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OECD has assessed Korea as the third highest in trade facilitation worldwide. The paperless trade of Korea

is world class based on uTradeHub : national e-trade service’s infrastructure for trade community. Over 800 trade-

related document standards provide interoperability of message exchange and trade process automation among

exporters, importers, banks, customs, airlines, shippers, forwarders and trade authorities. Most one-to-one unit pro-

cesses are perfectly paperless & online;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process flow, there is a lack of streamlining

end-to-end trade processes spread over many different parties. This situation causes the trade community to endure

repetitive-redundant load for handling trade documents. The trade community has a strong demand for seamless trade

flow.

For streamlining the trade process, processes with data should flow seamlessly to multilateral parties. Flowing data

with an optimized process is the critical success factor to accomplish seamless trade. This study proposes four critical

digital trade infrastructures as a platform service : (1) data-centric Intelligent Document Recognition(IDR), (2)

data-driven Digital Document Flow (DDF), (3) platform based Digital Collaboration & Communication(DCC), and (4)

new digital Trade Facilitation Index (dTFI) for precise assessment of K-Trade Digital Trade Framework.

The results of new dTFI analyses showed that redundant reentry load was reduced significantly over the whole

trade and logistics process. This study leads to the belief that if put into real-world application can provide huge

economic gains by building a new global value chain of the K-trade eco network. A new digital trade framework will

be invaluable in promoting national soft power for enhancing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trade community. It could

become the advanced reference model of next trade facilitation infrastructure for develop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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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ion & Communication, Digital Trade Facilitation Index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https://doi.org/10.9716/KITS.2020.19.6.177

K-Trade : 데이터 주도형 디지털 무역 프레임워크

김채미*․노웅기**

K-Trade : Data-driven Digital Trade Framework

Chaemee Kim*․Woong-Kee Loh**

Abstract

Submitted：November 18, 2020 1st Revision：December 10, 2020 Accepted：December 13, 2020
* 가천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박사과정
** 가천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교신저자

韓國IT서비스學會誌
第19卷 第6號
2020年 12月, pp.177-189



178 Chaemee Kim․Woong-Kee Loh

1. 서 론

우리나라의무역의존도는 2011년 86.1%에서 2019년

63.7%(무역협회)로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2017년

기준으로 G20 국가 중 3위로 네덜란드와 독일 다음

으로 무역의존도가 높다. 반면 일본의 무역의존도는

28.1%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다.

우리나라 무역은 원자재와 중간재를 수입하여 중

간재와 완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수출중심이지

만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중요한 글로벌 공급망 사슬

(global value chain, GVC)의 중심에 있는 국가이

다. 치열한 국제무역환경에서 국가경쟁력인 무역 원

활화(trade facilitation)라는 소프트파워의 중요성

을 일찍 깨닫고 1989년부터 국가종합무역업무자동

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991년에는 “무역업무자

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담사업자를

지정하고 국내 무역 유관기관과 무역업체를 연계하

기 시작하였다. 2005년에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여 국가적 과제인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자무역

기반사업자(KTNET)”를 지정하여 국가전자무역

기반시설(uTradeHub)을 운영하도록규정하고국무

총리를 위원장으로 국가전자무역추진위원회와 무역

업계의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법․제도

의 혁신과 전자무역기반시설의 고도화를 통하여 산

업계 표준화와 범용적인 인프라가 제공되도록 하여

네트워킹 효과를 창출하는 경제적인 플랫폼으로 세

계 일류수준의 전자무역 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다.

2000년대 초에 무역 자동화에서 전자무역으로의 대

전환에는 웹과 인터넷의 발전이 촉매제가 되었다면,

2020년대에 4차 산업의 혁신기술과 전자상거래 무

역의 급격한 성장을 기반으로 비대면 온라인 무역환

경의 변화는 새로운 디지털 무역으로의 필연적인 전

환을 위한 기폭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무역

으로의 혁신성장을 위한 출발을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맞추어 “디지털 무역기반구축사업(2019년～

2021년, 산업자원통상부)” 착수와 함께 시작하였고

비대면 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그림 1]

에서 제시된 디지털무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역

문서와 물건 그리고 현금의 흐름이 동기화되어 디지

털무역정보가 단절 없이 제공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는 분산원장기술를 비롯하여 데이터 기

