수신 시기 확인 방안>
• (개요) 본인확인 및 송수신 시기를 확인하는 방안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공인전자주소를 활용
할 수 있음
• (공인전자주소) 전자문서 송·수신자의 본인확인과 송·수신 여부의 법적 증명이 가능한 전자주소(등기
우편과 유사)

※ 일반 이메일은 송수신자 본인확인 및 전자문서의 정확한 송수신을 보장할 수 없고 증명하기가 어려우며,
스팸메일에 취약하여 계약서, 공문서, 중요자료 등의 유통이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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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 공인전자주소 기반 전자문서 유통 프로세스 >

➊ 문서작성

송신자(User)

➌ 문서전송

공인전자문서중계자
➋ 유통정보송신

➎ 문서열람

공인전자문서중계자
➍ 유통정보수신

수신자(User)
➏ 유통정보열람

• (주소등록)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1544-5776)에 공인전자주소를 등록
하여 사용
-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타인을 위하여 암호화, 본인확인 및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전자문서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 (법적근거) 「전자문서법」 제5장의2 제2절(공인전자문서중계자)
- (자격) 자본금(10억원), 전문인력(3인), 전자문서 송수신에 적법한 설비를 구비한 법인 또는 국가기관으로 미래부 장관이
지정
- (현황) SKT, 한국정보인증 등 7곳*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전자문서 유통건수는 누적 4,906천건(’17.3), 등록건수 누적 26만
5천명(법인포함)

*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더존비즈온, SKT, 포스토피아, 아이앤텍

• (유통증명서) 송·수신된 전자문서의 유통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보관 및 유통증명서를 발급하여
법적효력 확보
* 유통정보 보관 : 송·수신자 주소, 송신·수신·열람 일시, 송수신 내용증명 정보값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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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민소전자문서법은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
소송 등의 영역에서 전자문서의 이용은 민소전자문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민사소송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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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 적용한다.
1. 「민사소송법」
2. 「가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4. 「특허법」(제9장에 한정한다)
5. 「민사집행법」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 「비송사건절차법」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법률

④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 형사절차전자화법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판결문, 공소장, 영장, 조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형사사법절차 영역의 전자문서 이용은 형사절차전자화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조(목적)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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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위하여 시스템의 유통표준을 준수하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의무)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판결문, 공소장, 영장,
조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무부, 국민안전처, 검찰청, 경찰청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법원의 업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예외를 정할 수 있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제1항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활용할 때 시스템에서 정하는
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에 따라야 한다.

⑤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식전자문서법은 형사소송법 중 약식절차 등에서 전자문서의 이용·관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 중 약식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은 약식전자문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4편제3장에 따른 약식절차 등에서 전자문서의 이용·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약식절차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의 제출) 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을 청구할 경우 같은
조에 따라 작성된 전자문서 및 제6조에 따라 작성된 전자화문서를 약식명령을 하는 데 필요한
증거서류로서 법원에 제출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전자적 처리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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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 헌재전자문서이용규칙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서 전자문서 이용의 기본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재전자문서이용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장에서 헌법재판소규칙에 위임한
사항 및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이용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용자등록ㆍ철회 등) ① 전자헌법재판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당사자나 관계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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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자등”이라 한다)은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하여 제공된 서식에 따라 사용자정보를
입력함으로써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라 한다)가 전자우편주소 등 사용자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하여 해당항목을 변경·입력하여야 한다.
③ 등록사용자는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하여 등록 철회의 취지를 입력함으로써 그 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심판절차의 전자적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헌법재판센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심판절차가 종료할 때까지는 등록을 철회할 수 없다.
④ 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허위 내용을 입력한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그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제4조(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방법) ① 등록사용자로서 전자헌법재판시스템을 이용하여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하여 심판절차의 전자적 진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의한 자는 청구서 또는 제출할 그 밖의 서면(이하 “청구서등”이라 한다)을
전자헌법재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빈칸 채우기 또는 파일첨부의 방식으로 작성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방식에 따라 작성·제출하는 청구서등에 첨부할 위임장 등 서류는 전자이미지로 변환한
후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방식에 의하여 해당사항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청구서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서 정하는 부본
제출의무는 면제된다. 다만, 첨부파일의 용량이 지나치게 클 경우 헌법재판소는 등록사용자로
하여금 부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등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인 경우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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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규칙
• 헌재전자화촉진규칙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헌법재판소 사무처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재전자화촉진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헌법재판소사무처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심판관련 업무의 전자적 처리는 이 규칙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⑧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 선관위전자화촉진규칙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업무의 전자문서 이용은 선관위전자화촉진
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 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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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법관계에서의 전자문서 활용
① 개요
• 사인간의 법률행위는 우리법의 사적자치의 원칙과 별도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낙성불요식 계약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별도의 문서를 요구하지 않음
• 다만 이용자 보호, 거래안전성 보장 등의 입법 목적에 따라 서면등을 법률행위의 요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전자문서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음(예 :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 보증계약의 서면요구 등)

