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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방안

I. 입법의 목적과 필요성
법안은 제1조에서 입법목적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민간사업자
가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정보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국가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초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를 민간사업자
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다양
한 공공정보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국가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었다.
따라서 당초의 입법목적에 비해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으
로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공공정보의 특성이나 정보공
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현재 입법추진 중인 정보공유관련법 등의 입법목적과의 관계
를 고려할 때, 당장 시급한 것은 공공부문 정보의 상업적 활용
을 촉진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을 그와 같이
제한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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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외 각국의 입법례 및 입법동향을 살펴보면, “재이용”
(re-use)이란 범주를 통해 공공부문 정보의 상업적 이용은 물
론 비상업적 이용 모두를 입법의 대상 범위로 삼고 있다.
한편, 입법의 필요성은「EU 공공정보 재이용에 관한 지침」
(Directive 2003/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November 2003 on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1) 영국의 공공정보 재이용 규정(2005 No.1515,
Public Sector Information -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2005) 등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해 볼 때, 입법의 필
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우선, 공공부문 정보가 엄청난 경제적 잠재가치를 가지고 있
어 그 활용을 촉진할 경우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 특히 경기
활성화, 기업의 경쟁력 강화, 고용 창출 효과 등 국민경제의
발전과 성장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만 보더라도 공공부문은 유럽내 최대 정보 생산
자로서, 이들이 보유한 정보는 경제적으로 매우 커다란 잠재
력을 가지고 있다. EU 내에서 이 정보들의 경제적 가치는 약
680억 유로로 추산되는데, 이는 유럽 국내총생산의 약 1%에
상응하는 규모이다.2) 물론 공공 분야에서 만들어진 데이터인
이른바 “PSI(Public Sector Information)”는 현재 충분히 이용
되고 있지 않다. 미국과 비교해 보면, 유럽은 아직 많이 따라
잡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1) 이 지침은 2005년 7월 1일까지 회원국 국내법에 의하여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 PIRA, International Ltd., University of East Anglia, Knowledge View Ltd., Commercial
Exploitation of Europe`s public sector information, Luxemburg,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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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RA에 따르면, 미국의 PSI 시장은, 미국 시장 규모다 유럽
과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유럽보다 2 ~ 5배 더 크다고 한
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보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EU 회
원국들의 규정 및 방법이 서로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그
처럼 기본적인 중요성을 지닌 정보자원들의 경제적인 잠재력
을 이용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법안
의 제정을 검토․추진 중인 독일 정부의 판단이다.3)
「EU 공공정보 재이용에 관한 지침」도 바로 그와 같은 배
경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이 지침은, 유럽 전역에
공공 분야 정보를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동일한 기본조건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여러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정보 재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각 국
가별로 새로운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없고, 또는 공공 분야를
통해 개별 이해들이 부당하게 특혜 또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법률의 명칭은 「공공정보의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
되 법목적 조항을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상업적 이용 등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함으로써 다양한 정보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국가의 경
제사회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판단된다.4)
3) BMWA, Referat VII B 7 Bonn, den 03.11.2005, Entwurf der Begründung eines Gesetzes über
die Weiterverwendung von Informationen öffentlicher Stellen (Informationsweiterverwendungsgesetz - IWG).
4) 참고 : 오스트리아 정보재이용법(Informationsweiterverwendungsgesetz: IWG Nr: GP XXII RV
1026 AB 1150 S.125. BR: AB 7425 S.727. [CELEX-Nr.: 32003L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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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입법의 방향
법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를 ‘민간사업자
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주목
적으로 삼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는 보유주체가 공공기
관이고 그 정보의 성격이 ‘공공정보’라 하더라도 이를 어떤 경
우, 어떤 목적으로, 그리고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민간사
업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접근, 이용 또는 활용을 보장할
것인지 좀 더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론화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런 종류의 입법은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관철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뜻에서 법안이 기초로 삼고 있는 공공정보 활용에 대한
정책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분석과 평가를 거쳐 공론화한 후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제1조 이 연방법률은 공공기관의 기록물들의 재이용, 특히 새로운 정보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Ziel dieses Bundesgesetzes ist die Erleichterung der
Weiterverwendung von Dokumenten öffentlicher Stellen, insbesondere um dadurch die
Erstellung neuer Informationsprodukte und -dienste zu förd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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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별 정보유형들의 위상 >

행정정보공유법상 공유대상정보

상업적 활용 정보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정보

공공영역
민간영역

상업적 활용가치

알권리보장가치

온디콘법의 콘텐츠

< 정보보유 주체별 정보 관리체계 >

정부부처A

공공기관B

개인정보

개인정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행정정보공유법
등에 의한 관할기관의 관리

행정정보

행정정보

정보공개법 등에 의해 행자부에서 총괄 • 관리

상업적 활용
가능정보

상업적 활용
가능정보

상업적 활용 가능 영역으로 정통부 총괄 •관리

공공정보의 재이용 또는 상업적 이용의 추진체계에 있어 중
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공공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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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공기관이며, 중앙행정기관은 공공정보 재이용 및 상업적
이용 전반을 총괄할 책임을 맡는데 불과하다. 자신이 보유․
관리하는 공공정보의 재이용 또는 상업적 이용 여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것은 당해 공공기관이지, 총괄기능을
맡는 중앙행정기관은 아니다. 또 총괄기관이라고 해서 개별구
체적인 이용의 허용에 대해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공공정보의 재이용 또는 상업적 이용에 있
어 당해 공공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이 중심적 역할
을 하는 동시에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을 대원칙으로 확
립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필요로 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부문 정보에는 행정정보의 성질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
과 무관하거나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비행정적 정보
(information of non-administrative nature)도 포함된다.5)

5) 이에 관해서는 Green Paper ON PUBLIC SECTOR INFORMATION IN THE INFORMATION
SOCIETY(http://www.cordis.lu/econtent/publicsector/gp-chapter1.html#i2)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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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법안의 구성․체계
법안은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5장, 2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 절차 등
제3장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제4장 민간사업자의 책무 등
제5장 과태료
각 장 및 조항의 규율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원칙)
제4조 (적용범위)
제5조 (공공기관의 책무)
제2장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 절차 등
제6조 (이용권 부여 신청)
제7조 (이용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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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공정보의 제공 방법 등)
제9조 (독점 제공의 금지)
제10조 (공공정보 이용 제공에 대한 적정대가의 부과․징수)
제11조 (이의신청)
제3장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제12조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관한 관리)
제13조 (심의․조정)
제14조 (전담기관의 지정)
제15조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 및 교육․훈련)
제16조 (메타데이터 구축)
제17조 (품질관리)
제18조 (실태조사)
제4장 민간사업자의 책무 등
제19조 (민간사업자의 책무)
제20조 (세제상의 조치 등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21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와의 관계)
제5장 과태료
제22조 (과태료 부과)
부칙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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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EU 주요국 입법내용 분석 >