반의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되어 새로운 디지털 신뢰

체계의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림 1] 무역거래방식의 변화를 선도하는 디지털
무역기반구축사업

무역 분야의 디지털 혁신성장은 태생적으로 비대

면의 특성을 지향해온 덕분에 최적화의 단계에 이

르게 되었으며, 앞으로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

소는 데이터 주도형 서비스(data-driven service)

로 단절된 업무 구간을 연결해가는 것이다. 인공지

능과 4차 산업 혁신의 시대가 도래했지만, 아직도

기업 간, 기업과 유관기관 간의 국내업무와 글로벌

연계업무는 이메일과 팩스, 종이서류에 많이 의존

하고 있고 일부 업무의 경우, 신청과 발급은 전자화

되어 있더라도 발급받은 문서가 필요한 제삼의 기

관에는 종이로 출력하여 제출하는 반쪽짜리 온라인

서비스가 많이 있다. 특히, 긴 사이클을 요구하고

참여자가 많은 수출입업무의 경우, 서로 다른 업무

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국가적

과제이다.

단위업무 중심의 표준화를 기반으로 전자화는

되어있지만, 비정형 문서들이 다양한 형태로 오고

가는 구간으로 인한 무역의 全과정에 부분적인 단

절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데이터의 중복입

력이나 오류 발생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역에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 간에 서로 다른 영

역의 업무들을 데이터 주도형으로 연결해가는 것

이 가장 우선 만들어가야 할 과제이다. 서로 다른

주체가 수행하는 선행업무와 후행업무에 대하여

데이터 기반의 “업무 연결”은 후속 업무를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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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선행업무에서 최대한 데이터화하여

전달해주는 것이 핵심이며, “협업”기반의 “데이터

주도형 서비스”가 단절된 구간을 메워야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다자간의 무역업무가 물 흐르듯이

흘러가도록 무역기반시설이 새롭게 제공해야 하는

세가지요소 (1) 지능형문서인식(intelligent docu-

ment recognition, IDR) (2) 디지털 문서유통(digi-

tal document flow, DDF) (3) 디지털 협업과 소통

(digital collaboration & communication, DCC)을

데이터와 플랫폼 관점에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

시하고 디지털 무역 프레임워크에 어떻게 접목해야

하는지와 새로운 평가지표를 제안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2.1절에서는 무역 원활화를 평가하는 주요지표

를 살펴보고, 최고 수준의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

에도 데이터 주도형 플랫폼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지능형 문서 인식 시스템과 디지털

문서 유통 시스템에 대하여 무역 부분과 관련된

기존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2.1 OECD 무역원활화 지표 및 평가 분석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서는 정부가 국제무

역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한 개

선활동을지속할수있도록 11개분야의무역원활화

지표(trade facilitation indicators, TFI)를 개발하

여 국가별로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정량화(OECD, 2018)하여 매년 갱신된 결

과를 제공하고 있다. 자가진단뿐만 아니라 비교하고

싶은 국가를 선택하여 지표별로 평가수준을 상호 분

석해볼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에 1

위 네덜란드와 2위 미국 다음으로 3위의 무역 원활

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림 2]

에서 제시한 5개의주요지표인 (1) 무역업체참여도

(2) 사전신고제 (3) 표준 문서화 (4) 무역 자동화 (5)

거버넌스 및 공명정대한 정책체계 부분에서는 최고

의 비교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림 2] OECD 주요 국가간 무역원활화 평가 비교 및
한국의 주요지표 달성도(OECD, 2018)

표준화된 문서정보와 다자간 연계를 기반으로 다

양한 신고업무를 포함하여 정부 부처와 무역업계가

단절없는무역업무를처리할수있는무역의논리적

인단일창구를의미하는싱글윈도우(single window)

(UN, 2005)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

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림 3] APEC, 아세안 주요 국가간 싱글윈도우지표
평가 비교(OECD, 2019)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과 아세안 국가

들을 5개 분야의 싱글윈도우지표(single window

indicators)를 개발하여 2015년과 2016년에 평가한

결과(OECD, 2019)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싱글윈도

우 역량이 1위, 싱가포르가 2위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그림 3]에서 제시한 5개의 주요지표인 (1)

체계적인 업무범위, (2) 데이터 표준화, (3) 법제도

규범, (4) 기술규격 보안인증안전, (5) 상호운용성

측면에서는 최고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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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송장 분류 및 승인 시스템 업무흐름도

