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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현황

05
제 1절전자무역추진현황

1. 전자무역혁신계획

가. 무역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혁신 요구

1991년 무역자동화법 제정 이래 상역·외환·통

관·물류 등 부문별 자동화 사업을 추진하여 업무 프

로세스의 상당 부분을 전자화하 고, 이를 통해 서류

의간소화와비용의절감등성과를거두었으며, 수출

입신고(통관) 업무의경우100% 전자화하는등세계

적인수준에이르 다. 

그러나 그간의 노력이 무역 자동화에 집중되었고,

기관간협조가미흡하여무역전반에걸친혁신을이

루기에는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 정보환

경의급속한변화는기구축된무역유관망간유기적

인 연계를 통한 새로운 전자무역체제의 도입과 프로

세스의획기적인개선을요구하고있다. 이에따라기

존에 VAN/EDI 기반의 무역자동화망을 인터넷 기반

의e-트레이드플랫폼체제로고도화할필요성이대두

되었다. 

수출 경쟁력 극대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무역 패러

다임인 전자무역 인프라의 조기 구축이 필요하고, 이

를 통해 무역 프로세스의 신속화와 획기적인 비용 절

감이 가능할 것이다. 미국(ACE프로젝트), 홍콩

(DTTN), 싱가포르 등 선진국들도 전자무역을 국가

e-비즈니스정책의핵심으로추진하고있다.

나. ‘전자무역촉진3개년계획(2004~2006)’의

본격 추진

2003년 7월 국가 전자무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범국가적 협의체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국가전자무역위원회를 구성하 으며,

2003년 12월 국가 전자무역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으

로서‘전자무역촉진3개년계획’을수립하고핵심전략

을확정하 다. 

다. ‘전자무역혁신계획(안)’의 주요 내용

(1) e-트레이드플랫폼구축

인터넷기반의범국가적무역인프라로기능할e-트

레이드플랫폼구축을통해현행1:1 무역서비스체제

를 N:N 체제로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또한, 전



자무역문서보관소 등 핵심 인프라를 통해 문서의 유

통성을 확보하고 마케팅·상역·물류·통관·결제

등 모든 무역 유관기관을 국가 전자무역망으로 연계

하게된다. 

(2) 무역절차재설계

단절없는 무역 서비스 실현을 위해 마케팅에서 결

제에 이르는 무역 절차 전반을 재설계하여 업무를 간

소화하고업무의단절을방지할예정이다. 

(3) 로벌협력강화

국가 간 서류없는 무역 실현을 위해 로벌 협력을

확대하고자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및 APEC, ASEM

등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동아시아·유럽 국가와

의민간협력사업지원을확대할계획이다. 

(4) 법제도개선

업계의 활용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현행 무역자

동화법을‘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가칭)’로 전면 개

정하여 인터넷 기반의 전자무역혁신체제를 정립하고,

기술개발·전문인력 양성 등 업계 확산을 위한 제도

적기반을조기에구축한다. 

라. 전자정부 핵심과제인‘전자무역 서비스’의

청사진 마련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기업 서비스 고도화

를 위한 필수 과제로서‘전자무역’을 선정하고, 마케

팅부터 결제에 이르는 제반 무역절차를 단절없이 처

리할수있는국가전자무역의미래모형설계및구현

을위한범국가차원의전자무역사업이시작되었다. 

2004년 상반기에는 과제 추진시 효과를 충분히 달

성할수있도록무역업무프로세스혁신(BPR/ISP)을

위한 용역 사업을 추진하 으며, 이를 통해 미래모형

과 개선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도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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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 전자무역서비스 미래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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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 전자무역촉진3개년계획의 핵심 4대전략

2211세세기기무무역역부부국국 ee--TTrraaddee KKOORREEAA 실실현현

인터넷환경에맞는범국가적전자무역인프라조성
- 인터넷기반의전자무역구현을위한시스템적·제도적
기반마련

단절없는전자무역서비스실현
- 무역절차별전자무역촉진저해요소를발굴하여개선

국가간서류없는무역실현을위한대외협력강화
- 로벌전자무역구현을위한국제협력활동에주도적참여

對업계전자무역활용확산가속화
- 전자무역수출지원사업확대및사용자친화적인환경구축



마. 추진체계

국가전자무역사업의 중장기적 추진 필요성과 전문

성을 감안하여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한국무역

협회 내에‘전자무역추진센타’(가칭)를 신설하고, 동

센터에는 산자부, 관세청, 무역협회, KTNET,

KOTRA,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등 관련 실무진들

이참여하게된다. 

2. 전자무역의 미래모형과 e-트레이드
플랫폼

가. 비전 : 21세기 무역부국 e-Trade

KOREA의 실현

국가 전자무역 사업의 비전은 모든 기업이 언제 어

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가장 경제

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무역활동을 수행하도록하

는것이다. 이를위해인터넷기반의24시간연중무휴

무역체제와 주요 교역국과의 로벌 전자무역 네트워

크를구축한다. 

또한대다수기업들이전자무역을전략적으로활용

할 수 있는 e-트레이드 기업으로 변모시켜 국제 경쟁

력을 향상한다. 이를 위해 기업 e-비즈니스와 전자무

역인프라의연계가필수적이다.

이런비전의달성을통해규제완화및투명성제고

등으로‘무역하기좋은기업환경’을확립하는것은물

론, 2008년이면 연간 총 1조 8,189억원의 비용절감

및수출증대효과를얻을수있을것으로분석된다.

중소기업 등 무역업체가 업무를 단절없이 처리할

수 있는 단일창구(Single Window) 기반의 전자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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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 전자무역 혁신사업 추진체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자정부전문위원회)

전자무역서비스사업단

산업자원부·관세청

수행기관

전자무역추진센터

용역수행업체

전자무역플랫폼구축
및기술지원

유관기관
협의체

실무전문가
워킹그룹

자문단

전담기관

한국전산원

구분 과제명

e-트레이드 ①전자무역문서보관소등핵심인프라구축

플랫폼 ②유관기관및 로벌네트워크연계추진

③e-트레이드플랫폼의서비스환경구축·고도화

④e-트레이드플랫폼구축·운 을위한법적기반마련

무역절차 ⑤바이어정보등마케팅정보의신뢰성확보

재설계 ⑥해외마케팅정보전문제공자(CP) 육성

(마케팅, 상역, ⑦해외마케팅정보종합검색시스템구축

물류·통관, ⑧온/오프라인해외마케팅지원사업효율화

외환·결제) ⑨효과적인수출입마케팅온라인창구마련

⑩수요자중심의원스톱수출입요건확인시스템구축

⑪요건확인업무의전자화촉진을위한법·제도개선

⑫검사/검정/인증결과확인업무프로세스개선

⑬양허·할당추천업무프로세스개선

⑭L/G·D/O 중심의수입관련문서의유통프로세스개선

⑮수출S/R·B/L 문서의연계처리방안설계

⒃무역업체중심의물류·통관정보서비스체계구축

⒔인터넷기반의수출입통관체제구축

⒕L/C(수출신용장) 취합시스템구축

⒖Local L/C(내국신용장) 결제업무전자화

⒗전자유가증권유통을위한법적기반마련

(21)무역결제전자화를위한은행권공동추진체계마련

(22)부대비용결제수단으로‘전자외상매출채권’활용

(23)수출입부대비용결제시스템구축

로벌협력 (24)동아시아, 유럽지역간전자무역네트워크구축

(25)국가간e-C/O, e-B/L 유통위한협력사업추진

(26)전자무역문서의국가간유통을위한신뢰모델구축

(27)전자인증에대한국가간상호인정협정체결

(28)국제기구차원에서의전자무역협력논의주도

(29)UN·WCO 등전자무역표준화논의적극참여·수용

법·제도 (30)무역자동화법을‘전자무역촉진법’으로전면개정

개선 (30)전자무역추진체제법적근거마련

(30)전자무역중개기관제도개선을통한실효성확보

(30)전자무역기술개발및인력양성위한법·제도마련

<표 2-5-1> 전자무역 혁신 33대 과제내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마케팅·상역·외환·물류·통

관·결제및 로벌연계등전체무역업무를아우르

는 프로세스의 혁신, 그리고 전자무역 촉진과 업계의

활용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이 이러한 e-

Trade KOREA를위한기반이될것이다. 

나. 국가 전자무역의 미래모형

(1) e-트레이드플랫폼미래모형

e-트레이드 플랫폼은 인터넷 등 최신기술을 활용하

여 마케팅에서부터 결제에 이르는 무역업무 전반을

단절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 무역절차별 유관망

을 효과적으로 연계한 새로운 개념의 국가 전자무역

허브이다. 

e-트레이드 플랫폼을 중심으로 마케팅, 외환/결제,

상역, 물류/통관, 표준/인증 등 유관기관을 연계하여

무역업체에게 단일창구(Single Window)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자무역 문서의 유통성을 보장함으로써

단절된 프로세스를 연계하고 불필요한절차를 단축하

여업무의신속성을확보케한다. 

(2) e-트레이드플랫폼의구성

e-트레이드플랫폼은크게인프라 역과서비스

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프라 역은 전자무역문

서 유통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무역문서유통관리시스

템, 유관기관·사용자 연계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

스, 그리고, 서비스기반구조인사용자단일창구로구

성된다. 서비스 역은 마케팅 지원, 상역, 물류, 통

관, 결제서비스 등 무역절차별 다양한 연계·부가서

비스를단일창구를통해제공하게된다. 

3. 전자무역서비스 1차년도 사업개요

정부의전자정부사업의일환으로전자무역혁신사

업 33대 과제 중 1차년도(2004년) 사업으로 △전자

무역 문서보관소 구축 시범사업 △전자신용장(e-

L/C) 유통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있으며, 2005년하

반기부터서비스에들어간다. 