구분

EU 공공정보 재이용에
영국 공공정보 재이용
프랑스 행정문서의
독일 공공기관의 정보
관한 지침
규정
접근 자유와 공공정보
재사용에 관한
재이용에 관하여
법률(초안)
(Directive 2003/98/EC of the (2005 No.1515, Public Sector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Information - The Re-use (Ordonnance no 2005-650 du 6 (IWG/Informationsweite
juin 2005 relative à la libertè rverwendungsgesetz)
Council of 17 November 2003 on
of Public Sector
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
d'accès aux documents
Information)
2005)
administratifs et à la ré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

총칙

- 상업적, 비상업적 재이용 4.재이용의 정의 및 범위
10.재이용 가능 및 범위
1.대상 및 적용범위
보장
공공기관내의 사용 또는
행정기관간 공공업무 수 3.재이용
- 공공기관, 공공정보 등의 다른 공공기관의 사용을
행 목적의 공공정보 교환 가능하면 전자형식으로
용어정리
위한 전송 제외
은 제외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관련법과의 관계
5.적용 배제사유

6.문서로 신청자명, 연락처,
9.자료 검색을 용이하게 하
10.공공업무 수행과는 다른
- 전자매체를 통한 재이용 요청문서, 사용목적 기술
는 대책 마련
목적에서도 모든 사람이
신청 및
청구
8.접수 익일로부터 20일 이
4.재이용 신청 처리에 관한
이용 가능
허가절차 - 합리적인 시간내에 허락 내에 응답
요구사항
16.수수료 지불이 요구되는
여부결정
9.거절시는 구제책에 대한
20일 이내 처리, 최장 40
경우 허가증 발급 필요
일 이내 처리
언급필요

제공형태

- 가능하고 적절한 전자매
체를 통한 이용

재이용의
조건부과

원칙

-

12.재이용 관련 조건 부과
가능

12.해당정보 변질 및 의미
왜곡 없이 정보의 출처
와 최종 갱신날짜를 명
시한다는 조건하에 가능

- 비차별 원칙 : 누구에게나
13.비차별
동일한 이용조건
- 독점계약금지 : 독점적 제 14.배타적 협정 금지
공 금지

- ROI 초과불가
과금원칙 - 공공기관에 적용할 수 있
는 회계원칙

목록공개

11.가능하고 적절한 한, 전
자 수단에 의하여 문서
재이용이 가능하도록 하
여야 함

- 투명성 원칙 : 이용조건,
과금 표준 등은 사전 공표

-

13.독점권 계약 금지
8.라이센스, 재이용 제한 금
15.자체적으로 적용하는 조 지 및 불필요한 경쟁방지
건에 비해 불리한 제반 10.차별금지
조건 부과금지
11.독점 계약 금지

15.문서취합, 제작, 재제작,
15.수수료 지불 요구 가능
배포에 따른 비용 그리
해당기관 자체적으로 공 6.요금 부과 원칙
고 투자에 대한 합리적
제하는 비용 이상을 청구 정부 예산비용법에 종속
인 대가의 합계액을 초
할 수 없음
과할 수 없다
16.공개사항
17.목록제공 의무
7.투명성
재이용조건, 표준비용 부 재이용의 조건, 수수료
조건 및 표준사용료를 사
과체계, 문서 리스트, 구 금액책정을 위해 마련한
전에 확정공개
제수단
산정기준 공개

17.내부 민원처리절차 수립
- 불허결정에 대한 재심수
의무
불복절차
단 명시
18.OPSI에 불만처리 의뢰
19.APPSI에 검토요청

기타

5.이용 가능한 형식

- 회원국은 2005년7월1일
1.(시행)
까지 관련 시행령을 발
- 2005년7월1일부터 시행
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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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부정적인 결정사항의 경
우 상소의 방법과 기한
을 제시하고 있는 적합
한 문서의 형식으로 통
지 필요

-

제12조 등을 위반시 C.A.D.A
를 통한 벌금 선고가능

-

IV. 개별 조항에 관한 의견
1. 공공정보의 개념과 범위

법률명

취지(목적)

관련 조항

한계

공공기관이 보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 법제정 취지가 국
민의 정보 접근과
유․관리하는 정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알 권리를 보장하
보에 대한 공개
는 것이어서 공공
청구 및 공개의 제5조 (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를 민간사업
무에 관해 필요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상업적으로
한 사항 규정
이용하기에는 한
다.
계가 있음
제6조 (공공기관의 의무)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 - 공공정보의 복제․
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가공을 통한 부가
가치 창출을 보장
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 하지 못함
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
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 - 능동적 정보제공
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 어려움
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8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
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
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
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에는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
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
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7조 (비용부담)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
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식정보자원의 제11조 (지식정보자원의 활용)
- 지식정보자원관리
①정부는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 목적의 법률로 지
관리 및 활용에
장하고 경제적ㆍ사회적 및 지역적 차별이 없는 균등한 조 식정보의 디지털
관한 사항 지정
지식정보
건의 보편적역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 화에 초점을 두고
자원관리법
하여야 한다.
있어 민간사업자
②정부는 지식정보자원의 이용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 이용에 대한
홍보와 교육의 확대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규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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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취지(목적)

관련 조항

한계

제13조 (지식정보자원의 활용촉진)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공공기
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
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서 보
호하고 있는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국민이
전기통신설비를 통하여 지식정보자원을 전자적인 형태로
이용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
관이 전자적인 형태로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
여 최신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설비를 통한 지식정보
자원의 연계 및 통합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지식정보자
원을 “국가적으
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고 학
술·문화 또는 과
학기술 등에 관
한
디지털화된
자료 또는 디지
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
를 지칭하여 공
공정보
전체를
의미하지 않음

-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
활성화도
보편적 서비스를
규정한 것에 불
과함

전자정부구
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전자 제9조 (행정정보공개의 원칙)
- 행정업무와 대민
적 처리를 통해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로서 국민생활에 이 서비스의 효율성
행정정보의 공동 익이 되는 행정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 을 높이기 위해
이용과 전자정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공개 전자적
처리와
구현 촉진
되어야 한다.
기관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촉진
제21조 (행정정보공동이용)
함
①행정기관은 다음 각호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
다.
- 행정정보의 상업적
1.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활용은 포함되지
2. 통계정보ㆍ문헌정보 등 행정업무의 수행에 참고가 되는 않음
행정정보
3.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처리정보
4.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
회(이하 "정보화추진위원회"라 한다)가 행정기관간 공동이
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

정보화 촉진 및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제공의 촉진등)
- 정보에 대한 접근
정보통신산업 기 ①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독점방지와 정 권 보장과 유통
반 조성을 위한 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보 촉진을 위한 선언
필요 사항 규정
유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고, 그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적 규정으로 공공
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보의 상업적 활
정보화촉진
용의 근거로는 취
②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
기본법
리ㆍ유통 및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적 약함
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소재 안내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간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온라인콘텐츠산 제15조 (공공정보의 이용활성화)
온라인디지털 업 발전에 필요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
콘텐츠산업 한 사항 규정
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당해 공공기관
발전법
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11 -

정보사업자가 공
공정보를 상업적
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는 제

법률명

취지(목적)