2.2 지능형 문서 인식 시스템

전자무역을 통한 무역업계와 무역유관기관 간에

전자문서교환방식에서 EDI와 XML로 표준화 된

전자무역문서가 800여 종이나 사용되고 있지만,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무역업계와 물류업계 당사

자들 간에 사용되는 주요 문서들은 아직도 사설문

서로 교환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견적(proforma

invoice), 청약서(offer sheet), 계약서(sales con-

tract),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주문서(purchase order), 선하 증권

(bill of lading)은 문서에 포함된 데이터의 재활용

성이나 정보의 유통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서이

지만, 전자무역문서로 데이터화되어 교환되지 못

하고 있다. 주로 이러한 사설문서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주고받으면서, 재입력으로 발생하는 오류

와 데이터화를 위한 시간이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표준화하

기 위한 시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업종별, 기업

규모별, 국가별 서로 다른 기업 환경과 정보화 수

준의 차이로 표준화된 전자문서가 있어도 활용되

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표준화가 되지 않는 다양

한 사설문서의 유통을 인정하면서 자동인식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지능화하는 방향으로 연구와 활

용이 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20년 1월 미국특허로 등록된 "송장 분류 및 승

인시스템"(Schnitt, 2020)에서는 [그림 4]에서 제시

한 주요업무 흐름에 따라 (1) 주문기반의 상업 송장

과 서비스 비용 관련 일반 송장을 자동분류하고 (2)

송장에 포함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송장을 승인절차

를 자동으로 태우고 (3) 회계시스템과 단절 없이 연

계되도록 하는 규칙을 관리하고 (4) 기존 규칙을 학

습하여 새로운 상황도 지능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머신러닝을 담당하는 서버로 구성되어 있다.

본 특허(Schnitt, 2020)의 배경을 파악해보면, 구

매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여러 공급자가 보내서 받

아 처리해야 하는 송장을 예시로 제시하여 얼마나

다양한 서식을 처리해야 하는지 강조하고 있고, 기

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회계처리가 분리되어있는 내

부조직들의 자동화된 비용정산을 지원하는 시스템

의 요구가 높아지게 된다. 송장처리 자동화가 되지

않는 기존의 수작업에 의존하는 업무방식에서는

15% 이상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같은 송

장을 처리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조직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전체 회사의 회계의 정확도의 신뢰성을

낮추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명하게 된 시스템

이다. 주문기반의 상업 송장은 기존의 주문서 정보

가 이미 시스템에 있기 때문에 처리상 오류가 적다

고 판단하고, 그 외의 회사경비에 속하는 송장에 대

하여 대규모 조직에서 자동 분기 처리하는 방식에

주안점을 둔 시스템이다.

전자문서 형식의 전자 송장(e-invoice)이 확대되

고 있지만, 아직 이메일이나 팩스로 주고받는 이미

지 파일 형식의 송장에 포함된 데이터를 정확하게

추출하기 위한 연구(Zhang et al., 2009)가 진행되고

있지만, 비슷한 연구에 대한 실험결과 정확도는 8

5～96% 수준이다. [그림 5]에서 제시한 주요업무

흐름에 따라 송장이 가진 이미지 특성을 기반으로

(1) 컴퓨터 비전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고 (2)

기울기를 인식하여 수평을 보정하고 (3) 주요정보가

포함된 공간을 분할하고 (4) 적색고무인과 같은 이

미지 명판을 제거하고 (5) 자동문자인식을 적용하여

주요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림 5] 공간구분방식 기반 송장 이미지의 정보
자동인식 흐름도



K-Trade : 데이터 주도형 디지털 무역 프레임워크 181

본 논문(Zhang et al., 2009)은 이미지로 스캔된

송장 파일에 대하여 컴퓨터비전 기술을 활용하여

주요 공간에 들어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세금계산서(tax invoice)라는 동일한 서식의 다양

한 정보들을 학습을 통하여 정확도를 높일 수 있

지만, 다양한 서식을 능동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

려운 방식이다. 또한, 금액의 정확한 인식을 요구

하는 송장의 자동처리시스템에 활용하기에는 사람

의 확인작업이 개입되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EDI과 XML로 표현되는 정형화된 문서(struc-

tured document)보다는 엑셀이나 PDF 형식처럼

부분적 정형화된 문서(semi-structured document)

의양식으로주고받는상업송장은 일부정보는 데이

터화 되어있으나 다양한 문서양식을 사용하기 때문

에 완전히 정형화되지 않은 문서에서 정확한 정보

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대부분 학습모델에서 송신자에 의해 주로 사용되는

특정 템플릿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서의 콘텐츠를

추출하는 방식이었지만, 템플릿에 대한 사전학습정

보 없이도 [그림 6]의 절차에 의하여 자동인식 가능

한 방식(Palm et al., 2017)에 대한 연구도 새롭게

제안되고 있다.