본 사업은 전자무역 서비스의‘e-NEGO 기반 구

축’을 위해 은행·금융결제원 등 금융권과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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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4> 전자무역(e-Trade) 플랫폼 미래모형

화주/무역업체

단일창구거래선발굴

전전자자무무역역플플랫랫폼폼

전자문서보관소

B2B 중계시스템

마케팅 외환 전자민원 물류/통관 결제

무역e-마켓플레이스
거래알선사이트
무역정보제공기관

신용조사기관

신용조사기관
무역e-마켓플레이스

수출입승인

각조합/협회
상공회의소
검역소
보험사
민간기관

로벌

로벌
네트워크

해외생산
법인/지사

외국
상공회의소

해외
공급업체

외국세관

해외
바이어

국가간
연계

국제인증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SWIFTNet 
한국은행
국내외은행
외화결재망

물류기관
선사/항공사
포워더

CY, 보세창고
KLNET 
KILC 

국가물류BPR/ISP

통관관련기관

관세사
관세청



e-L/C 유통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 시범구축하는전

자문서보관소를활용해 수출신용장의취합 및 관리체

계구축을목표로한다. 

현재 신용장(Letter of Credit) 온라인(EDI) 통지

률이 17%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많은 외국계 은행은

오프라인으로만 통지하는 실정이다. 온라인으로 통지

받는경우에도L/C 관련정보를각은행별로별도관

리하고 상호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출입업체는

종이원본을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여 네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아울러, 수출신용장은 수출신고(세

관), 수출입승인(조합등승인기관), 네고(은행) 등여

러 유관기관의 업무에 활용되는 제3자 유통이 중요시

되는 서류로서 이와 관련한 활용은 현재 종이서류 방

식으로처리되고있다. 

‘전자신용장 유통관리 시스템’은 대표적인 무역서

류인 L/C의 전자화를 보다 확대하고 해당 은행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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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6> e-L/C 유통관리시스템의 개념

L/C
유통관리시스템

L/C
원본저장

네고이력저장
한도확인

L/C 원본확인
화물선적정보확인

화물정보
L/C 번호연계

선사, 포워더

화물선적
정보확인

전자무역
문서보관소

적하목록신고
(L/C 번호)

신용장통지
매입신청

관련정보
일괄조회

MFCS

통관정보

창고(CY)

무역업체

인터넷 단일창구
전전저저무무역역플플랫랫폼폼

개설은행 통지은행 매입은행
A

매입은행
B

마케팅

<그림 2-5-5> 전자무역(e-Trade) 플랫폼 개념도

인인프프라라 역역

사용자인터페이스(포털, 인터페이스, 웹서비스)

유관기관· 로벌연계인터페이스

서비스 역(사용자단일창구)

전자무역문서유통관리

메시지중계시스템
전자무역문서보관소

(1단계)
표준등록저장소

마케팅 상역 물류 통관 외환/결제



관리하고 있는 L/C를 취합하여 전자문서보관소에 보

관하는 중앙집중적인 관리체계로서, 주요 시중은행,

금융결제원 등 금융권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무

역업체는 종이 신용장을 들고 은행에 방문할 필요가

없어 무역업무가 획기적으로 간소화되고, 당일 네고

가 가능해져 수출대금 회수기간 단축 및 무역업체의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등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것이다. 

금융기관은신용장정보를전자적으로관리하고실

시간 상호 공유함으로써 신용장의 이중 네고, 위변조

등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고, 금융권

공동으로L/C 한도관리정보의통합관리체계를도입

하여신용장관련업무를획기적으로개선하게된다.

시범 구축되는 전자문서보관소는 전자문서의 진정

성및제3자유통성을확보케하여동일문서중복제

출및종이원본제출을생략하게하는핵심기반이며,

무역업무 프로세스를획기적으로 개선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이다. 향후 네고에 필요한 첨부문서의 전자화

하고 적용문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은행방문이 필

요없는‘e-Nego’를구현할계획이다. 

제 2절무역중개사이트이용현황

1. 무역중개 사이트 현황

가. 일반 현황

국내전자무역의초기확산단계에서결정적인역할

을 담당한 것은 무역중개 내지 무역거래알선 사이트

들이다. 이들은 인터넷이란 가상공간에 개설된 하나

의 로벌 장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

벌e-마켓플레이스로불리기도한다. 

전세계적으로e-마켓플레이스들은인수, 합병등이

합집산을 거듭하고 있어 정확한 숫자는 밝혀지지 않

고있으나, 대략1만개이상의e-마켓플레이스가구축

되어운 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국내의경

우 2004년 3/4분기(통계청) 현재 241개의 e-마켓플

레이스가 운 되고 있으며, 정확한 구분이 어려운 경

우를 제외하면 무역 e-마켓플레이스가 전자·반도체

다음으로활성화되어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무역 e-마켓플레이스 쉽게 말해서“구매자(Buyer,

수입업체)와 판매자(Seller, 수출업체)가 해외홍보,

마케팅, 거래선 발굴, 거래협상 등을 할 수 있는 인터

넷기반의전자시장”을말한다. 그러나무역e-마켓플

레이스는 B2B의 모델로서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에

비해 정덩한 대우를 받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것은

국가 간 상거래인 무역거래의 전체 프로세스를 온라

인으로만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 이전의 오퍼

정보, 기업정보, 상품정보 등의 중개역할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보

안및인증기술등인터넷관련기술의발달에힘입어

계약 이후의 서류 중심의 정형화된 업무도 인터넷 상

에서 처리할 수 있는 XML/EDI 서비스 등이 제공되

면서무역e-마켓플레이스는단순중개기능에서무역

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통합무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기

능이확대되고있다. 

이러한 무역 e-마켓플레이스의 기능 확장은 2003

년 3월 연간 수출실적 500만 달러 미만의 국내 중소

기업에게거래알선및바이어정보제공은물론,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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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2005.1.

<그림 2-5-7> 국내 e-마켓플레이스수 현황

섬유의류
6.6%

무역
14.6%의료

5.0%

농수축산물및식음료
8.3%

MRO
8.7%

기계및
산업용자재
12.9%

화학
6.6%

건설
자재
5.8%

전자10.8% 

기타
14.1% 

석유2.9% 

철강4.1%



거래 성사 및 사후 관리까지를 종합 지원하도록 하는

e-무역상사제도의시행으로더욱가속화되고있다. 

현재e-무역상사로지정된EC21, ECplaza, Tpage

등대표적인국내무역e-마켓플레이스들은여타민간

부문의무역e-마켓플레이스, 그리고산업자원부의지

원하에KOTRA가운 하고있는오퍼정보통합검색

사이트인 BuyKorea.org, 중소기업진흥공단의 Kore

an Marketplace 및 지자체들에 의해 운 되고 있는

공공 부문의 무역 지원 사이트와 함께 국내 중소기업

의수출증대에크게기여하고있다. 

나. 무역 e-마켓플레이스의 기능

무역 e-마켓플레이스는 국내 거래보다 비용, 시간,

노력이많이들고거래파트너를찾기어려운국제간

무역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바

이어를 찾는다든가 공급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지원

하기 위한 무역 e-마켓플레이스가 출현한 것은 1995

년 이후로 볼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기업 디렉토

리, 상품정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성격의 사이트는

존재하 다. 다만무역e-마켓플레이스가이들과다른

것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가직접 인터넷에희망하는

거래내용을 띄우고 거래파트너를찾는 형태라는점이

다.

초창기의 무역 e-마켓플레이스는 수출입오퍼를 게

시판에 띄우거나 게시판에 올라온 오퍼들을 검색하는

형태를띠었다. 그러나얼마지나지않아업체가상품

정보를 카탈로그로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검색할 수

있게하는기능을포함하는형태로진화하게된다. 그

리고최근에는대금결제, 물류업무등의실제거래기

능까지포함하는통합e-무역상사서비스의제공을위

해노력하고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무역 e-마켓플레이스들

이 무역업무의 전 과정을 지원하기보다는 무역계약

체결 이전의 정보적 기능과 거래알선 기능을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e-마켓플레이스들이 공통적으로

제공하고있는서비스는<표2-5-2>와같다.

이러한 가운데 EC21, ECplaza, Tpage 등 e-무역

상사로 대표되는 민간 주도의 무역 e-마켓플레이스들

은 점차 상업성, 수익성을 추구하면서 6C’s중 Conte

nts, Commerce, Connection, Customization 등에

중점을둔거래기능의강화에힘을쏟고있다. 

이에 비해 KOTRA가 운 중인 BuyKorea.org 등

의대표적인공공부문의무역e-마켓플레이스는무역

거래 알선정보의 통합검색 서비스, 온라인 원격화상

상담시스템과 같이 무역 포털의 6C’s중 Contents,

Connection, Communication, Customization 등에

중점을 둔 무역 관련 e-인프라로서의 기능을 유지 내

지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무역 e-마켓플레이스

의 특성을 크게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정

리하면<표2-5-3>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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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공공부문 민간부문

목 적 공익추구형 수익추구형

제공자 중앙및지방정부, 공공기관 e무역상사, 전문기업, 종합무역상사

주요기능 홍보, 통합검색, 정보제공, 무역상담, 거래알선기능 홍보, 정보제공, 무역상담, 거래알선기능, 수출입대행

거래형태 B2G, B2B B2B, B2G, B2C

기능특성 정보적기능+ 거래알선기능 정보적기능+ 거래알선기능+ 거래적기능

중점사항 Contents, Connection, Communication, Customization Contents, Commerce, Connection, Customization 

<표 2-5-3> 무역 e-마켓플레이스의 특성 비교

자료 : 실크로드21 평가및발전전략, KOTRA·한국통상정보학회, 2003. 6. 

구분 서비스 내용

공통서비스 거래알선 판매오퍼및구매오퍼등록& 검색

업체디렉토리 업체소개및프로필정보등록& 검색

제품카탈로그 상품전자카탈로그등록& 검색

부가서비스 정보 전시회및무역정보등제공

커뮤니티 동호인모임, 웹사이트링크등

거래프로세스 해외마케팅및수출입업무대행(유료)

<표 2-5-2> 무역 e-마켓플레이스의 주요 서비스



2. 국내 무역 e-마켓플레이스 운 현황

가. 일반적 동향

통계청의 e-마켓플레이스 현황조사(2004년 3/4분

기)에서는무역e-마켓플레이스가14.6%(34개)를차

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이들의 운 실태

를조사한결과실제로운 중인무역e-마켓플레이스

는총23개로나타났다. 