관련 조항

한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이하
"공공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는 때에는 온라인콘텐츠사업자
로 하여금 당해 정보를 온라인 콘텐츠의 제작 등에 이용하
도록 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정보에 대한 이용조건ㆍ
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시하고 있으나,
포괄적으로만 규
정하고 있어 실
행 과정에 대한
문제
해결에는
미흡
상업적 이용이 공
공기관장의 재량
으로 결정되어 실
제 이용이 어려움

시행령 제21조(공공정보의 이용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
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 이용 대상을 온라
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당해 공공 인 콘 텐 츠 사 업 자
기관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온라인콘텐츠사업자로 하 와 온라인 콘텐츠
여금 온라인콘텐츠의 제작 등에 이용하도록 할 경우 다음 제작에 한정하고
각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있어 적용이 한정
되어 있음
1. 정보의 제공범위
2. 정보의 제공형태
3. 정보이용료 또는 수수료
4. 정보가공 및 사용의 범위
5. 정보의 갱신일시
6. 그밖에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정보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러닝 산업발전 제22조 (공공정보의 이러닝콘텐츠화 지원)
- “이러닝” 산업에
에 필요한 사항 ①정부는 공공정보의 디지털화를 촉진하여 이러닝콘텐츠 국한하여 공공정
보를 이용할 수
규정
의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이러닝사업자가 공공정보를 이러닝콘 있도록 한 강제
텐츠로 제작ㆍ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이 보유ㆍ관 규정으로 의미가
리하는 정보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 있음
이러닝
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
(전자학습)
다.
- 단, 공공정보 전
산업발전법
③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보의 이러닝콘텐츠 개발 등의 활 반을 다루는 법
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정보에 대 률이 아닌 까닭
한 이용조건ㆍ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에 실제적인 법
적 실효성이 나
타나지 않음
- 기상정보에 한정
기상업무의 효율 제23조 (기상등의 정보제공)
적 수행에 필요 ①기상청장은 기상청이 보유하고 있는 기상등의 정보중에 된 법규로 모든
한 사항 규정
서 예보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기상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공공정보의 상업
적 활용을 보장
있다.
②제1항의 기상등의 정보제공의 내용, 수수료 기타 필요한 하지 못함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 기상정보지원기관
제24조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등)
등의 지정에 대한
기상업무법
①기상청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상등의 정보제공업 규정은 있으나 아
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상등의 정보제공업무 직 운영되고 있지
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을 기상정보 않음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기상청장은 기상정보지원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기상등의 정보제공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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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취지(목적)

관련 조항

한계

인정되거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상정보
지원기관에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2월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기상정보지원기관이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상정보지원기관은 그 지정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기상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예보사업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통계법

통계에 관한 사 제16조 (통계자료의 활용)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 통계정보에 한정
항을 종합적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된 법규로 모든
조정하고 통계 범위안에서 통계자료를 널리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정보의 상업
체계 정비
적 활용을 보장
하지 못함
시행령 제19조 (통계자료의 활용)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에 대하여 통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
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 이용의 범위에 상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업적 활용을 위한
원시정보의 가공
1.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과 판매가 가능한
2. 통계자료 명칭
지 명확하지 않으
3. 청구하는 통계자료의 사용목적
며, 현재 정책상
4. 청구하는 통계자료의 내용 및 범위
5. 통계자료의 수령방법
불가능함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제공의 청구가 있는 때에
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제공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0일이내에 결정
하여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1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자료
의 제공을 결정하여 통지할 때에는 제공일시·제공장소 및
제공내용을, 통계자료제공여부 결정의 기간을 연장한 때에
는 그 내용을, 통계자료제공을 거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1조 (통계자료의 제공방법등)
①통계자료의 제공은 그 제공을 요청하는 자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간행물, 전산용지출력, 디스켓·테이프등 전산매
체수록 또는 전산망을 통한 제공등의 방법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구인이 지정하는 방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공방법을 변경하여 제공
할 수 있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청구된 자료의 양이나 그 내용이
제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
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의 제공을 다른 기관에 위
탁하여 할 수 있다.
④통계자료의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수수료는 청구인
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발명 장려 및 발 제16조 (특허기술정보센터)
명의 신속하고 ①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선행기술정보자료의 효율적인 보
효율적인 권리화 급을 위해 특허기술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둔
발명진흥법
와 사업화를 촉 다.
진하기 위한 제 ②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반사항 규정
1. 선행기술연구를 위한 시설 또는 설비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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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에
된 법규로
공공정보의
적 활용을
하지 못함
정보센터를

한정
모든
상업
보장
통해

법률명

취지(목적)

관련 조항
2. 선행기술정보의 분석 및 제공
3. 외부용역에 의한 선행기술의 검색
4. 기타 선행기술정보자료의 보급에 관한 사업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정보센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
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정보센터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연도가 개시된 날부터 1월 전까지 그 내
용을 특허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연도가 종
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
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정보센터가 아닌 자는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명칭을 사용
하지 못한다.
⑧정부는 정보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
연할 수 있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한계
원활한 특허정보
이용이 가능하나,
독점적 시장지배
현상 발생 우려

2. 법률의 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범위는 다음 법안 제4조와 같이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4조 (적용범위) 공공기관은 당해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
는 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되거나 작성된 정보
2.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3.

제3자가 지적재산권을 소유하여 그 활용이 제한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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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보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되어 있거나 공개가 금

지되어 있는 정보
5.

그 밖에 상업적 활용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이와 관련하여 비공대상정보를 열거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와의 상충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정보공개법의 “정보”와 공
공정보활용법의 “정보”는 차이가 있고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
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과 공공정보의 활용을 보장한다
는 법안의 법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법안의 적용범위를 그때그때 공개청구된 정보의 내용, 성
질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정보공개법의 비공개대
상정보 기준에 의존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비공개대상
으로 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정보공개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 비공개대상정보로 판단되었
거나 그렇게 판단될 소지가 농후한 정보가 법안이 규정한 ‘공
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정보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접근․
이용 또는 활용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정보와 관련된
비공개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다. 법
안 제7조 (이용권 부여)에 의한 활용권리부여 결정 시 당해 정
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
부, 그 공개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경우인지 아니면 재량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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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개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따져 판단하면 될 것이다.
다만, 법안에 의한 ‘법률의 적용범위’ 수준에서는 ‘다른 법률
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되어 있거나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공
공정보’를 배제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3.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법안은 제12조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관한 관리), 제13
조 (심의․조정), 제14조 (전담기관의 지정), 제15조 (공정한 이
용 환경 조성 및 교육․훈련), 제16조 (메타데이터 구축), 제17
조 (품질관리) 및 제18조 (실태조사) 등의 규정들을 두고 있다.
제12조의 경우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관한 총괄․지원
임무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부여한 것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관리 책임
또는 관할을 둘러싼 논란의 여지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미 앞
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관한 한 산업
화, 상용화 등이 문제되므로 이를 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으로
할 적합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
에 관한 최종적․중심적 책임은 각각의 공공기관이 지는 것이
라는 점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총괄 및
지원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공공기관 책임의 원칙
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법안은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 16 -

원활한 범정부적 협력․조정이 필수적이라는 견지에서 국무총
리 소속하에 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사업자의 지원, 상업적으
로 활용 가능한 정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공공정보
의 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조정
하도록 하였다.