[그림 6] 사전학습 없는 RNN기반 송장 정보 자동인식
흐름도

본 연구(Palm et al., 2017)에서는 송장에서 자동

인식된 8개의 필드 (1) 송장번호(Invoice number),

(2) 발행일자(Issue Date), (3) 기준통화(Currency),

(4) 주문번호(Order ID), (5) 합계(Total), (6) 품목

별합계(Line Total), (7) 세금합계(Tax Total), (8)

세율(Tax Percent)에 대하여 최종사용자가 확인

후 최종적으로 수정한 값을 단일학습모델에서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템플릿 기반의 사

전학습방식과 다른 방법을 사용하였다. 8,911개의

송신자와 1,013개의 수신자로 구성된 326,472개의

송장을기반으로실험하였고, 로지스틱회귀분석(logi-

stic regression)과 자연어처리에많이사용되는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의 LSTM(Long

Sort-Term Memory) 모델을 적용하여 실험한 결

과, 자주 활용되는 송장의 형태에 대해서는 LSTM

모델(F1 0.89)이 로지스틱회귀분석(F1 0.88)보다

정밀도와 재현율에서 모두 높은 성능을 나타냈다.

처음 접하는 송장의 형태에 대해서도 정확도는 떨어

지지만 LSTM모델(F1 0.84)이 로지스틱회귀분석

(F1 0.78)보다 여전히 높은 성능을 나타냈다.

[그림 7]에서 제시된 절차에 따라 그래프 기반의

구조화된 정보로 송장을 구성한 단어의 요소들을 구

성하여 GCN(graph convolutional network) 학습

모델(Kipf and Welling, 2017; Yao et al., 2019)로

송장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류하여 찾아내는 연구

(Blanchard et al., 2019; Lohani et al., 2018)도 새롭게

제안되었다. 송장은 일반거래문서와 유사하게 헤더

(head zone), 본문(central zone), 꼬리(footer zone)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의 문서는 여러 단어로 구성

되어 있으며, 하나의 단어는 상하좌우 4가지 방향에

인접한 단어와의 연관성을 가지는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각 단어는 불리안, 숫자, 텍스트를 구분하

는 기본특징을 포함한 다차원의 317개 특징들로 표

현할 수 있다.

[그림 7] GCN 활용한 송장의 단어간 그래프 정보화
기반의 자동인식 흐름도

본 연구(Lohani et al., 2018)에서도 기존 템플릿

기반의 사전 학습방식과 달리 처음 주어지는 송장이

라도주어진구조를자세하게분석하여그래프기반으

로 표현하여 학습하는방식을적용함으로써 27개항

목을 자동 추출하고 F1 0.93의 성능을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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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서식에 제한되거나 사전에 설정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서식이 적용된 송장도 사

전설정 과정 없이 자동 인식할 수 있는 단계로 연

구가 발전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100% 성

능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사람이 개입하여

송장에 실제 표기된 금액과 항목을 교차 점검하는

확인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구분 규칙기반 분석 중점 템플릿 필요

분류방식
[그림 4] ◉

업무연계,
규칙관리 ◉

공간구분방식
[그림 5] ⊗ 서식인식 ◉

RNN방식
[그림 6] ⊗ 항목인식 ⊗

GCN방식
[그림 7]

⊗ 관계인식 ⊗

<표 1> 지능형 상업송장 인식방식 비교

상업송장을 인식하는 방법이 특정 서식에 의존

한 규칙기반에서 데이터 기반의 자동인식 방식으

로 진화되고 있음을 <표 1>에서 알 수 있다.

2.3 디지털 문서 유통 시스템

EDI, XML 기반의 전자문서교환은 상호 표준화

된 구조의 정보를 교환하기에 최적화된 방식이다.