이가운데민간기업이운 하고있는무역e-마켓플

레이스는 20개(외국계 2개 포함)이며, 무역유관기관

이 운 중인 것은 3개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초창기

와는 달리 무역 e-마켓플레이스의 운 이 점차 무역

유관기관 중심에서 민간기업 주도로 이동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기업 주도의 무역

e-마켓플레이스 운 은 지금까지 무역업체들에게 무

료로제공되어왔던거래알선또는오퍼정보및상품

카탈로그 등록과 같은 서비스가 앞으로는 유료화로

전환될수밖에없다는것을시사하고있다. 

한편 페이지뷰와 방문자를 기준으로 전 세계 인터

넷 사이트의 순위를 매기는 Alexa Ranking(www.

alexa.com)의 평가에 따르면, EC21, ECplaza,

Tpage 등대표적인국내무역e-마켓플레이스는중국

기반의 해외 무역 e-마켓플레이스인 Alibaba 및

GlobalSources에이어상위순위를차지하고있는것

으로나타났다. 

Alexa Ranking의평가에서특기할만한사실은무

역 e-마켓플레이스 중에서 거래알선 기능 외에 EDI

기술을 이용한 무역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

2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향후 이와 같이 거래

알선 서비스는 물론 인터넷 기반의 무역자동화 서비

스를통합제공하는무역e-마켓플레이스가점차늘어

날것으로보인다.

국내 무역 e-마켓플레이스를 회원수, 제공 서비스,

전문성, 수익성 등의 관점에서 나눠볼 때 삼성물산,

대우등의종합무역상사와지자체가운 했던무역e-

마켓플레이스는일부 없어지거나 겨우 명맥만 유지하

고 있다(<표 2-5-4> 참조). 이에 반해 e-무역상사로

지정된 EC21, ECplaza, Tpage 등 민간 전문기업이

운 하고 있는 무역 e-마켓플레이스는 주요 업체로서

활발한 비즈니스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무역유관기관이 운 하고 있

는무역e-마켓플레이스가그뒤를잇고있다.

한편 대부분의 무역 e-마켓플레이스들은 뚜렷한 수

익모델의 부재로 한결같이 운 에 어려움을 겪고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 e-마켓플레이스에 대한 관

심이 다른 나라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사

이트가 실패하 다. 대표적인 예로 삼성물산의

FindKorea가이미폐쇄되었고, Expo22, Tradeoffer,

Chaostrade 등도 심각한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닫을위기에놓여있다.

세계적으로 일부 무역 e-마켓플레이스가 오퍼 유료

화 시행 및 서비스 분야 유료모델 개발 등의 자구책

마련으로수익성확보를위해노력하고있으나, 그성

과는미미한상태이다. 실제로 국의Worldbid는오

퍼의 유료화를 시행하 지만, 실패로 나타났다. 중국

의 Alibaba도 기업신용평가 및 인증 서비스인

TrustPass를출시와함께유료회원확보를위해공격

적인마케팅을전개하고있으나, 그성과는아직만족

할만한수준이라고보기는어렵다.

새로운 주도 사이트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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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무역e마켓플레이스

주요업체 EC21, ECplaza, Tpage

중견업체 Koreasme, KOBO.net, BuyKorea.org, Tradearea, Tradeatoz, Dreammart, Hyundaicorp

중소업체 Chaostrade, tTradepost-chat, MPOST.org, Cytra, Nettrade21,  ECROBOT, gto.kofa.org, Tradeleague

도태업체 Findkorea, Daewootrade, Findoffer, Tradeoffer, Intztrade, Expo22, Cybercc.com, krit.co.kr

<표 2-5-4> 국내 무역 e-마켓플레이스의 현황

자료 : “전자알선사이트의현황과발전방향”, 정재승, 2003년도하계정기학술발표대회논문집, 한국통상정보학회, 2003.6.



서 국내 무역 e-마켓플레이스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

수익성 확보를 자구노력 등과 병행하여 정부의 지원

이 강화된다면 전자무역 분야에서 세계의 주도권 확

보 및 중장기적 무역진흥에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

인다. 다만 다국어 사이트 구축과 무역 관련 물류, 보

험등의연관서비스를연계하려는시도는아직큰성

과를거두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나. e-무역상사 운 현황

정부에서는전자무역확산전략의일환으로민간부

문의 무역거래 알선사이트를 소위 e-무역상사로 육성

하여 중소기업의 전자무역을효과적으로 지원하기위

한 계획을 세우고, 2003년 3월 EC21, ECplaza,

Tpage 등 3개의 무역 e-마켓플레이스를 e-무역상사

로 지정하 다(<표 2-5-5> 참조). e-무역상사는 인터

넷 무역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전자무역 제반기

술을활용하여거래알선, 상담, 수출입계약뿐만아니

라 경우에 따라서는 수출대행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개념의 무역상사로기존의 종합무역상사와는많은 차

이가있다.

그러나이들 e-무역상사들은자본, 인원, 성과측면

에서 대부분 중소벤처 규모의 기업이며, 개별업체가

자체 역량으로 e-무역상사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벤처시장의 부진으로

자구적 자본 유치를 통한 규모 확장이 현실적으로 곤

란하다. 따라서국가자원의효율적배분측면에서적

절한배려가필요한것으로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무역협회에서는 2003년에 이어

2004년에 수출실적 300만불 이하인 중소무역업체

200개를 지정하여 무역업무를 지원하도록 한 결과,

2004년 12월말까지 총 3,060건, 5,870만달러의 거

래상담 실적 및 실제 계약실적 337건, 795만달러를

달성하 다.  

다. 2004년도 e-무역상사 지원 현황

2004년도엔 중소기업의 200개사를 지정하여 3개

e-무역상사사각업체를배정받아해외마케팅에서무

역업무를 대행한 결과 많은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2003년에 지원받은 150개사의 2004년 수출실적인

45.3%(11월말현재) 증가하여우리나라총수출증가

율32%를훨씬상회하는결과가나타났다. 

특히자료를살펴보면2003년도지원받은150개사

의 수출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마케팅 지원활동이

당해연도에 비해 다음 연도에 지속적인 효과가 나타

나는 것을 볼 때, 향후 많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

원해야할필요성이있다고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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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C21 ECplaza Tpage

배경 한국무역협회(KITA)에서분사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에서분사 민간벤처기업

사업수행 분사전: 1997~ 분사전: 1996~ 1999.7.~

분사후: 2000.4.~ 분사후: 2000.4.~

매출규모 45억원(2003.12.결산기준) 33억원(2004.6.결산기준) 32억원(2003.12.결산기준)

자본금 17억원 20억원 24억원

인력 56명(IT 및무역전문가) 70명(IT 및무역전문가) 22명(IT 및무역전문가)

<표 2-5-5> e-무역상사 지정업체 현황

자료 : 산업자원부

수혜기업현황 2002년 2003년 2004년

수출액 수출액 수출액

2003년 150개사 37,721 40,478 58,804

전년도대비증가율 - 7.3% 45.3%

2004년 200개사 - 49,141 66,584

전년도대비증가율 - - 35.5%

<표 2-5-6> e-무역상사 수혜기업 수출동향



제 3절 로벌전자결제시스템동향

1. 개황

전자무역의 완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개발과 정착

이 요구된다.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전자무역 결제시

스템은크게3가지방향에서접근해볼수있다.

첫째는 기존의 모든 절차를 유지하면서 단지 종이

서류를 전자서류로 대체하고자하는 실질적인 접근방

식(substantial approach)으로 BOLERO가 대표적

인 예이다. BOLERO는 1994년 6월 홍콩, 네덜란드,

스웨덴, 국, 미국의 해상운송회사, 은행, 통신회사

등이 참여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시작된 Bolero Proje

ct(Bill of Lading for Europe, Bill of lading Electro

nic Registry Organization)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SWIFT와 TT클럽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들이 합

작으로설립한Bolero Operation Ltd.는사용자그룹

인 Bolero 협회와 함께 범세계적으로 무역서류의 전

자화를 통한 상업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둘째는컴퓨터의도입으로필요없게되거나중복되

는 절차를 생략하고 업무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발휘

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는 기능적 접근방법(functio

nal approach)이다. 세계무역센터협회(WTCA)와

GEIS를비롯한미국의몇몇기업들이주도가되어추

진하고 있는 TradeCard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는 전

통적인 신용장을 대체하여 수출입 서류의 전송과 대

금결제방법을전자화하려는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역대금결제는 물론 당사자 인증, 무

역거래알선, 무역정보제공, 무역서류전송까지원스

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통합적 접근방법(inte

grative approach)이다. SWIFT와 전세계 초우량은

행들이 주도하고 있는 Identrus나 BeXcom의 솔루션

을 이용한 ABN/Amro의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밖에국내의경우LG전자, 삼성전자등의대기업들

이 협력회사와의 대금결제를관련 무역자동화관련업

체 및 은행들과 협력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수행하

고있다.

그러나 관련업계의 기대와는 달리 아직 대부분의

전자무역결제시스템들은 시범사업 단계에 머무르고

있을뿐아직정착단계에까지는이르지못하고있다.

이처럼 무역결제 분야의 전자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역결제가 여러 나라에 걸쳐 다수의 관

련당사자가각기다른법령에적용을받는특성이있

어 먼저 당사자 전원이 전자화에 따른 준비를 갖추어

야만한다는문제를안고있기때문이다. 또한거액의

자금이 이전되는 무역거래를전자적인 시스템을 통하

여 결제할 때 당사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높은 비용,

위험의 해지방안 부재, 문제 발생시 해결방안 미흡도

주요한원인이되고있다.