4.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 절차
법안은 제2장에서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 절차 등”에 관하
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었다.
제6조 (이용권 부여 신청)
제7조 (이용권 부여)
제8조 (공공정보의 제공 방법 등)
제9조 (독점 제공의 금지)
제10조 (공공정보 제공에 대한 적정대가의 부과․징수)
제11조 (이의신청)
‘공공정보 활용에 대한 권리’ 부여의 법형식
이와 관련하여 ‘공공정보 활용에 대한 권리’ 부여의 법형식
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 권리부여의
내용을 감안할 때 그 법적 형식을 행정법상 배타성이 배제된
일종의 특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허가의 형
식으로 할 것인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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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건대, 권리부여의 법형식은,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기간의 제한이 따르고, 원칙적으로 배타성이 배제된 일종의
특허의 형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공공정보 제공의 적정대가 산정
제10조에서는 ‘공공정보 제공의 적정대가’ 산정에 관한 규정
을 두고 있는데, 공공정보 활용에 대한 권리부여 역시 일종의
행정서비스에 해당하므로 그 비용 등의 보상․정산수단인 ‘수
수료’의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하지, 이를 ‘가격’의 개념으로 파
악하는 것이 옳은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가 징수의 경우에
는 「EU 공공정보 재이용에 관한 지침」(14) 및 제6조의 규정
과 비교해 볼 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EU 공공정보 재이용에 관한 지침」(14) 유료로 재이용을 허락
한 경우, 전체 수입은 적절한 ROI를 갖는 범위에서 문서 수집, 생
산, 재생산 및 배포 등의 전체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생산은
창출과 조사를 포함하며, 분배는 이용자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적절한 ROI와 함께 적용 가능한 회계 원리와 관련 공공 기관의 비
용 계산 방법에 따른 비용의 회수는 비용의 최대상한선을 포함시
켜 과도한 비용 책정을 배제하여야 한다. 이 디렉티브에 규정된 비
용의 상한선은 회원국과 공공기관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회원국은 공공기관이 문서의 재생산과 분배를 위한 잉여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과금으로 문서를 유통시키도록 유도해야 한다.

5. 민간사업자와의 관계
법안은 제21조에서 ‘민간사업자와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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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은 당해 공공기관의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공공정보의
이용권을 부여 받은 민간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서비스
와 경쟁적 관계에 있는 사업을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공
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해 주기 위하
여 필요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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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조문별 입법 이유

[조문구성]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원칙)
제4조 (적용범위)
제5조 (공공기관의 책무)
제2장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 절차 등
제6조 (이용권 부여 신청)
제7조 (이용권 부여)
제8조 (공공정보의 제공 방법 등)
제9조 (독점 제공의 금지)
제10조 (공공정보의 제공에 대한 적정대가의 부과․징수)
제11조 (이의신청)
제3장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제12조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관한 관리)
제13조 (심의․조정)
제14조 (전담기관의 지정)
제15조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 및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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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메타데이터 구축)
제17조 (품질관리)
제18조 (실태조사)
제4장 민간사업자의 책무 등
제19조 (민간사업자의 책무)
제20조 (세제상의 조치 등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21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와의 관계)
제5장 과태료
제22조 (과태료 부과)
부칙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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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상업적 활
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정보 수
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국가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

【취지】
o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다양한 정보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궁극적으로 경제사회적 발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유사 입법례】
o EU Directive에서는 제1조(주제와 범위), 제3조(총칙) 규정
을 두어 공공정보의 재이용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EU Directive 2003/98/EC
제1조(주제와 범위) 1. 본 지침은 회원국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공공정보의 재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과 재이용을
관장하는 최소한의 규칙을 설정한다.
제3조(총칙)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정보의 재이용이 허락될 경우, 회원국은

이 공공정보가 본 지침의 3장과 4장의 규정조건에 따라 상업적, 비상업적으
로 재이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공공정보는 가능한 한 전자적 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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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전달한다.

o 본 법률안에서 촉진시키고자 하는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
은 영리목적에 의한 활용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공
공정보의 재이용보다는 훨씬 좁은 개념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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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공공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
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전자적 형태로
된 것을 포함한다.
3. "상업적 활용"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공무상 작성․취득하거나
보유하게 된 공공정보를 그 당초의 목적과 달리 민간사업자가 영리
를 목적으로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민간사업자"라 함은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자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메타데이터"라 함은 공공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
색․활용을 위하여 공공정보의 소재, 이력 및 특징 등을 기록한 자
료를 말한다.

【취지】
o 공공기관, 공공정보, 상업적 활용, 민간사업자, 메타데이터
의 정의를 통해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함
o “상업적 활용”에 있어 “공무상”의 개념은 영리목적 여부를
묻지 아니 하고, 당해 공공기관의 직무범위에 속하면 된다
는 것을 의미하며, 공공정보를 당초 그 작성 또는 취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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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 달리 민간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다시 이용하는
것이면 이를 상업적 활용이라고 보고자 함
【유사 입법례】
o “공공기관”의 정의에 관한 한, 여러 국내법들이 공통적으
로 정의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각 법률의 제정목적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정
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

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

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

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

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관을 말한다.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
급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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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제7호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제2조 ③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

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특별법에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을 말한다.

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o 공공정보의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
한법률]에서는 “정보”라는 단어로 공공정보를 정의하고 있
고,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에서는 “공공정보”라는 단
어를 사용하고 있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
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6. "공공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
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o “메타데이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으며 건설
교통부령 416호로 전문개정된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서
정의하고 있음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제2조제9호
9. "메타데이터"라 함은 작성된 수치지도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활용을
위하여 수치지도의 이력 및 특징 등을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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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원칙)

제3조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정보는 그 상업적 활용
이 촉진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용의 편의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공공정보의 소재, 이력
및 특징 등을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취지】
o 상업적 활용 대상 공공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민간사업
자에 의한 상업적 활용을 촉진함에 있어 준수하고 지향해
야 할 대원칙을 명문화함
o 상업적 활용에 있어 비차별적인 제공을 규정하는 공정성과
활용절차 및 조건을 사전에 미리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투명
성,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이용의 편의성을 명시함
【유사 입법례】
o EU 디렉티브 2003/98/EC(이하 EU 디렉티브)의 총칙에서
재이용의 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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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Directive 2003/98/EC
제3조(총칙)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정보의 재이용이 허락될 경우, 회원국은 이
공공정보가 본 지침의 3장과 4장의 규정조건에 따라 상업적, 비상업적으로 재
이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공공정보는 가능한한 전자적 매체를 통하여
전달한다.

o EU 디렉티브에서는 투명성과 비차별성을 별도 조항으로
규정

EU Directive 2003/98/EC 제7조
제7조(투명성)

공공기관이

이용조건이나

과금

보유하고

표준은

가능하고

있는

공공정보의

적절한

재이용에

전자매체를

통해

대한
사전에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정보 요청을 받은 경우, 공표된 대금에
대한 계산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해당 공공기관은 비표준적인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비용 계산에 있어서 어떤 요소를 고려할 것인가 알려야 한다.
공공기관은 정보 요청자에게 결정사항이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실무 등에
관한 보상 수단을 알려야 한다.