EDI는 서식은 없고 구조화된 데이터만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러나, 정보화 수준이 서로 다르고 다

양한 산업군 간의 경계를 넘어서서 최소한의 표준

화된 구조로 기존에 사용하던 문서의 양식이나 서

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방식이 PDF 기

반으로 시도되고 있다. XML로 핵심정보를 별도

로 담을 수 있는 PDF/A를 전자문서유통표준으로

채택한 방식이다.

[그림 8]에서 PDF/A 내부문서에 서식이 적용된

문서와 구조화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를 모두 포

함하고 있는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의 전자송

장 표준인 ZUGFeRD(Zentraler User Guide des

Forums elektronische Rechnung Deutschland,

2020)에서는 2005년 10월 ISO 국제표준으로 제정

되고 2012년에 세 개 부문으로까지 확장된 PDF/A

를 기반으로 사용자는 쉽게 서식이 적용된 기존 파

일로 주고받던 송장과 큰 차이 없이 사용할 수 있

으며, 데이터를 전달받은 업체나 기관에서는 상호

표준화된 메타정보가 XML 형태로 포함된 PDF 문

서에서 텍스트를 자동인식하여 비교 검증할 수도

있는 전자문서유통의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PDF/A 표준에서 제공하는 전자서명과 장기

보존기능을 활용하여 문서유통의 신뢰성을 높였다.

구조화된 정보를 포함하면서 서식도 함께 주고받

을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을 하이브리드 문서(hybrid

document) 유통방식으로 불린다. 사람도 기계도 모

두 인식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파일을 하나의 문

서로 묶어서 유통하는 방식을 말한다. 독일의 전자

송장 표준방식은 누구나 널리 사용하고 있는 표준

문서인 PDF 기반으로 서식과 정보를 모두 포함하

여 기존 표준체계 위에서 저절로 유통이 이루어지

게 한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다.

[그림 8] PDF/A 표준준수 전자송장의 XML문서첨부
(ZUGFeRD 샘플송장)

클라우드 전자서명 기반의 전자계약서비스를 제

공하는 다큐사인(DOCUSIGN)에서 등록한 특허

(Peterson et al., 2013)에서는 전자 서명한 전자

문서가 사전에 등록한 특정 규칙에 따라 제삼자에

게 전달되는 디지털 문서의 유통에 대한 시스템과

방법을 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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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용 사례

2장에서 살펴본 디지털 문서 유통 시스템은 국내

에서는 전자정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증서와 증명

서를 유통해주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으

며, 특히 무역 분야에서는 국경을 넘어가는 주요 문

서에 대하여 다양한 국제단체에서 4차 산업 혁신기

술을 적용하여 디지털 문서의 신뢰성을 제공하는

응용 사례를 살펴보고 디지털 무역에 필요한 유통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3.1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

우리나라 행정안전부 전자정부24에서 주요 민원

서류를 전자적으로 발급해 주고 있다. 그러나 제삼

의 제출기관에 다시 종이 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는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전자

증명서를 개인의 모바일 전자지갑을 기반으로 제출

기관에 유통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민원서류의

신청에서 발급과 제출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온라인

으로 전환함으로써 (1) 민원인, (2) 전자정부의 전자

증명서 발급기관, (3) 제출기관을 온라인으로 연결

하여 완결된 전자증명서의 유통체계를 확보하였다.

민원인은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여 전자증명서를

신청하고 보관하고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다. 민원인

의 전자문서지갑과 연결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에서는 전자적 발급과 종이 유통으로 단절되

었던 구간을 온라인으로 연계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에 반하여 에스토니아는 X-Road라는 데이터

기반의 유통체계를 기반으로 정보화의 초기부터

중앙집중형으로 데이터의 중복이 없도록 구성하고

효율적인 유통체계를 통하여 1,000개가 넘는 각

부처와 조직이 데이터를 모두 소유하지 않아도 불

편하지 않도록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최

신정보는 권한을 가진 부처나 기관만이 수정하고

최신 형상을 관리함으로써 관련된 조직들이 모두

믿을 수 있는 최신정보를 약관을 기반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X-Road 연합 생태계를 기반으로

2018년부터 핀란드와 동등한 입장에서의 데이터

기반의 상호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유엔 경제사회처(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 DESA)에서

2020년을 기준으로 193개 회원국의 전자정부발

전 수준을 평가한 전자정부발전지수(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EGDI)(2020)에 따르면, 덴마

크 1위에 이어 우리나라는 2위로, 에스토니아는 3위

로 평가받았다. 2010년에서 2014년까지 1위를 차지

하던 우리나라는 2016년과 2018년에는 3위로, 2020

년에 다시 2위로 올라섰고 특히, 온라인서비스지수

(online service index, OSI) 부문에서는 만점을 획

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에스토니아는 2018년과 비

교하여 가장 높은 발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았다.

