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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제품·서비스 관련 분쟁 해결은?
-‘무비용·신속·비밀보장’3박자를 고루 갖춘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

위원장 홍준형)와

제고 캠페인을 오는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제도’를 알리기 위한 인식

‘

12

월 8일(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개발·이용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년

2016

월에 설치됐다.

6

정보보호 관련 피해는 그 규모와 파급력이 광범위할 뿐 아니라,
원상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이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이용자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5인
조정부)를 통해 조정비용 없이 단기간에 조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모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돼 비밀이 보장된다. 이에 법원에서도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조기조정제도를 활용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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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러 장점이 있는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제도를 국민이 쉽게

KISA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신청절차 등을 담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SNS

채널*로 알리고 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고

기업이

IT

밀집한 주요 지하철역에 제도를 소개하는 이미지를 게시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한 인식 제고 캠페인을 마련했다.
* KISA SNS 채널: 네이버TV·카카오TV(한국인터넷진흥원), 유튜브(KISA118)

이와 더불어
제104차

CISO

월

11

일(화)에는 기업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구성된

17

포럼에 참석해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진행했다.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홍준형 위원장은

차 산업혁명 등으로

“4

정보보호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와 관련한 분쟁도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며 ,

“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송보다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될 뿐 아니라 정보
보호 산업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산업 관련 피해를 입어 상담이나 분쟁조정신청이 필요한
국민이면 누구나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 www.ecmc.or.kr, 전화: (국번없이)118 - ARS 5번

- 2 -

붙임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제도 소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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