실제로이미출현한지수년이경과한TradeCard의

경우, 은행의 개입이 배제된 상태에서 단순히 신용보

증기관의신용만으로 결제와 거래이행이 이루어질 것

인지에 대한 무역업계의 신뢰가 확립되지 못한 상황

이다. BOLERO의 SURF도 기존의 신용장거래 혹은

추심거래를 인터넷 기반으로 전자화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상대적으로 출발이 늦은 아이덴

트러스(Identrus)의Eleanor의경우전통적인무역결

제 방식인 신용장 방식 혹은 추심방식 등에서 수행되

는제반기능을유사하게수행할뿐만아니라, 나아가

전자적 방법에 의한 거래의 특성 상 나타나는 문제점

들에 대처하는 기능을 추가되기는 하 으나, 아직 국

내 일부 금융기관들에 의해 도입되어 상용화를 시도

하고있는정도이다.

2. 전자무역 결제시스템 현황

가. BOLERO

BOLERO(Bill of Lading Europe, Bill of Lading

Electronic Registry Organizaion)는 SWIFT와 TT

클럽이 각각 절반씩 출자하고 전세계 80여개 은행·

선사·무역업체가 회원사로 참가하여 운 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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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시스템이다. 주요 기능은 선하증권(B/L)의

전자문서화를 기본으로 신용장·송장등 각종 무역관

련서류와자료를인터넷으로제공하는것이다. 

선적서류의 정확성을 높이고 전세계적으로 연간

4,200억달러에 달하는 서류 취급비용을 절감하기 위

해 1994년 태동한 BOLERO 프로젝트는 1998년

국에 본사를 설립함으로써 본격화됐다. BOLERO는

1999년 말 로벌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SURF(Settlement Utility for managing

Risk and Finance)’라는 새로운 결제솔루션을 개발

함으로써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삼성전자의 43개 지사와 31개 해운사와의 메시징 서

비스가 BOLERO에 의해 인증된 소프트웨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Japan Tobacco, Toyo Ink, Peu

geot, Diageo 등의 국제적인 대기업들이 BOLERO

서비스를채택하고있다. 

BOLERO는 전자메시지의 안전한 송수신을 할 수

있는이른바‘메시지플랫폼’으로서의기능수행을하

는것으로스스로의역할을정의하고있다. BOLERO

의 SURF는 무역거래에서종전의 종이서류로이루어

지던 과정을 전자메시지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자동화한 부가가치 서비스의 하나로, 전자적인 환

경에서 무역결제를가능케 하는 전산시스템이라고할

수있다. 

SURF는 BOLERO의 기능을 토대로 하여 기존의

종이서류로 이루어지던 무역거래과정을 변화시키지

않고 단지 전자메시지로 대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

다. 이 과정에서 종이서류가 전자메시지로 대체됨에

따라 은행원의 육안에 의존하던 선적서류의 신용장

조건과의 일치 판정기능을 컴퓨터에 의해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SURF가 지원하는 26가지의 결제

방식에는 Open Account, Advance Payment, Docu

mentary Collections, Documentary Credits, Stand

by L/C 등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무역결제 방식을 지

원하고있다. 

이중화환신용장에대응하는SURF의거래구조를

도식화해보면 <그림 2-5-8>과 같다. 그림에서 점선으

로표시된거래들은‘Bolero.net’의시스템상에서이

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거래에 사용되는 서류들

은전자서류들을이용할수있다.

나. SWIFTNet

기존의 SWIFT는 은행 간의 대금결제나 정산을 위

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고, 은행들만의 이익을 대변

하는비 리단체이다. 따라서은행을제외한증권, 보

험, 카드, 일반기업등은은행에외환메시지를보내기

위해서는 전자적인 방법이 아닌 종이문서로 보내야

했다. 물론일부대기업들의경우자사의ERP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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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8> SURF를 통한 거래구조

Insulting
Bank

SWIFT

Advising
Bank

Buyer 

SurfBolero App Bolero
Comply

Seller
BoleroPO toPrep

<그림2-5-9> SWIFTNet 기반 하의 FileAct를 이용한 송수신

실시간파일전송
(파일송신)

실시간파일수신
(파일수신)

스토어& 포워드파일
전송



과은행을연동하여자동화하기는했지만, 이또한은

행이 중간에 매개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송수신을불가능하 다.

그리고 기존의 SWIFT FIN 방식은 폐쇄적인 통신

망인 X.25를 이용하고 있어서 관리유지비가 많이 들

고, 또한메시지양은급격히늘어나는데비해전송속

도는 TCP/IP 방식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등 여

러가지문제점들을안고있었다.

이에 SWIFT에서는 IP 기반의 보안성과 신뢰성이

뛰어난 차세대 네트워크인 SIPN(Secure Internet

Protocol Network)을 도입함으로써 스토어 & 포워

드(store & forward) 방식 뿐만 아니라 실시간 상호

교환 방식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서비스의이름이　SWIFTNet인것이다.

SWIFTNet을이용하면해당거래은행의동의하에

비금융권의 기관(업체,증권,보험 등)들도 SWIFT에

서인증한소프트웨어를설치하여SWIFTNet에직접

접속할수있게되었다.

다. TradeCard

TradeCard는 무신용장 방식의 전자적인 무역결제

시스템의 일종으로, 수입업체와 수출업체, 금융기관,

보험회사 및 화물운송업체를 연결, 수출입 계약에서

무역금융, 선적 및 대금결제의 전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전자무역거래 및 금융서비스이

다. 

세계무역센터협회(World Trade Center Associa

tion)에 의해 1996년부터 본격 추진되어 1998년

TradeCard 시스템으로미국특허청의특허를획득하

고, 1999년 E.M. Warburg Pincus사의 지분참여

로 TradeCard, Inc라는 독립회사를 설립하면서

2000년부터상용서비스를개시하 다. 2002년의경

우 매분기 6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으며,

현재는 700여 회원업체가 20만여 개의 서류처리 및

수백만달러의대금결제를위해TradeCard를활용하

고있다. 

TradeCard의강점은①100여개의물류제공업자,

② 17개의 금융기관 및 상위 3개의 검사업자, ③

Coface와GE Capital, e-LC 기능들을포함한대금보

증서비스, ④ TradeLinkOne, Avery Dennison

InfoChain Express, Zalton과 같은 공장자동화 업체

등 확대된 무역서비스제공자들과의긴 한 네트워크

라고할수있다. 국내외의업종별주요이용업체들을

보면<표2-5-7>과같다.

국내의경우2004년 7월현재무역업체, 물류업체,

금융기관및검품업체포함약80여개회원사가있다.

무역업체의 경우 회원사는 주로 판매자 위주이나, 구

매자도점차늘어나는추세이다. 업체규모및업종에

따른회원분포를보면대기업, 중소기업이고른분포

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섬유, 전자, 신발 업종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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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업체명

신발 - $10 billion U.S. footwear and apparel company

- Wolverine Worldwide

- Vans

- Hi-Tec Sports

- Ariat International

- E.J. Footwear

- Mountain Gear Footwear

- Paramount Footwear Co Inc

- Pegasus International Holdings Ltd

장남감 - FAO, Inc.

- Hasbro Far East

- Hoberman Designs

- International Playthings

- Tek Nek Toys

- Tomy (Hong Kong) Ltd

의류 - Phillips-Van Heusen

- TAL Apparel

- Hurley International

- Smartshirts

- Kellwood

- SK Networks

- Esquel Enterprises 

도소매 - JC Penney

- Linens N Things

- Kmart

- Staples

- Radio Shack

<표 2-5-7> TradeCard 주요 이용업체



비율이높은편이다.

TradeCard는 자사의 무역결제서비스의 목표를 제

조·유통·물류기업 간 B2B 솔루션인 공급망관리

(SCM)에 비유하여‘금융공급망(Financial Supply

Chain)’의 효율화에 있다고 표명하고 있다.

TradeCard는 주문서·적하보험·물류·송장 등 서

류 위주의 무역업무를 완전히 없애고, 이를 온라인으

로일괄제공한다는점에있으며, 따라서비용절감과

업무효율화효과가뛰어나다. 

TradeCard는 전자화된 무역환경에서 전통적인 신

용장이안고있는높은수수료의문제, 서류인도와대

금지급의 지연 등을 비판하면서 이를 대신하는 전자

무역결제임을표방하고있다. 운용상의특징은기존

의 신용장 거래에서 나타나는 기능과 역할이 바뀐다

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화환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이

수행하던 제시서류와 신용장 조건과의 일치 심사를

TradeCard의 컴퓨터 시스템인‘SA  System Admi

nistrator’가수행하게되며, 은행은단지수출입당사

자의 대금인출 및 입금과 관련된 기능과 일부 신용공

여기능을수행하게될뿐이다(<그림2-5-10> 참조).

이와같은특징으로인하여은행업계는TradeCard

의확산에우호적이지않으며, 또한관련당사자전원

이TradeCard의회원일때만거래를할수있다는제

약때문에상업적정착이지연되고있는실정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TradeCard는 세계적인 금융전문지

인 Global Finance Magazine에 의해 2001과 2002

년 연속‘Best Online Trade Finance & Trade

Logistics Provider’로선정된바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한국지사의 업 기능을 포기

하고 기존의 고객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국에서의

마켓팅을포기했다.

라. Identrus

Identrus는 1999년미국·유럽의8개다국적은행

들이 공동으로 시작한 로벌 인증서비스로, 2004년

7월 현재 전세계 50여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

다. 국내에서는 외환, 조흥, 우리은행이 컨소시엄 형

태로참여하고있으며, 향후농협과같은다른은행들

도가입을적극검토중에있다.

Identrus는 ABN AMRO, CITI, Bank of Ameri

ca, HSBC와같은세계굴지의은행들이설립한국제

간 결제시스템으로, 표면적으로는 전자서명의 인증기

관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에 덧붙여 거래의 이행 및

대금의 지급을 보증함으로써 회원 간의 거래에서 결

2005 e-BusinessWhite Paper 221

2
제

편

-

비
즈
니
스

현
황

e

2

<그림 2-5-10> TradeCard의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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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하는 조직이다. BOLERO, TradeCard 등 은행의 업

무 역을 위협하는 새로운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등장에 대응하여 전통적인 TTP(Trusted Third

Party) 역할을 담당해 온 금융기관들이 인증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여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있다는것이특징이다.