3.2 전자선하증권 등록․유통 서비스

선하증권(bill of lading)은 선적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로서 운송인이 수출화주로부터 화물을

수령 또는 선적했음을 나타내며 도착항까지 운송하

여 증권의 소지인에게 화물의 인도를 약속하는 유

가증권으로 유통성을 가지고 있다. 선하증권의 유

통은 배서(endorsement)로 양도되어 소유권(title)

이 이전되는 권리증권이다. 무역대금 지급방식에

따라 은행과 수입자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권리를

이전하고 이전받는 권리의 유통이 발생하는 문서로

서 소지인은 채권적 효력과 물권적 효력을 갖는다.

1990년에 국제해사위원회에서 전자식 선하증권

에 관한 통일규칙을 제정한 이후, 선하증권의 전자

적 발급과 전주기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있는 Bolero, 최근에클라우드방식의유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essDocs, 블록체인 기반

의 서류없는 무역거래를 지원하기위한 TradeLens

외에도 많은 글로벌 컨소시엄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들이 소개되고 있다.

전자선하증권의 유통은 보안성, 중립성, 서로 다

른 법체계를 모두 포용할 수 있는 까다로운 업무로

아직도 선도하거나 선점한 서비스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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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

식물을 수출입할 때 수출되는 식물에 대한 해충

이나 병 위생처리를 했다는 증명을 수입국에서 요

구하는데 우리나라는 식물검역소에서 식물검역증

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발급한다. 수출

자는 수입자에게 식물검역증명서 원본을 전달하면

수입자는 수입국의 식물검역기관에 제출하고 검역

검사를 받는다. 방역과 위생에 밀접하게 연관된

식물은 검역에 관련된 증명서는 각 국가의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하고 국가 간에 유통되는 문서이다.

1991년 4월에 식물 병해충의 유입 및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긴밀한 국제협약을 도모하기 위하

여 설립된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PPC)은 유엔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

ted Nations, FAO)의 산하 기구이다. 2016년부터

식물검역증명서의 표준화 및 전자문서의 유통체계

(ePyhto)에 기반구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국가

의 정보화 수준에 맞게 적용할 수도 있다. 식물검

역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기

관에서는 직접 유통 허브와 전자증명서를 교환할

수 있으며 89개국이 연계되어 있다. 아직 전자증

명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25개국 국

가기관에서는 IPPC에서 제공하는 웹 기반 서비스

(Generic ePhyto National System, GeNS)를 활

용하여 유통 허브에 연계된 국가들과 전자증명서

를 교환하고 자체적으로 전자증명서를 발급도 하

고 있다. IPPC에서 운영하는 ePhyto 유통플랫폼

은 수출입 국가기관끼리 직접 연계함으로써 수출

자와 수입자를 거쳐 증명서가 유통되는 불편함과

위변조의 위험을 줄이고 더욱 안전한 증명서 유통

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4.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새로운 디지털 무역기반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가장 어려운 문제인 무역업무 데이터의 유통

단절을 해결해야 한다. 무역의 단위업무는 월드클

래스 수준까지의 전자화를 달성하였지만, 수출입

전주기 업무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데이터와 유통

의 관점에서 막혀있거나 단절되어있는 구간을 연

결하여 데이터가 흘러 들어가 필요한 곳에서 활용

성을 최대화시키고 중복업무를 최소화해야 한다.

무역업무 데이터의 유통 단절을 해결하기 위하

여 (1) 수출입서류의 데이터화가 가장 우선 추진

되어야 하고, (2) 데이터화된 정보를 관련 주체들

에 유통할 수 있는 표준유통체계가 필요하고, (3)

연결의 관점에서의 플랫폼으로의 역할을 해주는

국가디지털 무역기반시설이 제공되어야 하며, (4)

이런 새로운 무역원활화의 도전과 노력을 지속하

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무역원활화수준을 평가받을

수 있는 새로운 국제적 평가지표가 필요하다. 디

지털 무역 선도국가로서 표준화와 전자화에 머무

르고 있는 전자무역을 넘어서는 새로운 전환점과

로드맵을 제시할 역량을 갖추어나가야 한다.

