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광고 수신거부 절차 간소화 추진 안내
개

요

o 이메일 광고의 수신거부 절차 간소화란?
- 메일 서비스 이용자가 수신한 이메일 광고의 수신거부 시, 광고 전송 사업자가
수신거부 처리를 위해 별도의 로그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절차를 개선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6에는 수신거부 시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o (이용자 불편) 이메일 광고 전송 사업자는 이메일 내에 수신거부
방법을 제공하지만 그 과정에서 별도의 로그인을 요구하여, 이용자가
거부의사 표시를 포기하는 경우 발생

o (공지메일 차단) 이메일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특정 이메일 주소에
대한 수신차단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광고 외 공지메일까지 차단
되는 문제점이 있음

□ 정책 추진의 필요성
o (스마트환경 조성) 최근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등의 보급 활성화로
이메일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임

- 앱을 통한 이메일 알림(push) 기능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모든 이메일을 스팸으로 인식하는 경우 불편함 역시 유발

o (수신차단 기능의 한계) 이용자가 이메일 광고에 대해 수신거부를
하더라도 광고 외의 공지메일 등은 수신할 수 있어야 함

- 광고 전송 사업자가 이메일 광고의 수신자수신거부자 목록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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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광고 수신거부 절차 개선사항
o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와 크기의 ‘수신거부’ 버튼 제공

o 수신거부 과정에서 아이디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요구 없이 간단한
클릭만으로 손쉽게 수신거부 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o 이메일로 수신거부 처리 완료 통보 (이후 광고 메일 전송 금지)

<예시> 이메일 광고 수신거부 절차

본 메일은 고객님께서 OOOO년 O월 OO일에 광고 메일 수신에 동의하였기에 발송된 메일입니다.
만약 더 이상의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버튼를 클릭하십시오.
(If you don’t want to receive this e-mail anymore, click [HERE].)

⇩

광고 메일에 대한 수신거부를 신청하시겠습니까?
(Do you want to unsubscribe e-mails?)
예

yes

아니오

no

⇨

수신거부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Unsubscribe request has been completed.)
수신거부 처리 결과는 메일로 발송됩니다.

□ 관련 근거
o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및 별표 6에
따라 이메일 광고 전송자는 이용자의 수신거부 처리 시, 이메일 전송에
이용된 연락처 외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④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 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수신거부의 의사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② 법 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제61조제2항 관련)
1. 전송매체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전자우편) 2. 본문란에 관한 사항
다.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안내문을 명시하고 수신거부
여부를 간편하게 선택하는 방식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안내문과 기술적
조치는 한글 및 영문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개인정보를 전송자
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수신거부를 어렵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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