EU Directive 2003/98/EC 제10조
제10조(비차별) 1. 공공정보 이용시, 유사한 이용범주 내에서는 그 이용조건이
동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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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범위)

제4조 (적용범위)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상업적 활
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정보
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
된 정보
2.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3. 제3자가 지적재산권을 소유하여 그 활용이 제한되어 있는 정보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되어 있거나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정보
5. 그 밖에 상업적 활용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취지】
o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관
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하는 한편, 특히 적용을 배제할 필요성이 큰 경우로
서 국가기밀정보와 사생활 등 개인정보 보호나 지적 재산
권 등으로 인한

제공금지대상 정보를 명시적 적용배제사

유로 열거함
o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되어 있거나 공개가 금지
되어 있는 정보를 상업적 활용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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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의 규정을 별도로 명시함
o 그 밖에 상업적 활용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아니 하
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법률의 적용범
위에서 배제함으로써 입법적 경직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회
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김
【유사 입법례】
o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비공
개대상정보규정을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이러
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등에서 준용하고 있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
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
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
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

- 31 -

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
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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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공기관의 책무)

제5조 (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공공정보 중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공공정보의 소재, 이력 및 특징
등을 조사․파악하여 이를 메타데이터의 형태로 구축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이용 조건 및 절차, 이용대가의 부과기준, 품질관리 지침 등을 수립
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최신의 정보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투명하고 명료하게 공지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사항 외
에도 당해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취지】
o 공공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그 관리주체
로서 당해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 중 상업
적 활용이 가능한 정보의 소재, 이력 및 특징 등을 조사․
파악하도록 하고, 이를 메타데이터로 구축하도록 의무화함
으로써 효과적인 검색이 가능하도록 함
o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
의 상업적 활용에 관하여 이용 조건 및 절차, 이용대가의
부과기준, 품질관리 지침 등을 수립하여 최신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 투명하고 명료하게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그
공공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투명성과

- 33 -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주고자 함
o 아울러 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사항 외에도 당해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
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
구할 수 있도록 권장
【유사 입법례】
o 정보 목록의 작성에 관련된 규정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
에관한법률]에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기타 법률에
서는 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
제8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
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
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 (공공정보의 이용활성화) ①국 제21조 (공공정보의 이용 등) ①법 제15
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

기관"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과 공공

의 장"이라 한다)은 당해 공공기관이

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보유·관리하는 정보중 공공기관의정

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

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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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한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이

관의 장이 당해 공공기관에서 보유·관

하 "공공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는 때

리하는 정보를 온라인콘텐츠사업자로

에는

하여금

하여금 온라인콘텐츠의 제작 등에 이

당해 정보를 온라인 콘텐츠의 제작

용하도록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에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공개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보의 이용

1. 정보의 제공범위

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

2. 정보의 제공형태

하는 바에 따라 공공정보에 대한 이

3. 정보이용료 또는 수수료

용조건·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공개

4. 정보가공 및 사용의 범위

하여야 한다.

5. 정보의 갱신일시

온라인콘텐츠사업자로

6. 그 밖에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
정보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2조 (공공정보의 이러닝콘텐츠화 지 제17조 (공공정보의 이용 등) 법 제22조
원) ①정부는 공공정보의 디지털화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

촉진하여 이러닝콘텐츠의 개발이 활

은 당해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정보를 이러닝사업자가 이러닝콘텐츠

②공공기관의 장은 이러닝사업자가

의 제작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공공정보를 이러닝콘텐츠로 제작·이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개하여

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이 보

야 한다.

유·관리하는 정보중 공공기관의정보

1. 정보의 제공범위

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2. 정보의 제공형태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

3. 정보 이용료 또는 수수료

개하여야 한다.

4. 정보가공 및 사용의 범위

③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보의 이러

5. 정보의 갱신일시

닝콘텐츠 개발 등의 활용을 위하여

6. 정보공개의 신청 기준 및 절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정

7. 그밖에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

보에 대한 이용조건·방법 등을 정하

정보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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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이용권 부여 신청)

제6조 (이용권 부여 신청) ① 민간사업자는 공공정보를 보유․관리하
는 공공기관에게 당해 공공기관이 정하는 이용 조건 및 절차에 따
라 그 공공정보를 이용할 권리를 부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 있어 민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또는 온라인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사업자의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대표자 주민등록
번호, 소재지 및 연락처
2. 활용하고자 하는 공공정보의 내용 및 이용 목적, 제공 방법 등
③ 그 밖에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이용권 부여 신청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취지】
o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민간사업자의 (이용권리)
신청권을 명시
o 민간사업자의 공공정보 이용 신청 요건, 절차 등을 규정하
고 그 밖의 사항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유사 입법례】
o 정보공개 청구 방법에 관련된 규정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
개에관한법률]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알권리 보
장차원에서 공개하기 때문에 이용목적 등은 불문하도록 청
구사항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청구서 제출 또는 구술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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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
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
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
원 또는 담당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
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
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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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이용권 부여)

제7조 (이용권 부여) ① 공공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정보
를 이용할 권리를 부여해 줄 것을 신청한 민간사업자(이하 “신청
인”)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 조건 등을 갖추고 있는지
를 심사하여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용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
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정보를 이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의 처분에 의하거나 그
러한 처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신청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계약에
의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이를 계약의 청약으로 본다.
③ 공공기관이 신청인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정보의 상
업적 활용에 관련된 이용권을 부여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이용 목
적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제
공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
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
기관은 신청인에게 결정기간이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지체 없
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권 부여를 거부하는 결
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거부사유 및 거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취지】
o 이용권 부여 여부 결정의 처리기한, 기한 연장, 불복절차
명시의무, 통지의무 등 일련의 권리 허락 절차를 명문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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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신청권자의 권리를 보호
o 공공기관이 공공정보 이용권을 부여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그러한 내용의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신청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민간사업자의 공공정보 활용 신청을
계약의 청약으로 간주
o 공공기관이 신청인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관련된 이용권을 부여하는 결정을 한 때에
는 이용 목적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유사 입법례】
o EU 디렉티브 제8조 이용허락 조항에서 공공정보 상용화에
대해 제한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재이용 가
능성이나 경쟁을 제약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EU Directive 2003/98/EC 제8조
제8조(투명성)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의 재이용에 대한 이용조건이나
과금 표준은 가능하고 적절한 전자매체를 통해 사전에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정보 요청을 받은 경우, 공표된 대금에 대한 계산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해당 공공기관은 비표준적인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비용 계산에
있어서 어떤 요소를 고려할 것인가 알려야 한다. 공공기관은 정보 요청자에게
결정사항이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실무 등에 관한 보상 수단을 알려야 한다.

o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대한 일련의 공개절차를 규정하여 정보공개의 실효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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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
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
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
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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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공정보의 제공 방법 등)

제8조 (공공정보의 제공 방법 등) ① 공공기관은 신청인에게 공공정
보 활용을 위한 이용권 부여 결정을 통보한 후 제6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이용 절차 등에 따라 적절하고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당
해 공공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신청인이 지정한 이용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공공정
보를 활용할 경우 신청인의 공공정보 이용권을 박탈할 수 있다.