• (집합건물법) 종래 집합건물법제41조제1항의 ‘서면’에 전자문서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12.3.29, 선고, 2009다45320)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한 결의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 IT발달 등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명시적으로 전자문서에 의한 결의가 가능하도록 하여 법률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②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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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전자문서 효력 규정의 구체적 적용

②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

• (대리점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리점 보호 등을 위하여 공급업자가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서면으로 대리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면서, 전자문서에 의한 서면 제공이 가능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①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이하 “대리점거래 계약서”라 한다)를 대리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
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 8. 생략
② 대리점거래 계약서에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 (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자상거래에서 전자문서의 활용 기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문서의 활용) ④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회원 가입, 계약의 청약, 소비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원탈퇴,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동의의 철회 등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재화등의 거래와 관련한 확인·증명을 전자문서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전자문서로 제공하기 어려운 기술적 이유나 보안상 이유가
명백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한 경우에는 제4항과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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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자문서의 효력을 배제하는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은 전자문서를
통해 제공할 수 없음

<전자금융거래법>
제7조(거래내용의 확인)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
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 단, 보증계약을 영업으로 하는 전문 기관이 하는 이른바 ‘기관보증’은 전자적 방식의 보증계약 체결이 가능

<민 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제428조의3(근보증) ①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전자문서법>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②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
문서는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서면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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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보증의 의사를 전자문서로 표시한 경우 효력이 없음

④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 문서행위를 규정한 개별 법률상 전자문서의 효력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전자문서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문제되는 전자문서가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는 문서와 동일한 가치가 인정될 경우 문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음
• 현행법상 전자문서가 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문서는 정보적
기능(의사표시 전달), 증명적 기능(의사표시의 보존), 상징적 기능(법률관계 상징, 의사표시 자체 표상)을
가지므로, 전자문서도 이러한 기능을 수행한다면 동일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기능적
등가치론)
• 구체적인 사안에서 전자문서가 개별 법률상의 문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함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계약내용의 서면 교부,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 등의 규정이 있고, 전자문서의
효력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상 전자문서의 활용 가능성이 인정됨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 2. 소정근로시간 // 3. 제55조에 따른 휴일 //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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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2015두41401 판결)>
“서면”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여 문서와 구별되나, ① 전자문서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 ② 출력이 즉시 가능한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형태의 서면과 동일한점, ③ 사용자의 해고의
사, 해고사유,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입법취지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

<공인중개사법>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전자계약절차(출처 : https://irts.molit.go.kr)>
전자계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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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에 사용되는 계약서의 작성·보존 등에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부동산

⑤ 서면 이외에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
• 대부분의 문서행위는 서면성 이외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나, 서면에 기명날인·서명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3(계약의 추정) ①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하면서 제22조제2항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도급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통지에는 수급인이, 제2항의 회신에는 발주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서면요구와 더불어 기명날인·서명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전자서명, 비공인전자
서명 등으로 해당 법령의 요건 충족이 가능함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①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③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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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Q&A

Q

SMS, MMS등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도 전자문서에 해당하는지요?
A
예, 전자문서에 해당 합니다.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모두 전자문서에 해당하게 됩니다.
06 Q & A