4.1 데이터 중심형(Data-Centric) 기반구조로의

전환

수출입서류 중에 무역업무에 자주 사용되지만,

업무 관행상 서식이 적용된 파일이나 이미지 형태

의 스캔문서로 교환되어 데이터화 되지 않은 형태

로 주고받는 B2B 문서들이 많다. 상업송장, 포장

명세서는 대표적으로 데이터화가 가장 필요한 무

역문서이자 데이터화가 제공되면 활용성이 가장

높은 문서이다. 이러한 문서들의 특성은 비슷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서식이나 형식을 표준

화하기 어렵고 업계에서 이메일이나 팩스로 주고

받는 경우가 많은 문서이다. 이러한 문서를 구성

하는 항목들을 데이터로 추출하여 업무에 활용하

기 위하여 [그림 9]에서 제시된 지능형 문서 인식

(intelligent document recognition, IDR) 서비스

를 제공해야 한다. 문서에서 사용되는 주요항목들

을 서식과 상관없이 자동인식하게 학습시키는 구

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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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데이터 주도형 디지털문서유통서비스

[그림 9] 지능형 문서 인식 기반의 수출입서류 데이터
활용기반구조

4.2 데이터 주도형(Data-Driven) 유통체계로의

전환

데이터화된 무역문서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제삼

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디지털 문서 유통(digital

document flow, DDF)서비스를 제공한다. 당사자

간의 정보교환체계인 중계가 아니라 당사자 간에

주고받았던 문서를 다시 제삼자인 수출지원기관이

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 전달해야 하는 업

무를 유통서비스로 칭한다. 이러한 형태의 유통업

무가 무역업무에서 데이터의 단절이 발생하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1) 전자적으로 발급

받은 간접수출실적증명서를 수출지원기관에 제출

할 때는 종이로 프린트하여 제출하는 경우, (2) 통

관의뢰를 하는 관세사나 선적의뢰를 하는 포워더에

게 이메일이나 팩스로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스캔

문서를 보내는 경우이다. 받은 문서를 보면서 다시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발생하는 오류와 비용

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바로 유통서비스의 최

대목표이다.

[그림 10]에서는 한번 데이터로 생성된 정보는

다양한 형태로 후행 업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데이터 주도형 유통서비스

이다.

4.3 플랫폼형(Government-as-a-Platform)

산업간 초연결체계로의 전환

4.1절의 지능형 문서 인식서비스를 통하여 기존에

데이터화하기 어려웠던 무역문서들을 활용할 수 있

다. 데이터화된 무역문서는 후속업무에 활용하기 위

하여 업무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후속업무를 실행

하는 무역업무 수행주체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전달

되어야 한다. 4.2절에서는 무역업무의 거래규모를

고려한 접근제어와 보안이 적용된 디지털 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데이터화된 문서의 유통을 기반

으로무역업무의최적화를하기위하여플랫폼기반의

디지털 협업과 소통(digital collaboration & com-

munication, DCC)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림

11]에서 나타나듯이 무역업무는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며, 관련 당사자들도 많아서, 효율화해야

하는 부분도 많지만, 그만큼 단절되어있는 구간도

많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무역업무는 다양한 주체

들 간에 많은 데이터가 흘러 다닐수록 데이터보안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업주도형 접근권한제어

와 안전한 인증체계를 함께 적용한다. 특정 부서에

국한된 전자정부서비스가 아닌 산업을 연결하고 데

이터를 중심으로 업무가 최적화되도록 국가디지털

무역기반시설이 플랫폼형으로 발전되어 가야 한다.