【취지】
o 제3조의 이용의 편의성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공공정보의
제공 방법에 있어 전자적 제공 등 최대한 이용하기 편리한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함
o 공공정보의 신뢰성 보장차원에서 제2항의 규정을 두어 이
용 목적에 부합하는 상업적 활용을 할 것을 명시하고 목적
외 활용시 이용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제재장치를 마련
【유사 입법례】
o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도 전자적 형태의 공
개를 공개의 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 (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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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
다.
②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
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
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EU Directive에서는 가능한 한 전자적 매체를 통하여 전달
할 것을 권고

EU Directive 2003/98/EC
제3조(총칙)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정보의 재이용이 허락될 경우, 회원국은 이
공공정보가 본 지침의 3장과 4장의 규정조건에 따라 상업적, 비상업적으로 재
이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공공정보는 가능한한 전자적 매체를 통하여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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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독점 제공의 금지)

제9조 (독점 제공의 금지) ① 공공기관은 특정 사업자에게 공공정보
의 상업적 활용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은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그 경우 공공기관은 독점적 권리 부여의 근거가 되었던
사유의 존속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
다.

【취지】
o 민간사업자 누구나 상업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공공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특정 사업자에게만 제공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독점제공과 시장 왜곡 금지를 명
문화함
o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독점적 권리 부여가 필요할 경우 예
외적으로 이를 인정하도록 하되, 그 근거사유를 정기적으
로 검토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근거사유의 소멸 등 사
정변경에 대처하도록 유도
【유사 입법례】
o EU 디렉티브 제11조 독점계약의 금지 규정에서 공공정보
상용화에 대한 독점계약을 금지하였으며, 공익목적으로 독
점권을 허락한 경우, 최대 3년마다 이를 검토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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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Directive 2003/98/EC
제11조(독점 계약의 금지)
1.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시장 참가자들이 공공정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 상품
을 개발하였더라도 공공정보 재이용은 시장의 모든 잠재적 활동주체에게 공개
되어야 한다. 공공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과 제3자 간의 계약 또는 기타 협약
을 통해 독점권을 부여할 수 없다.
2. 그러나 공익상 서비스 제공에 독점권이 필요한 경우, 독점권 부여에 대한
이유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3년마다 검토해
야 한다. 이 지침서가 발효된 이후 규정되는 독점적 조항들은 투명하게 공개되
어야 한다.
3. 2항의 예외 사항에 대하여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존의 독점 계약은 계약기
간 만료시 종결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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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공정보의 제공에 대한 적정대가의 부과․징수)

제10조 (공공정보의 제공에 대한 적정대가의 부과․징수) ① 공공기
관은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정보의 이용권을 부여 받은 민간
사업자에게 공공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적정한 대가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대가는 당해 공공정보의 제공
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초로 하되, 그 이용 목적과 조건, 그 상업적
활용으로 기대되는 부가가치, 투자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 등을 감
안한 적정한 수준에서 산정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공공정보의 제공에 대한 대가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취지】
o 공공정보의 제공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부과․징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익자 부담원칙 실현
o 이용대가 산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서 과도한 대가
부과․징수를 방지
- 그 경우 대가는 공공정보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초
로 하되 부가가치, 투자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 등을 감안
하여 산정하도록 규정
- 세부적인 대가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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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입법례】
o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에 근거한 정보 공개의 개념이므로 “실비의 범위
안”으로 비용부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7조 (비용부담)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
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
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기상법]은 법 제30조에 의거 기상사업자에게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의 별표를 마련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이용대가를 마련

기상법

시행규칙

제30조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제공) ①기 제20조 (수수료) ①법 제12조제2항의
상청장은 기상청이 보유하고 있는 기상

규정에 의한 기상측기의 검정수수료,

업무에 관한 정보를 기상사업자에게 제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상

공할 수 있다.

등의 정보제공수수료 및 법 제25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상등에 관한

한 정보제공의 내용·방법·시간 및 수수

증명·감정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수

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수료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국가

령으로 정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하며, 비
영리법인이 학술 또는 연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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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개정

1999.4.3>
②삭제<2000.8.21>
③기상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상측기의 검정 또는 기상등에 관
한 감정을 위하여 현지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검정 또는
감정을 신청한 자에게 제1항의 수수
료외에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따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4.3, 2005.11.3>

o EU 디렉티브 제6조 과금의 원칙 조항을 통해, 공공정보의
이용 대금을 부과할 경우 공공정보의 제공과 재이용 허락
으로부터 발생되는 전체 수입은 수집, 생산, 재생산 및 분
배비용, 합리적인 투자 대비 회수비용 등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o 또한 과금은 적정 회계기간 동안 비용중심으로 산정해야
하며, 해당 공공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회계 원칙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

EU Directive 2003/98/EC
제6조 (과금의 원칙) 제공 대금을 부과할 경우, 공공정보의 제공과 재이용
허락으로부터 발생되는 전체 수입은 수집, 생산, 재생산 및 분배 비용,
합리적인 투자 대비 회수비용 등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과금은 적정 회계기간
동안 비용중심으로 산정해야 하며, 해당 공공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회계
원칙에 맞도록 계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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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이의신청)

제11조 (이의신청) ① 공공기관이 공공정보 이용권 부여 신청을 거부
하거나 당해 공공정보를 부분 제공하는 결정을 한 경우, 제10조 제
1항에 의한 대가의 부과․징수에 관한 결정 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때에는 당해 민간사업자는 당해 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이용권을 부여한 민간사업자에게 공공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그 민간사업자는 그 공공정보의 제공이 거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제출한 자
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의 범
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기간연장 사유를 이의신청을 제
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취지】
o 공공정보 상업적 활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규정
으로 이용권 부여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에 대한 이의신
청 절차와 처리기한을 명문화
o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은 국가 대 국민의 관계가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사인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상업적 목적
에 따른 행위를 하는 문제이므로 이의신청 이외의 구제절
차는 일반 소송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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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입법례】
o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구제 이외에 국가의 행정행위에 대한 쟁송사항이므로 행
정심판과 행정소송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 (이의신청)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
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
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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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관한 관리)

제12조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관한 관리) ①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공정보의 상
업적 활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관한 사무를 총
괄․지원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취지】
o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관한 업무의 관장 주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는 한편, 정
보통신부 장관에게 그 총괄․지원 사무 및 공공정보 상업
적 활용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부여
【유사 입법례】
o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
게 기획․총괄업무를 관장시키고 있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4조 (제도총괄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
립 및 제도개선사항 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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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 (자료의 제출요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
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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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심의․조정)

제13조 (심의․조정) ①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공정보 활용 위원회
를 둔다.(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1. 공공정보 상업적 활용에 관한 정책의 심의․조정
2. 민간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공공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 행정자치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정
보통신부 장관, 국무총리가 지명 위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인
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취지】
o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활성화하고 관계부처 등 공공기
관 상호간의 원활한 협력을 기하기 위하여 공공정보활용위
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게 주요정책과 민간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심의․조정권을 부여
o 상업적 활용 촉진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 그 위상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그
위원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규정