Q

업무관계로 계약이 빈번합니다. 종이계약서를 전자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요?
전자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요?
A
예, 대체 가능합니다. 계약관계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행법상 전자문서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므로 모든 형태의 전자문서가 항상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개별 법률상 문서에 의한 의사표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는 문서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됩니다. 또한, 계약의 종류에 따라서는 전자문서에 의한 의사표시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Q

민원 중에는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거나 증명력이 필요한 증
빙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A
민원 중 인·허가 등 각종 증빙서류를 필요로 하거나 빈도수가 적어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공인전자주소(#메일)입니다. 공인전자주소는 송·수신자의 본인
확인과 부인방지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증명력을 필요로 하는 민원에 활용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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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해외 입법례
• (UN)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은 우리 전자문서법
제4조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음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
제6조(서면)
①법률이, 정보가 서면의 작성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데이터메시지에 포함된 정보가 계속적인
열람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접근가능한 때에는 그 데이터메시지는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은 그 요건이 의무의 형식으로 되어있는지 또는 법률이 서면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정보의
참고1 해외 입법례

효과만을 규정하는지에 상관없이 적용한다.
Article 6. Writing
(1) Where the law requires information to be in writing, the requirement is met by a data message
if the information contained therein is accessible so as to be usable for subsequent reference.
(2) Paragraph (1) applies whether the requirement therein is in the form of an obligation or
whether the law simply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information not being in writing.

• (미국) UETA(The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 통일전자거래법)도 전자문서의 일반적인 효력을
인정하고 있음

<통일전자거래법(UETA)>
(a) 기록이나 서명은 단지 그것이 전자적인 양식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과 시행이
부인될 수 없고,
(b) 계약은 단지 전자기록이 계약의 성립에서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과 시행이 부인될 수 없다.
SECTION 7. LEGAL RECOGNITION OF ELECTRONIC RECORDS, ELECTRONIC SIGNATURES,
AND ELECTRONIC CONTRACTS.
(a) A record or signature may not be denied legal effect or enforceability solely because it is in
electronic form.
(b) A contract may not be denied legal effect or enforceability solely because an electronic record
was used in its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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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3항[별표]

[별표 ]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사인(私人)의 문서행위(제4조제3항 관련)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록의 보존
2. 「골재채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장부의 비치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른 거래계약서의 작성 및
그 사본의 보존
4. 「관광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여행계약서의 교부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
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의 통보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거래 정보등의 요구자에 의한
금융회사등에 대한 통보의 유예요청
7. 「도시가스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 및 보존
8.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시기록의 작성 및 보존
9.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7제2항에 따른 도면의 작성 및 보존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장부의 비치 및 기록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장부의 작성 및 비치
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록
1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장부의 보존
1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록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
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록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
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록의 보존
1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른 장부의 보고
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에 따른 장부의 작성
1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에 따른 장부의 보존
2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록의 작성 및 보존
21. 「먹는물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의 보존
2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주식교환계약서의 비치
2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보고서의 작성
24.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8조에 따른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의 비치 및 공시
25. 「사립학교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부 또는 서류의 작성 및 비치
26. 「산업표준화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문서의 작성 및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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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록의 작성 및 보관
28. 「선원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징계사실의 통보
29. 「선원법」 제58조에 따른 임금대장의 비치
30. 「선원법」 제153조에 따른 서류의 보존
3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른 기록의 보존
3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기록의 작성 및 보존
33. 「약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목록의 제출
34. 「약사법」 제25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목록의 통보
35. 「약사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통보
36. 「약사법」 제29조에 따른 처방전의 보존
37. 「약사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거래 현황의 작성 및 보존
3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3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
참고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4조3
항〔별표〕

4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원본, 사본 등의 보관
4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의 청구
4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 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4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4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출
45. 「염업조합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의 제출 및 비치
46. 「하수도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록 및 보존
4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보존
48. 「전기공사업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 도급대장의 비치
49. 「전기사업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의 비치
50. 「전기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의 기록 및 보존
51. 「전기사업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기록 및 보존
5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서류의 비치
53.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록 및 보존
54. 「하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록 및 보관
55. 「하천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통보
56. 「해운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제출
5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
58.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
59.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작성
60.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존
6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서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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