Identrus의 강점은 철저한 신용조사를 거쳐 거래

한도를 부여받은 기업들 간에 한도 이내의 거래에 대

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전자적 방법을 이용

하여 빠른 속도로 대금결제를 해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Identrus의신용확인및보증절차는<그림2-5-11>과

같다.

한편Eleanor는B2B 결제를위해Identrus 참여은

행들이 고안한 대금결제시스템으로, 목표는 Identrus

참여은행들을 이용하여 회원 간에 안전한 국내외 인

터넷대금결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Eleanor의

경우<표2-5-8>과같이다양한지급방법을선택할수

있다. 

3. 국내 전자무역 결제시스템 관련 동향

국내의 금융기관과 전자무역 전문업체들도 전자무

역 결제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외환은

행과 조흥은행 등 4개 은행이 2001년 5월 설립하여

2002년 7월부터 정식서비스를 시작한 MP&T(Meta

Payment & Trust)이다. 

MP&T는 국내외 금융기관, IT업체, e-마켓플레이

스와의 전략적 제휴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에적합한

금융상품및 금융결제시스템을개발하여 전자무역 양

측 당사자들이 대금결제나 무역금융 등 거래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서비스와 수출입 물류비용 청구·결

제 등 전자무역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

하고있다. 

MP&T의시스템은크게3가지로구분할수있다. 

첫째는 전자 메시지의 암복호화, 전자서명 및 보안

메일 기능을 제공하는 전자인증서이다. 이는 Iden

trus의PKI 방식을채택하고있다.

둘째는시스템관리기능을제공하는B2B 플랫폼이

다. 이는로그인, 프로파일관리, 거래제한등일반적

인 플랫폼의 기능 외에 다양한 결재방법 구성 및 등

록, 결재 추적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공인인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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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형태 개요 전통적결제방식 취소가능여부 권리의양도가능성

Paymnet Order 매수인으로부터매수인의은행에지급지시 지로, 전신송금등 Y N

Payment Obligation
지정된날짜에권리자에대하여매수인의

약속어음, 환어음 N Y
대금상환의무수락

Certified Payment 
매수인의은행이보증하는대금상환의무수락

은행인수어음, 배서된약속어음, 
N Y

Obligation 지급보증

Conditional Payment 최초생성시합의된조항을준수하는것을
에스크로우, 화환추심 N Y

Obligation 조건으로하는대금상환의무수락

<표 2-5-8> Eleanor의 선택 가능한 지급방법

자료: “Identrus를통한電子式貿易決濟의活性化에관한硏究”, 오원석, 안병수, 무역상무연구제19권, 2003.2.

〈그림 2-5-11> Identrus시스템을 통한 보증/보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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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결재에서명하는기능을지원한다.

셋째는 MFSP, EIPP, PIS 등의 솔루션이다.

MFSP(Meta Financial Service Package, 구매자금

대출, 전자외상매출채권 등)는 대금결제계약 솔루션

이며, EIPP(Electronic Invoice Presentment and

Payment)는 물류비용결제 솔루션이다. 그리고 PIS

(Payment Instrument)는원화및외화결제서비스로

기업들에게MFSP, EIPP에따른각종결제, 즉계좌

이체, 신용카드, 구매카드 등의 결제수단 중계서비스

를제공하는솔루션이다. 이밖에도각종조회및보고

서, 세금계산서솔루션이함께제공되고있다. 

MP&T를이용하게될경우무역업체등은업무프

로세스를 단순화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불

필요한 경비를 절감, 무역업체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MP&T는 국가

전자무역위원회가 주관하는 로벌 전자무역 인프라

사업에 금융서비스중계사업자로참여하여 주목을 받

고 있으며, 외국환중개서비스, 금융권의 전자무역 저

장소 사업 등의 신규사업에도 뛰어들 채비를 갖추고

있다. 

MP&T는이와함께EIPP의서비스를해외로확대

하여 해외의 EIPP 사업자, 로벌 전자무역네트워크

와의업무제휴또는해외진출을통해서비스지역과

고객을확대하며, 주요교역상대국에솔루션판매등

을 위한 사업 파트너를 확보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

다.

4.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전망

가.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문제점

이상에서살펴본전자무역결제시스템들은모두기

존의 무역결제 방법을 보완 또는 개선하여 비용과 시

간 측면에서 관련 당사자에게 효용과 이익을 제공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들이 완전한 실용단계에

접어들기위해서는몇가지문제가해결되어야한다.

첫째, 대금결제를 포함하여 이제까지 다양한 무역

거래를 규율하는 법제도는 종이서류를 토대로 마련되

어 있기 때문에 전자무역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가 많다. 따라서 전자무역 결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ICC가 신용

장 거래에 있어서 서류의 전자적 제시에 대응하여 신

용장통일규칙의추록형태로eUCP를공표한것도이

러한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법률이나 제도

의 제정 노력이 전자거래 경험보다 선행되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다. 이는 경험에 선행하는 법제는 불공평

하고 부적절한 법률규정이 되기 쉬워 전자거래의 발

전을제약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기때문이다. 따라

서 전자무역 결제의 경우에도 충분한 경험이 축적되

기까지는 법제도의 마련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

다.

둘째, 거래의안전성문제이다. 인터넷등을이용하

여 형성되는 가상공간에서의 거래에 있어 가장 중요

하게 대두되는 문제가 거래당사자의 신원확인이다.

그러나 각국에서 운용되는 전자서명은 해외에서보편

적으로 통용되지 못하고 있어 국제 무역거래에 있어

서는 활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호환성 및 상호인정성

이 보장되는 국제적인 전자서명 및 인증의 존재는 특

히 거액의 자금이 거래되는 전자무역 결제에서는 필

수적인 요소이면서도 이제까지충분한 관심이 미치지

못한면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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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2> MP&T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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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무역결제의 대표적인 형태인 신용장 방식과

추심방식을비교할때가장먼저비교되는요소가지

급확약의유무이다. 즉, 신용장방식에서는신용장개

설은행이 개설의뢰인을 대신하여 대금지급의 최종적

인 약속을 해준다는 점이 수익자로 하여금 안심하고

거래에 응하게 하는 최대의 유인요소가 되는 것이다.

전자무역결제에있어서도 이러한 대금지급 및 거래이

행의 보증이 이루어져야 신용장을 대체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앞서언급한BOLERO의SURF는신용

장 거래나 추심거래를 전자적으로 구현한 것에 지나

지 않으며, TradeCard의 경우는 제휴기관의 지급보

증을 통하여 이를 수행하고 있으나 거래이행의 보증

에 있어서는 제시된 전자기록에만 의존하고 있는 형

편이다. 따라서 전자무역 결제에 있어서는 대금지급

과 거래이행의 보증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서 자

유롭지못하다.

마지막으로 전자무역결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무역결제 방법에 비하여 무역거래 당사자들

에게 거래 비용과 시간 면에서 이익을 주어야 한다.

즉, 전자무역 결제에 관련된 당사자별로 손해가 줄어

들거나 혹은 비용을 능가하는 이익이 확보되어야 한

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무역거래

의 당사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전자무역 결제방법

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는 회의적이다. 따라서 이러

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없이는 모든 무역거래 당사자

가전자무역에동참하기는어렵다. 

나.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전망

이상에서 살펴본 전자무역 결제스템들은 근본적으

로 기존의 무역절차를 가능한 한 인터넷 상에서 수행

하고 궁극적으로는 서류없는 전자무역을구현하기 위

한것이라는점에서공통점을지니고있다. 그러나구

체적인 접근 방법이나 서비스의 특징 등에 있어서는

상당한차이가있다. 

향후 어떠한 형태가 가장 보편적인 전자무역 결제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인가는 서비스의 경제

성, 기술적인안정성, 거래신뢰도, 다수이용자(criti-

cal mass)의 확보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실상의 국제표준(defac-

to international standard)이되기위한제도적뒷받

침과 국제적인 상관습이 정착되기까지 시스템 사용

상의 예기치 못한 오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

화하기 위한 정교한 거래약정 제정 등이 필요할 것으

로판단된다.

제 4절전자무역과물류효율화

1. 국제 물류환경의 변화

최근의 물류환경을 보면 국내적으로는 소비자 수요

의다양화, 시장세분화, 수요주기단축등으로소량다

빈도 배송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전자무역의 확산, 로벌 소싱의 증대, 국내외 기업의

제휴가확산되는가운데물류아웃소싱에대한관심이

높아지고있다. 이와함께물류산업역시저원가를지

향하고 물류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재편되어

SCM의 확산과 IT의 활용으로 사업 역이 확대됨은

물론신규업체의진입이빠른속도로진전되고있다. 

이에따라21세기물류산업의패러다임도변화하고

있다. 즉, 현재의 공급자 중심의 물류, 기능별 물류,

실물 기반의 물류, 인력 중심의 물류, 소품종 대량 물

류, 보관 중심의 물류에서 고객 중심의 맞춤물류, 통

합형물류, 인터넷기반물류, 기술중심의물류, 다품

종소량물류, 무재고물류로바뀌어비용경쟁적인측

면에서 서비스 경쟁의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

한 물류 패러다임의 변화는 물류시장의 서비스 구조

인 고가격 개별서비스를 육로운송·해상운송·항공

운송·창고보관·하역·포장을 저가격으로 통합하는

물류서비스 형태로 변모시키고 있으며, 경쟁양상도

기업대기업이아니라공급망대공급망의형태로바

뀌어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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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21세기전자무역시대에는국제적인상품·정

보·지식의 효율적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 물류

시스템구축이국가및기업경쟁력의관건이될것으

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물류 인프라 확충

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와 더불어 물류표준화·

정보화등소프트물류인프라혁신을위한시책을경

쟁적으로추진중에있다. 