- 52 -

【유사 입법례】
o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
본적 권리 보호차원에서 정보공개위원회를 대통령소속하
에 배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2조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
령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3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를 말한다)에
서 추천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
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
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⑥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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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전담기관의 지정)

제14조 (전담기관의 지정)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
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필요한 정책․제도의 연구 및 조사,
기획
2. 공공정보의 유통에 필요한 기술 및 표준화 연구
3. 그 밖에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관련된 업무를 수
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전담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
다.
⑤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취지】
o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표준
화 및 기술 연구, 정책․제도의 연구 및 조사․기획 등 촉
진 및 지원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o 정보통신부 장관이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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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입법례】
o 법의 실효성과 관련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전문 법정기관
을 별도로 설립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 (한국전산원의 설립) ①정부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의 정보화촉진등을 지원하고 정보화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한국전산원(이하 "전산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전산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전산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 관리 및 운영의 지원
3. 공공기관 주요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공동활용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정보통신표준화의 지원
4. 공공기관의 정보자원 관리의 지원
5.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 지원
6. 삭제 <2002.12.18>
7. 공공기관의 정보화촉진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④공공기관은 전산원의 설립·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전산원에 출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전산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위하
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⑤전산원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에게 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전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전산원이 아닌 자는 한국전산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전산원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화촉진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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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설립) ①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개발
2.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3. 문화산업의 창업 및 경영지원, 정보의 수집·공유·활용에 관한 사업
4. 디지털문화콘텐츠의 응용기술 개발·지원에 관한 사업
5. 문화산업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지원
6.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유통활성화와 마케팅,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7. 문화산업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8.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및 박
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박물관·공립박물관·국립미술관·
공립미술관에서 구축한 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 등 문화원형 자료에 대한 저작
권·사용료 등 제반 권리의 위탁 관리
9. 문화예술기관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관리·운영·평가 및 지원
10. 민속·설화 등 문화원형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저작권·사용료 등 제반 권
리의 관리 및 관련 사업자 지원
11.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⑤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한다.

o 공공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ㆍ배포 등에 관하여 전담기관
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으로는

미국의

GPO

(Government Printing Office), 영국의 OPSI(Offic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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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05 공공분야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8. (1) 규정 17(2)에 따라 제기된 불만사항과 관련하여 규정 17(1)로 수립된 절
차가 소진되었거나 공공기관이 합리적인 기간 안에 규정 17(2)에 따른 불만
제기를 처리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는 공공정보청(the Offic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에 불만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o 특히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공공정보는 GPO에서 전담하
여 관리하고, 주정부의 공공정보는 주마다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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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 및 교육․훈련)

제15조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 및 교육․훈련)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 법에 의한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관여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
을 실시할 수 있다.

【취지】
o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교육․훈
련 및 기타 필요한 공정한 이용 환경을 조성할 책무를 명
시적으로 부과
o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필요한 경우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
에 관여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에 대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
【유사 입법례】
o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는 정보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교육
과 홍보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2조 (정보문화의 확산) ①정부는 정보화촉진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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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확대등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정보화촉진등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 방송등 언론매
체를 활용한 정보통신관련교육과 홍보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o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서는 온라인디지털콘텐
츠의 산업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이하 "온라인콘텐츠"라 한
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대통
령령이 정하는 온라인콘텐츠 관련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
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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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메타데이터 구축)

제16조 (메타데이터 구축)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구축한 공공정보의 메타데이터를 수집․종합하여 민간사업
자에게 통합목록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메타데이터 구축을 위
해 필요한 표준화 및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취지】
o 민간사업자가 상업적 활용가능한 정보의 위치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검색하여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통합목록서비스
를 구축하기 위하여 메타데이터 작성 및 이를 토대로 한
통합목록서비스 제공을 명시
o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메타데이터 구축을 위해 필요한 표준
화 및 기술 지원 기능을 부여
【유사 입법례】
o EU 디렉티브 제9조에 공공정보 목록의 정리 조항을 두어
회원국은 접근이 용이한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공공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또한 주요 공공정보의 목록을 정리하고, 산재되어 있는 각
각의 공공정보에 링크를 연결한 포탈 사이트 구축을 의무
조항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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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Directive 2003/98/EC
제9조(공공정보 목록의 정리)
회원국은 접근이 용이한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재이용 가능한 공공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주요 공공정보들의 목록을 정리하고 산재되어 있는 각각의
공공정보에 링크를 연결한 포탈 사이트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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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품질관리)

제17조 (품질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보의 안정적인 품질확
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정보의 품질 개선
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취지】
o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정보의 안정적인 품질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공정보의 품질 개선
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공공정보의 인프라
및 내용이 최신성,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유사 입법례】
o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는 기간망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
여 품질관리를 별도로 규정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8조의2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의 구축·관리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광대역통
합정보통신망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으로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
을 구축·관리·운영하거나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담기관으로 하여
금 구축·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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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실태조사)

제18조 (실태조사)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 실
적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취지】
o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관한 주요지표들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함으로서 효과적인 관련 정책 수립 및 공공
기관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활성화를 도모
【유사 입법례】
o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는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운영실태를 평가하도록 하며 이의 결과를 국무회
의에 보고 후 공개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공개 실적에
대한 간접적 압박요소를 마련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4조 (제도총괄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
립 및 제도개선사항 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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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o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에서는 통계 등 실태조사를
규정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제27조 (통계 및 실태조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이러닝산업 관련정책의 효과적
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이러닝산업 관련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닝산업 관련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러닝사업자 또는 이러닝산업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받은 공공기
관, 이러닝사업자 또는 이러닝산업관련 법인·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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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민간사업자의 책무)

제19조 (민간사업자의 책무)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이용권
을 부여 받은 민간사업자는 해당 공공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함에
있어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 목적, 이용 조건 등을 충
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정보의 오류, 누락, 변조, 왜곡 등이 발생하
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취지】
o 공공정보의 불법사용 및 왜곡을 방지하여 공공정보 고유의
신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공공정보 제공기
관의 제공의지가 위축되지 않도록 민간사업자의 책무를 보
편적 준수사항으로 명시
【유사 입법례】
o 프랑스에서는 정보제공의 기본조건으로 변질, 왜곡에 대한
방지의무를 규정

프랑스 행정문서의 접근 자유와 공공정보의 재이용에 관한 2005년 6월 6일
행정명령 제2005-650호
제12조 행정기관의 별도 동의가 없을시, 공공정보의 재이용은 해당정보가 변질되
거나, 그 의미가 왜곡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그리고 정보의 출처와 최종 갱
신 날짜를 명시한다는 조건 하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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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세제상의 조치 등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20조 (세제상의 조치 등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 정부는 고부가가
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공공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민간사업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관련 세법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취지】
o 범국가적인 고부가가치 창출과 지식정보사회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민간사업자에 대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관련 세법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도록 근거를 명시
【유사 입법례】
o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서는 온라인디지털콘텐
츠사업의 촉진․장려를 위하여 세제지원 등의 규정을 둠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14조 (세제지원 등) ①정부는 온라인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
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관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
치를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온라인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
융 기타 행정상의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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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는 문화산업진흥을 위하여 세제
지원 등의 규정을 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0조 (세제지원 등) ①정부는 문화산업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시설과 문
화산업단지, 제작자·투자회사·투자조합이 문화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및 창업
자·창업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문화산업진흥시설과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장비, 설비 및 부품 등에 대하여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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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와의 관계)

제21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와의 관계) ①공공기관은 이 법에 의
하여 공공정보의 이용권을 부여받은 민간사업자와 경쟁적 관계에
있는 사업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은 당해 공공기관의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민간사업자
의 공공정보 활용 사업을 저해해서는 아니 된다.

