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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전자문서, 조금 더 쉽고 정확하게!”
- KISA, 전자문서법 및 전자고지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함께 행정·공공기관 및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
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과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이하 전자
고지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20. 11. 10.(화) 밝혔다.
는 지난 2017년부터 종이문서 위주의 관행을 개선하고 전자문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자문서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6월에 개정된 전자문서법의 주요 내용인 전자문서 법적효력 및 서면
요건 명확화, 종이문서 폐기 근거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KISA

또한 , 정부혁신 과제 가운데 하나인 전자고지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도 함께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전자고지 선도 사례 2021년
전자고지 지원사업 소개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카카오페이, KT, 네이버) 서비스에 대한 특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

▲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감염
중심으로 진행되며, 서울과 부산,
현장 설명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자고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을
천안 지역은 선착순 2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 참여 및 자세한 사항은 KISA
수 있다.

* KISA 전자고지 누리집: https://www.전자고지.kr
<전자문서법 및 전자고지 지원사업 설명회 일정>
구분

일시

온라인

2020.11.10.(화) ~

부산
천안
서울

2020.11.24.(화)
2020.11.26.(목)
2020.11.27.(금)

장소
https://www.전자고지.kr, Youtube(KISA118),
카카오TV·네이버TV(한국인터넷진흥원)
CENTAP(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45 1층)
오엔씨티호텔(천안시 서북구 불당4로 105)
KISA 가락청사 대강당(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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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전자문서법 및 전자고지 지원사업 현장 설명회 개요

□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화)

2020.11.24.(

금)

~ 11.27.(

/

부산, 천안, 서울

※ 현장 설명회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20인 한정 소규모로 개최하며,
‘www.전자고지.kr’을 통한 현장 등록 필수(선착순 등록)

ㅇ (대상)

전자문서 도입 관심기관 및 일반인

ㅇ (발표)

전자문서법 전문가,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인전자문서중계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정을 받아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 송 수신을 중계하는 자

□ 세부 프로그램
시간
14:00~14:10 (‘10)
14:10~14:50 (‘40)
14:50~15:00 (‘10)

15:00~16:30 (‘90)

16:30~17:00 (‘30)

주요 내용
비고
인사말
< 전자문서법 설명회 >
① 전자문서법의 적용 범위 ② 전자문서의 정의 전자문서법 전문가
③ 전자문서의 효력 ④ 전자문서 송 수신 ⑤ 질의응답
휴식
<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설명회 >
①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사례
한국인터넷진흥원
② ’21년도 시범사업 공모 추진 개요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서비스 소개 >
① 카카오페이 플랫폼 및 서비스 특징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일 순)
② KT 플랫폼 및 서비스 특징
③ 네이버 플랫폼 및 서비스 특징
질의응답 및 폐회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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