한편 기업의 국제물류 관리전략을 보면 1990년대

이전개별물류기능의효율화체제, 1990년대중반까

지의기업내부물류의통합관리체제, 1990년대후반

물류 아웃소싱, 공급망 관리 개념의 보급 단계 등을

거쳐2000년대이후에는e-로지스틱스(e-logistics)라

는 첨단 IT를 활용하여 로벌 B2B에 적합한 물류서

비스 제공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

는 이러한 e-로지스틱스의 구현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물류e-마켓플레이스의구축이나물류업체·정보통신

업체·물류부문솔루션 제공업체간의 전략적 제휴가

확산되면서제3자물류에이은이른바제4자물류의시

대가도래하고있다. 

실제로 최근 업계 동향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현

상은 물류업계 자체의 e-비즈니스화이다. 즉, 업종별

B2B e-마켓플레이스내지Vortal(Vertical Portal)의

e-마켓플레이스 구축붐은 물류분야에도 예외가 아니

어서 기존의 물류관행에 일대 혁신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러한 물류 e-마켓플레이스들이 물류

솔루션 제공업체, 컨설팅업체, 고객사까지 망라하는

국제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전자무역

관련 물류업무를 원스탑으로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물류

분야e-마켓플레이스를이제까지의제3자물류와구분

하여 제4자물류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도 이

러한제4자물류개념이정착될수있을것인가에대해

서는좀더시간을두고지켜봐야할것이다.

이러한업계동향에비추어볼때, 향후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로벌 SCM 등 첨단 물류기법과

솔루션의 도입을 통한 물류업계의 국제물류 혁신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의 로벌

SCM 도입및구축지원, 물류정보화및표준화등물

류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정부의노력중에필수적으로포함되어야할

중요한 과제가 바로 e-포트(e-Port)의 구현이라고도

불리우는 해운물류정보화와관세행정의선진화 및 정

보화를 통한 e-세관(e-세관)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

다. 본장에서는 업계의 로벌 SCM 구축사례, 국가

물류 효율화를 위한 관련 정책동향 및 e-세관의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물류 분야의 전자무역 현황을 기술

하고자한다.

2. 로벌SCM 추진사례및관련정책동향

가. 대기업의 로벌 SCM 구축사례

국제 물류환경의 변화로 바야흐로 로벌 SCM의

시대가도래하고있다. LG전자, 삼성전자, POSCO를

비롯하여 국내 초대형 제조업체들은전세계 공급부문

협력사들과 판매·생산·공정·출하·물류 등의 정

보를인터넷을통해 24시간공유하면서최적의SCM

을실현하기시작했다. 이에맞춰 i2테크놀로지, EXE

테크놀로지, 매뉴지스틱스 등 SCM 전문업체를 비롯

해오라클, IBM, SAP 등유명IT 기업들이국내제조

기업들의 SCM 고도화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발걸음

이분주해지고있다. 

LG전자는 디지털 디스플레이&미디어, 디지털 어

플라이언스, 정보통신등3개사업본부를중심으로세

계 각국에 진출한 72개 해외법인에 대한 물류정보시

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00년부터 국내

창원공장의 백색가전 물류센터에 창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한것을시작으로, 2002년멕시코법인, 이듬해 8

월 미주법인의 텍사스ㆍ캘리포니아ㆍ뉴저지 물류센

터와 호주ㆍ파나마 법인 등에 이 시스템을 구축했다.

최근에는 캐나다 법인의 시스템 구축을 마쳤고, 현재

는중국및인도네시아법인에시스템을구축중이다. 

국내에서도창원ㆍ구미ㆍ평택공장과전국20여물

류센터에 WMS를 구축하고, 이를 ERP 시스템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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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했다. 특히 LG전자는 1,800여개에 달하는 국내외

전자구매 협력사들과의 협업을 구현하기 위해 B2B

통합작업을서두르고있어주목을받고있다. 

LG전자는이시스템을통해중앙에서전세계법인

의 재고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됐으며, 개별 물류센

터에서도 재고의 정확도를 높이고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화해 물류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있다. 특히 하나

의 시스템 기반으로 물류를 통합한 것이어서 향후

RFID 등을접목해시스템을고도화하거나개별법인

이 새로운 제품을 취급할 때 다른 법인의 프로세스를

채용할수있어재고관리업무가한결편리해졌다. 

실제 WMS 구축 효과는 여러 가지 수치로 입증되

고 있다. 물류센터 내 재고 실사 시간이 기존의 30%

수준으로 단축됐고, 서류와 실물 재고도 거의 100%

일치한다는것이다. 창고내위치별재고정확도의경

우지난5월17일호주멜버른물류센터에서TV 모델

의재고현황을조사한결과, 95.5% 이상의정확도를

나타냈다. RF장비(핸드헬드)를 도입, 재고 피킹

(Picking)의 정확성도 높아져 지난해 2.5%에 달했던

재고 반품율이 올 들어서는 4월까지 평균 1.3%까지

떨어졌다. 전체공급망의물류비용은2003년6.2%에

서 올 들어 4월까지 평균 5.0% 정도로 떨어졌으며,

앞으로 3.0%까지 줄어들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LG전자는 지난 2002년부터 본사와

협력업체를 하나로 묶는‘M2M(머신 투 머신) 통합’

프로젝트를 추진, 최근 1단계로 창원지역 협력업체 3

개사의 시범구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 다.

이번 프로젝트는 협력업체가 ERP를 구축하고 이를

본사와 연결한 것으로, 이러한 시스템 구축으로 본사

의 주문생산계획입고정보등이 협력회사ERP로 전

송되고, 협력회사도 생산가능 규모·재고·실적정보

등을실시간으로본사로전송할수있게된다. 

이에 따라 이번 시범 프로젝트에 참여한 LG전자의

전략적 협력업체는 본사의 물량정보를실시간으로 공

유함으로써 수주 대응력을 높이고 제조 리드타임을

단축할수있다. 협력업체는또제품품목과규격·부

품 구성도(BOM) 등의 제품 정보를 본사와 공유함으

로써품질사고및오류를크게줄일수있게되었다. 

LG전자는 이번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올해 안

에전략적제휴업체15개사를대상으로‘M2M 통합’

에착수, 내년까지총32개사와협업체계를구축할계

획이다. 또 2004년부터는시스템을보유하고있는중

견기업·계열사·해외기업등으로M2M 통합의범위

를 확대함으로써 모든 협력업체에 대한 로벌 생산

계획·구매·실행등의 협업환경 완성을 추진하고 있

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자재조달에 필요한 시간 단

축과부품품절예방등이가능해시스템에따른작업

단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협력회사와의협업모델 개발도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이에 대해 LG전자의 SCM 고도화작업을

진행중인 LG CNS 로벌로지스틱스그룹의 담당자

는향후LG전자의 로벌물류표준화를위해최신솔

루션을 지속적으로지원받음으로써고객 및 협력업체

와의 협업을 수행하는 공급 네트워크의 최적화를 이

룰계획이라고밝혔다. 

이에탄력을받은LG전자는전세계물류창고를단

일 플랫폼으로 표준화함으로써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

성을 꾀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중국 법인과 물류센

터10곳에WMS를추가로구축할계획이라고밝혔다. 

삼성전자도 2003년 삼성SDS·한국IBM·i2테크

놀로지코리아 컨소시엄을 로벌 SRM 프로젝트를

수행할 사업자로 선정하고, 3000여개에 달하는 전세

계온라인구매협력업체들과구축한기존SCM 프로

세스인Glonet을개선하기위한작업에들어갔다.

삼성전자는 현재 본사와 협력업체를 묶는 시범 프

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시스템 구축을 완

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협력업체 약 100

개사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기계획을 세워 놓

고 있어, 전자업종을 시작으로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협업분위기는급속히확산될전망이다. 

또한 이 회사는 2004년 7월 70여개의 해외법인과

선사·항공사·운송업자·해외 파트너 등 50여개의

협력업체를 연결하는 수출물류 부문 BPM(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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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Management) 프로젝트를 추진중에 있다.

‘삼성전자수출물류포털’로 명명되어진 BPM 프로젝

트는 크게 △온라인입찰시스템 구축 △ 클레임

(Claim) 처리프로세스표준화및시스템화△최적운

임 분석 시스템 구축 △ 파트너사들과의 협업포털 구

축등네가지로나뉜다. 

나. 정부의 G-SCM 지원사업

LG전자와삼성전자를필두로 로벌기업과국내외

협력업체 간 공급망관리 시스템 구축작업이 파일럿

프로젝트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공급망 통합으로 확

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04년 중에 본사와

국내 협력업체 간 SCM이 본격적인 활용단계에 들어

서고, 2∼3년 후에는 로벌 네트워크 차원으로 확대

될전망이다. 

정부는중소기업정보화의일환으로대기업과협력

관계에 있는중소기업이ERP 구축 등을통해 본사와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때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있다. 이번LG전자의시범구축프로젝트에서협

력 중소기업의 투자금 중 일부도 정부지원금으로, 시

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정부의 대

중소기업 간 협업적 IT화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

로보인다. 

이와관련하여산업자원부에서는최근동북아경제

중심국가 구현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조성작업의 일

환으로 내년부터 오는 2006년까지 중견·중소기업의

본사와 해외지사(공장) 간 SCM 플랫폼을 구축하는

‘동북아 G-SCM 허브’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견·중소기업을위한 로벌 협업형 공급망관

리체계를마련한다는것이다. 이번사업은해외공장

을가진중견·중소기업들이G-SCM 허브를통해본

사와 지사 간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여

나갈수있도록유도하기위해마련된것이다.

산업자원부는 G-SCM의 구축을 위해 우선 중국에

공장을 둔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사업성과에 따

라 동남아시아 각국과 미국, 유럽 등에 거점을 가진

기업들에게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는 무역·통관·물류시스템과의연동은 물론 실시간

제품추적 정보 및 전자무역 기반으로도 활용될 수 있

도록G-SCM을확대할계획이다. 특히G-SCM 허브

구축과정에서 물류·통관을 포함한 전자무역 시스템,

국내공개형e-마켓플레이스등과도연계할방침이다.