【취지】
o 공공기관의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민간영역으로의 서비스
확대를 경계하고 민간사업자의 아이디어와 시장을 보호함
으로써 안정적인 사업기반이 마련되도록 배려
【유사 입법례】
o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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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과태료 부과)

제22조 (과태료 부과)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민간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정보를 활용한 경우
2. 제6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용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공공
정보를 활용한 경우

【취지】
o 과태료 정책으로 민간사업자의 책무 준수 강제를 통한 공
공정보의 신뢰성 확보
o 국가 대 국민이 아닌 사인간의 거래관계로 규정하는 본 법
에서는 행정질서벌의 성질을 가지는 과태료로 규정
【유사 입법례】
o [기상법]에서는 국가기간사업으로서의 기상정보 및 관측시
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태료 와 벌칙 규정, 양벌규정
등으로 규제

기상법
제48조 (벌칙) 제17조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보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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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을 목적으
로 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상사업을 한
자
제5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및 제49조의 위반행위
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1조 (과태료) ①제17조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보를 한 자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상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
를 제기한 때에는 기상청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
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
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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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4.18)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정보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
응하여 국가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
에 의한 정부산하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공공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
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
체 등에 기록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전자적 형태로 된 것을 포함한다.
3. "상업적 활용"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공무상 작성․취득하거나 보유하게
된 공공정보를 그 당초의 목적과 달리 민간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민간사업자"라 함은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메타데이터"라 함은 공공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활용을
위하여 공공정보의 소재, 이력 및 특징 등을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정보는 그 상업적 활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용의 편의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관
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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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
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
2.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3. 제3자가 지적재산권을 소유하여 그 활용이 제한되어 있는 정보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되어 있거나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정보
5. 그 밖에 상업적 활용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5조 (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공공정
보 중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공공정보의 소재, 이력 및 특징 등을 조사․파
악하여 이를 메타데이터의 형태로 구축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이용 조건 및 절차, 이용대가의
부과기준, 품질관리 지침 등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최신의 정보통신기
술을 활용하여 투명하고 명료하게 공지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사항 외에도 당
해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
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2장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 절차 등
제6조 (이용권 부여 신청) ① 민간사업자는 공공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
기관에게 당해 공공기관이 정하는 이용 조건 및 절차에 따라 그 공공정보
를 이용할 권리를 부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 있어 민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기재한 신청서 또는 온라인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사업자의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
재지 및 연락처
2. 활용하고자 하는 공공정보의 내용 및 이용 목적, 제공 방법 등
③ 그 밖에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이용권 부여 신청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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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이용권 부여) ① 공공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정보를 이용
할 권리를 부여해 줄 것을 신청한 민간사업자(이하 “신청인”)가 제6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 조건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용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정보를 이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의 처분에 의하거나 그러한 처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신청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계약에 의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이를 계약의 청약으로 본다.
③ 공공기관이 신청인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
에 관련된 이용권을 부여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이용 목적의 제한 등 필요
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제공여부
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신청인에게 결정
기간이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권 부여를 거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부사유 및 거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
여 알려 주어야 한다.
제8조 (공공정보의 제공 방법 등) ① 공공기관은 신청인에게 공공정보 활용을
위한 이용권 부여 결정을 통보한 후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 절차
등에 따라 적절하고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당해 공공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신청인이 지정한 이용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공공정보를 활
용할 경우 신청인의 공공정보 이용권을 박탈할 수 있다.
제9조 (독점 제공의 금지) ① 공공기관은 특정 사업자에게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은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그 경
우 공공기관은 독점적 권리 부여의 근거가 되었던 사유의 존속 여부를 정
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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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공정보의 제공에 대한 적정대가의 부과․징수) ① 공공기관은 제7
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정보의 이용권을 부여 받은 민간사업자에게 공공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적정한 대가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대가는 당해 공공정보의 제공에 소요
되는 비용을 기초로 하되, 그 이용 목적과 조건, 그 상업적 활용으로 기대되
는 부가가치, 투자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 등을 감안한 적정한 수준에서 산
정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공공정보의 제공에 대한 대가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이의신청) ① 공공기관이 공공정보 이용권 부여 신청을 거부하거나
당해 공공정보를 부분 제공하는 결정을 한 경우, 제10조 제1항에 의한 대가
의 부과․징수에 관한 결정 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때에는 당해 민간사업자
는 당해 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
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이용권을 부여한 민간사업자에게 공공정
보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그 민간사업자는 그 공공정보의 제공이 거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제출한 자에게 문서로 통
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때에
는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기간연장 사유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제12조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관한 관리)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지원한
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 업무에 관한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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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심의․조정) ①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공정보 활용 위원회를 둔다.(이하 위
원회라고 한다.)
1. 공공정보 상업적 활용에 관한 정책의 심의․조정
2. 민간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공공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 행정자치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정보통신부
장관, 국무총리가 지명 위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인을 포함한 5인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4조 (전담기관의 지정)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 업무
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필요한 정책․제도의 연구 및 조사, 기획
2. 공공정보의 유통에 필요한 기술 및 표준화 연구
3. 그 밖에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
에서 전담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5조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 및 교육․훈련)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보
의 상업적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한 이용 환경을 조
성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 법에 의한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관여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
다.
제16조 (메타데이터 구축)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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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구축한 공공정보의 메타데이터를 수집․종합하여 민간사업자
에게 통합목록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메타데이터 구축을 위해
필요한 표준화 및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품질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보의 안정적인 품질확보를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정보의 품질 개선을 지원하
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8조 (실태조사)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 실적을 정기
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
공기관, 민간사업자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민간사업자의 책무 등
제19조 (민간사업자의 책무)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이용권을 부여
받은 민간사업자는 해당 공공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함에 있어 제6조 및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 목적, 이용 조건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정
보의 오류, 누락, 변조, 왜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세제상의 조치 등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원) 정부는 고부가가치를 창
출하기 위하여 공공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조세
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관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와의 관계) ①공공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공공
정보의 이용권을 부여받은 민간사업자와 경쟁적 관계에 있는 사업을 수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은 당해 공공기관의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민간사업자의 공공
정보 활용 사업을 저해해서는 아니 된다.

- 76 -

제5장 과태료
제22조 (과태료 부과) 공공정보의 상업적 활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경우, 해당 민간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
과할 수 있다.
1.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정보를 활용한 경우
2. 제6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용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공공정보를 활
용한 경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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