‘동북아 G-SCM 허브 시범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

번 사업은 시범 프로젝트를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확정하고 2004년부터 3년간 매년 수십

억원의예산을투입해본사업을진행하게된다. 이번

‘동북아 G-SCM 허브시스템’의 구축은 기업 간

SCM 구축(1단계), 고객과의 협업(2단계), 공급자와

의 협업시스템 완성(3단계) 등 모두 3단계로 나눠 진

행되며, 이를 토대로 통관·무역·물류 시스템 등을

연계하게 된다. 또 이 허브시스템이 완성되면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를 통해 해외에

공장을 둔 모든 중소·중견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할계획이다. 이허브시스템은협업센터, 사용

자 솔루션, 메시지 중계 시스템, e트레이드 연동센터,

운 지원시스템등으로구성된다. 

다. RFID 활용을 통한 수출입물류 인프라 구축

시범사업

산업자원부는 로벌경쟁이심화되고있는자동차

산업의 로벌 SCM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4년

10월현대모비스, KTF, 이씨오등7개사가참여하는

‘RFID 기반 자동차부품 수출물류 효율화 시범사업’

에 착수하 다. 자동차부품의수출물류에RFID 시스

템을 적용하여 부품추적 관리 모델을 시범적으로 구

축하는 사업으로서, 자동차산업의 해외 물류기지가

확대됨에 따라 증가되고 있는 자동차부품 수출 물류

상의 반출입관리, 해외 재고관리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기존의 부품정보관리시스

템, 출하정보관리시스템, 수출입정보관리시스템 등을

RFID 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동차부품에 대한 물류정

보를실시간으로관리할수있도록한것이다.

현재잠정적으로선정된RFID 적용경로는현대모

비스 아산물류센터에서 부산항을 거쳐 두바이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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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본 경로 상의 월간 물동

량은 40피트 컨테이너 20대 분량으로 두바이항까지

최종도착에는17일정도소요되고있다. 부품출하지

원시스템은박스·팔레트등물류단위별로900MHz

대역의RFID 태그을부착하여자동차부품의컨테이

너 적입시 출하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인식하게 되

며, 컨테이너에는 433.92MHz의 RFID 태그를 부착

하여 컨테이너 야적장 반출입시 컨테이너 정보를 자

동인식하고EPC1) 네트워크를통하여실시간으로정

보를제공하게된다. 

이상의부품출하정보, 컨테이너반출입정보, 해외

재고정보 등은 수출입물류 정보망에 자동 등록되며,

화물의 수출입 통관정보는 문자서비스(SMS)를 통하

여 기업의 수출입 담당자에게 즉시 전송됨으로써 자

동차부품의 정확한 이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할

수있게된다. 

산업자원부는 본 시범 사업을 통해 자동차부품의

수출물류에 대한 RFID 시범사업을 통하여 RFID 시

스템의 자동차산업 적용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실시간 자동차부품 이동정보에 기반한 재고관리 및

생산계획 효율화 가능성, 국가물류비 절감 가능성 등

을 분석하여 RFID의 산업별 확산 전략을 수립할 계

획이다. 

라. 국가물류 효율화 추진

(1) 수출입국가물류포탈구축추진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정부

부처는 공동으로 2004년 상반기에 전자정부 31대 핵

심과제 중 하나인‘수출입물류 중심의 국가물류정보

체계 혁신 BPR/ISP 수립’사업을 수행하 다. 동 사

업은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주변 경쟁국들이 국가

의 핵심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공항과 항만에 대한 과

감한투자를추진하고있는시점에수행되었으며, ‘전

자정부 로드맵’과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위의‘물류중

심추진로드맵’에포함되어있는21C 동북아물류중

심국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동

사업은 정보통신부를 간사기관으로 건설교통부, 산업

자원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철도청이 공동 주관으로

추진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 검역기관 등을 포함한

12개관련기관이공동연구를수행하 다. 

이사업이계획대로추진되면물류시설의운 효율

화로물류지체가해소되는등이용자중심의물류업무

일괄처리 서비스가 제공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이를 통해 GDP의 12.8%에 달하는 물류비용을 미국

(10.1%)이나일본(9.6%)과같은선진국수준으로대

폭감소시킴으로써우리산업의경쟁력을제고하는데

기여할것으로전망된다. 아울러물류관련정부인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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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PC(Electronic Product Code) : EPC gloabal이개발중인RFID 칩에입력되는상품식별코드체계로써, 업체코드, 상품품목코드, 상품일련번호로구성

<그림 2-5-13> 수출입국가물류포털(Single Window Portal)

수수출출입입국국가가물물류류포포털털 인인허허가가민민원원업업무무처처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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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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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된
뷰포인트



가 민원서류의 제출이 간편해지고, 인터넷이나 무선

등 물류정보망에 대한 다양한 접속 환경이 제공돼 물

류업계의편의성은물론정보화수준이향상되어물류

인프라고도화에크게기여할것으로보인다. 

(2) 해상수입화물인도업무전자화서비스개발

한국무역협회 전자무역추진위원회는 2004년 해상

수입물류와관련하여업계의숙원사업이던D/O(화물

인도지시서, Delivery Order)를 포함한 총 4가지 서

류에 대한 전자시스템을 개발하여 시범 서비스를 개

시하 다. 

D/O는 수입화물이 목적지 항에 도착한 후 화주가

이를수취하기위하여선사에운임등을정산하면물품

을보세창고로부터반출할수있도록선사가발급해주

는서류이다. 기존에는종이서류에의존하여화주나대

리인이 선사를 방문하여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아

보세창고에제출해왔는데, 전자적처리시스템을구축

함으로써이제는화주가선사에직접가지않고도전자

화물인도지시서(e-D/O)를발급받을수있게되었다. 

2004년 10월부터 시행중인 시범서비스에는 양대

국적선사인 한진해운, 현대상선과 이들의 주요 거래

창고, 운송 업체들 및 신성해운, 세방기업 등이 참여

하고 있으며, 2005년 1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

에돌입할예정이다. 동시스템이본격가동되면D/O

발급내용이화주, 포워더, 창고에실시간으로전자적

으로 자동 통지되어 지금까지 선사와 창고업체 간의

분쟁의불씨가되어온D/O의위조및변조를원천적

으로 봉쇄할 수 있게 되어 수입화물 무단반출사고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세창고업체에 대한

D/O 정보 실시간 제공으로 물류전산화가 촉진되어

창고운 효율화가가능해진다. 

한편, 화주 입장에서는 종이서류를 발급받기 위하

여 선사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신속한 화

물인도가 가능해져 교통비, 인건비, 보세창고 보관료

등에서획기적인비용절감이가능해져연간약920억

원의물류비절감효과가발생할것으로기대된다. 또

한, 동 서비스는 단순히 D/O 업무의 전자화를 넘어

화물인도동의서, 보세운송용청동의서, 자가운송신청

서 등 관련 해상수입화물 서류들을 전자적으로 개발

하여 화주, 선사/포워더, 보세운송업체, 창고업체가

활용하도록하 으며, 추가로하역비, 창고료등의부

대비용도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전자지불/결제

업무도 가능해져 무역업무 전자화를 크게 앞당길 것

으로기대된다. 

4. e-세관과 수출입물류

관세청이수출입물류와무역에서중심적역할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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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4> 해상수입화물인도업무 전자서비스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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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화물인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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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D/O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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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게된것은결코하루아침에이루어진것이아니

다. 관세청은 이미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 중앙부처

중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전산화를 추진하여 왔고,

1993년부터 가동되기시작한 통관자동화시스템은세

계 최고 수준에 이르러 많은 나라로부터 벤치마킹 및

수입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곧 몇몇 국가에 수

출이 성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통관자동

화와 세관 통제수단의정보화를 바탕으로 전자무역·

물류의핵심기관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가. EDI/VAN 통관전산망

관세청은1993년수출통관시스템을시작으로수입

통관, 보세화물관리, 관세환급 등의 시스템을 순차적

으로 개발하여, 1998년부터는 이를 무역업체·관세

사 뿐만 아니라 선사·항공사·포워더·보세운송업

체·보세창고업체·검역소 같은 수출입요건확인기

관·은행으로까지 확대하여 거대한 통관전산망을 구

축하 다.

그결과관세청은세계최초로수출입신고를100%

전자문서로 처리하고 있다. 미국이 96%, 일본이

90% 수준인 것에 비하면 세계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

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다.2) 이의 결과, 전자민원 처리

건수역시연간1억건을상회하고있다. 

이러한 세계적 최고 수준의 통관전산망의 구축을

통해서 무역업계·물류업계는 세관·검역소 등에 수

출입신고·수출입요건확인 등을 위해 종이서류를 들

고개별적으로방문할필요가없어졌다. 이에따라수

입통관의 경우 1993년에는 2일 이상 소요되던 것이

2003년에는 1.5시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되었을 뿐

만 아니라, 연간 2조 5,000억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

를거두고있다.

나. 인터넷 기반의 통관전산망

EDI/VAN방식의 통관전산망에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으로연계된 시스템은 대용량의정보를 안정적으

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되기 시작한 인터넷

혁명 앞에서 기존의 EDI/VAN 방식의 통관전산망은

그 폐쇄성과 높은 운 비용으로인해서 사용자들로부

터 외면을 받기 시작했다. 무역업체·관세사·선사·

항공사 등 무역업계·물류업계의 사용자들이 통관전

산망을 개방성이 높은 인터넷 기반으로 전환을 요구

하고있기때문이다.

이에관세청은 3년전부터인터넷기반의통관전산

망 도입을 검토하고 추진해왔다. 우선 내부적으로는

수출·수입·관세환급·조사정보·공항만 감시시스

템을 기존의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에서 웹 기반으로

개편하는과정에서지난10년동안의추가개발·유지

보수 과정에서 헝클어진 프로세스와 DB 구조를 완전

히 재설계하고정리하여 2005년 수입통관·화물시스

템정비를끝으로동사업을완료할계획으로있다. 

외부적으로는 무역업체·관세사 등의 신고인들이

기존에클라이언트프로그램을이용해KTNET 등전

자문서중계사업자(민간 VAN 사업자)를 거쳐 관세청

의 통관자동화시스템에 접속하던 방식에 인터넷 웹

기반 수출입신고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2003년 11

월 인터넷 수출신고시스템의 개발에 착수하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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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전자무역시대의관세행정정보화전략, 관세청, 2004.10. 

<그림 2-5-15> 현행 통관전산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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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무역업체
보세창고

보세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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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사업자



년7월1일자로서비스를개시하 다. 

웹기반수출신고시스템은기존의온라인EDI 방식

수출신고와병행하여전국어디서나24시간인터넷으

로도 수출신고가 가능케 했다. 현재 인터넷 신고제도

는미국, 호주, 스웨덴, 싱가폴등일부국가에서만부

분적으로시행또는개발중에있다. 

인터넷 수출신고시스템의 도입으로 수출신고인은

더이상수출신고를위해별도의클라이언트프로그램

을 구입할 필요가 없고, 별도의 전용선을 설치할 필요

없이흔히집에서사용하는공중망인터넷을사용하면

된다. 인터넷수출신고시스템은민원인에게저렴한비

용으로 수출신고를 가능케 해준다는 측면 외에, 통관

외의다른무역절차를위한전산망과연계를가능케한

다는측면에서도큰의의를가진다고할수있다.

한편, 수입 분야의 경우 2005년 하반기 시행을 목

표로 현재 시스템을 개발중에 있다. EDI/VAN 방식

중심의 통관전산망에 인터넷 수출입신고체제를 도입

한다고 해도 인터넷 수출입신고체제가 완전히 EDI/

VAN 방식의 수출입 신고체제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

다. 여전히EDI/VAN 방식을선호하는무역·물류업

계의 신고인이 있어, 신고인의 선호·여건에 따라 수

출입신고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EDI/인터넷 병행 수

출입신고체제로운 할계획이다.

다. 세관통제시스템의 현황 및 향후방향

주지하다시피 관세청의 주요 기능은 수출입통관과

불법부정무역 단속이며, 관세청은 양대 기능을 중심

으로 정보화를 추진하여 왔다. 통관관리를 위한 통관

자동화시스템과 통관전산망과 달리 불법부정무역 단

속을위해서는그업무분야에따라여러가지정보시

스템으로 구분되어 구축·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세

관통제시스템(Customs Control System)이라고 총

칭하고있다. 

세관통제시스템은 ① 불법부정무역단속 관련 정·

첩보 및 단속결과를 관리하는 조사정보시스템, ② 수

출입통관과정에서 우범(High Risky) 화물을 선별해

내는 수출입화물선별시스템, ③ 수입통관이후에 세액

탈루 및 불법부정 관세환급 여부를 심사(audit)하기

위한사후심사(post-audit) 시스템, ④우리나라로입

국하는 우범여행자를 자동으로 선별해내는 사전여행

자정보시스템(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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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7> EDI/인터넷 병행 수출신고 체제

관세사(화주) 관세청 세관

KTNET

인터넷

EDI EDI 

E
D
I 

방
식

인
터
넷

방
식

EDI통관시스템

인터넷통관시스템

<그림 2-5-16> 인터넷 수출신고 이용절차

관세사(화주)

⑤공인인증서발급

공인인증기관 세관

관세청
인터넷시스템

www.e-customs.
go.kr

②이용신청서출력

①시스템접속후이용신청서작성
- 신청인신상내역,사용자ID 등

⑥시스템에접속하여수출신고
- 인증서,IP, 사용자ID 사전확인

④심사후이용승인
- 이용승인서발급

③세관방문하여이용승인요청
- 이용신청서, 신분증명서류등



System), ⑤ 관세청의 내부정보와 외부기관 정보를

연계·통합하여 강력한 분석툴을 제공하는 통합정보

시스템(Data Warehouse), 그리고 ⑥ 세관 현장에서

습득한 비정형·비공식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지식관

리시스템, ⑦ 마약거래·불법외환거래 정보를 시각적

으로 체계화하여 파악할 수 있는 관계분석(Links

Analysis) 시스템등을포함하는개념이다.

수출입통관업무와 달리 전산화가 곤란한 비정형적

인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불법부정무역 단속업무의

전산화가가능하게된것은수출입신고자료가100%

전산화되어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한된

관세청 인력으로 불법부정무역단속을 위해 연간 약

1,000만건에 달하는 수출입신고건을 모두 검토한다

는것은사실상불가능한일이다.

따라서 관세청은 나름대로의 우범 수출입신고·화

물·여행자·기업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이를

기준으로 제한된 관세청의 역량을 집중·투입하기위

해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신속 통관을 위한 통관자동화시스템에 비해

위험관리를 위한 세관통제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까

지 종합적인 발전 청사진없이 다소 비체계적으로 대

응해온것이사실이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관세청에서는이

미2003년6월에개발이완료되어통관(clearance)·

심사(audit)·조사(investigation)·감시(surveillan

ce)·통계 등 관세청 전 업무 역에 걸쳐 구축된 통

합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세관통제시스템을 재정비

해야할것이다. 

또한 현재 수출입통관·화물관리·세액심사·관세

환급 등 업무분야별로개별적으로 작동하는 선별기준

(selectivity criteria)을통합관리할수있는선별기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선별기준은 현재와 같

은 몇가지의 선별기준을 조합하는 방식보다는선별기

준의 조합을 다양화하고 선별기준의적용방식을 탄력

적으로변경할수있는규칙기반(Rule-base) 시스템

으로개편할필요가있다. 

지금까지 통관자동화시스템 위주의 정보화에 벗어

나 세관통제시스템과 통관자동화시스템과의 균형 발

전은 지속적으로 다양화·지능화·조직화되어 가는

불법부정무역을 제한된 관세청 인력으로 효과적으로

단속및예방할수있는기반을제공할것이다. 

라. e-세관의 구현을 통한 전자무역의 완성

관세청은 신속통관을 위한‘신속’과 불법부정무역

의 단속을 위한‘정확’이라는 2가지 상충되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 통관자동화시스템과 세관통제시스템을

운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시스템을 통해 관세청은

국가무역과 수출입물류에서‘관문’으로서의 역할과

‘무역경찰’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는것이다. 이러

한 관세청의 기능이 최근 전자정부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전자무역 서비스 과제와 국가물류 종합정보서비

스 과제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너무

도당연한일이다.

수출입 물류와 관련해서 공항만 관리와 내륙운송은

관리기관이나누어져있거나민간의선택 역에해당

된다. 그런데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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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8> 수출입물류에서 각 분야의 역할

관관세세청청((수수출출입입정정보보총총괄괄)) 건건교교부부,, 철철도도청청((국국내내운운송송,, 철철도도))

공공의필수 역 민간의선택 역

무역업체

건교부
(공항, 항공기)

해수부(항만, 선박)



여행자는 공공의 필수 역인 통관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관세청은 통관의 전후방의 관계·

상태를수출입통관정보를통해총괄파악하게된다.

전자무역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시장조사·계

약·상역·외환·통관·물류·결제 등 개별 무역절

차별로 전산시스템 또는 전산망이 제각각 개발되어

있고, 개별 시스템들이 기업의 무역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다기 보다는 기업이 무역을 하기 위해

접촉해야 하는 은행·보험회사·선사·항공사 등의

내부업무 처리의 효율을 위해 개발되어 왔다. 따라서

개별 시스템들이 상호 연동되지 않아 기업 입장에서

는 중복자료를 제출하는 등 기업이 사무실 밖으로 나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무역업무 처리가 가능한 진정

한의미의전자무역과는거리가멀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002년 전자무역 확산 전략의

최대 과제로 기업의 무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

하는 관세청·해양수산부·각종 수출입요건확인기

관·은행·보험회사·선사·항공사·포워더·운송

업체·창고업체 등을 모두 연계하는 단일창구(Single

Window)를 구축하고, 기업은 이 단일창구만을 상대

로 무역업무를 하게 되면 단일창구 뒤에서 관련 기관

은 각자의 소관업무를 처리하여 단일창구를 통해 기

업에게 통보해 주면 되는 원스톱 토털 서비스를 제공

하는 e-트레이드 플랫폼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러한 구상은 미국·일본 등 선진제국에서는 이미 구

축시행단계에돌입하고있는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단일창구는 관세청의 초일류 세관

추진전략내에서의일개부처차원의단일창구와별도

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전자정부의 2대 과제로 추진

되고 있다. ‘전자무역서비스’와‘수출입물류중심 국가

물류정보체계혁신사업(BPR/ISP)’이바로그것이다. 

관세청은 양 과제에 모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여러 가

지 이유가 있겠지만, 관세청이 수출입신고에 따른 통

관과정을 통해 수출입물류·무역관련 정보를 총괄하

고 있기 때문이다. 즉, 수출입물품의 단가·중량(sta

tus), 수출자·수입자·무역대리점·납세의무자·대

금결제방식 등 거래 관계(relation) 정보, 수출국에서

우리나라(수입국) 항만에 도착하여 보세창고에 입고

및 보세운송 과정을 거쳐 세관에 수입신고 수리단계

까지의 화물이동상황(flow) 정보를 모두 관리하고 있

다는것이다.

형식 상 관세청의 업무 역이 아니라고 인식되고

있는 상역업무, 수출입 대금결제를 포함한 외환업무,

수출입 운송업무도 사실상은 모두 수출입 통관과 관

련되어 있는 업무이다. 아직까지 상역·외환·수출입

물류의 상당 부분이 전산화되어 있지 않고 상호 연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무역 또는 수출입물류

의정보화는요원한것처럼보인다.

하지만 이미 전산화가 완료된 통관전산망을 무역절

차의 전후로 확대하면, 상역·외환·물류의 정보화와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최소의 노력과 자원으로 전자무

역통합플랫폼·수출입물류단일창구라는요원해보

이던목표를손쉽게달성할수있다. 따라서단일창구

방식의 e-세관은 e-로지스틱스를 거쳐 e-트레이드로

확장해가는기반이며, 그출발점이라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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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9> 전자무역 관련 단일창구의 발전 과정

통통관관단단일일창창구구 전전자자물물류류단단일일창창구구 전전자자무무역역단단일일창창구구

단일창구 단일창구 단일창구

수출입
국내물류

물류
거점

시장조사
/계약

상역/외환

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