[그림 11] 플랫폼형 무역업무 최적화 서비스



186 Chaemee Kim․Woong-Kee Loh

4.4 원활한 데이터 유통체계 평가지표 도입

유엔경제사회처에서격년으로평가하는전자정부

발전지수를 구성하는 지표(UN, 2020)를 살펴보면,

(1) 온라인서비스지표(online service index, OSI),

(2) 인적자본지표(human capital index, HCI), (3)

통신인프라지표(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index, TII) 세 가지 지표로서 정보통신 인프라와

서비스 활용도 및 역량을 기반으로 비교적 단순한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화가 되어있는지,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접근성이 편리한

지와 같은 표면적인 지표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전자정부를 하나의 국가데이터플랫폼이라는

관점에서 데이터의 중복성으로 발생하는 운영의 비

효율성과 원활한 데이터 유통과 활용성의 제약을 깊

이 있게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 관점의 평가지표가

없는 상태이다. 만약, 플랫폼 참여자 간에 데이터가

안전하게 흐르고 활용되는 관점의 지표가 추가된다

면 우리나라가 2020년에 달성한 전자정부발전지수

세계 2위라는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역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11개

분야의 무역원활화지표(TFI)를 활용하여 국가의

무역원활화수준을 평가하고 있지만, 무역업계와 정

부 간의 표준화와 전자화 기반의 정보화뿐만 아니

라 무역 주체 간에 디지털 기반으로 고유 업무영역

의 효율화까지 진행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무역원

활화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협업업무가 향후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이

에 대한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디지털 무역원활화

지표(digital trade facilitation index, dTFI)를 신

규 제정하여 정부가 데이터 리더십을 발휘하여 표

준화와 전자화 수준의 정보화를 이미 달성한 선도

국가에 차세대 무역원활화를 지향하도록 촉매제 역

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수출업무를 데이터 관점에

서 최적화할 수 있도록 주요 문서의 데이터 항목이

선행업무와 후행업무 간에 전달되고 서로 다른 주

체 간에 유통이 원활히 될수록 재사용 가능한 항목

이 늘어나면서 업무의 정합성이 향상될수록 신규로

제안된 디지털 무역원활화지표도 개선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화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국가에서 데이터 관점에서의 한 단계 수준 높은 무

역원활화를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인 디지털

무역원활화지표(dTFI)를 제안한다. 이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출의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데이터 항목의 재사용

비율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무역원활화지표를 선정

하여 제시한다.

[그림 12] 신규 디지털 무역원활화지표(dTFI)

수출입계약서를 데이터화하여 상업송장업무에 활

용하면 8개 항목만 추가로 작성하고 나머지 47% 항

목은 자동으로 연계되며 포장명세서업무에는 10개

항목만 추가되고, 68% 항목이 재활용된다. 상업송

장과 포장명세서를 후속업무인 수출신고의뢰, 선적

요청서, 보험신청서, 원산지증명신청업무에 데이터

기반으로 유통되어 활용되면, 96%까지 항목의 재활

용성이 높아진다. 특히,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를

기반으로 무역업체와 통관대행․물류업체 간의 협

업 구간에 데이터 기반의 유통이 활성화되면 업무자

동화에 따른 획기적인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무역업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를 데이터 기반으로 유통함

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정량화하고, 새로운 디

지털 무역의 프레임워크를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구성요소들을제시하였다. 특히, 수출입 한건이

시작부터 완료되기까지는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이

시간과 국경을 초월하여 참여하는 상당히 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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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을 가진 무역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주도형 디지털 무역을 정교하게 상위수준을 구분하

여 평가할 수 있도록 여러 단계를 거쳐 반복 재사

용되는 데이터를 복리이자 개념으로 접근하여 새로

운 디지털 지표를 연구하여 적용해본다면, 이미 상

위수준에 도달한 국가들에 디지털 무역의 수준을

더 정교하게 끌어올리기 위한 새로운 촉매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디지털 무역 프레임워

크를 적용하여 ’21년 디지털무역기반을 완성할 예

정이며,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중심으로 지능형

문서 인식 시스템과 디지털 문서 유통 시스템을 제

안하고 적용하였으나, 향후 무역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디지털무역문서에 적용가능 하도록 확

대해나갈 예정이다.

[그림 13] K-Trade 디지털 무역 프레임워크

본 연구에서 제안된 구성요소들이 최종적으로 구

현되는 ’21년 K-Trade는 무역 행정 중심의 전자무

역에서 지속적인 비대면의 변화된 사업환경에서도

상생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데이터 주도형 디지털

무역 프레임워크로서 무역업계의 시간과 비용을 획

기적으로 절감시켜주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산업

적으로는 서로 다른 주체 간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

터로 단절 없이 전달하는 획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더 많은 한국산 부품으로 구성된 수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수출업체인 구매자와 내수기업인 공급자

간을 거래정보 기반으로 추천하고 연결해주는 플랫

폼의 역할을 하여 한국에서 생산된 국산제품(Made

in Korea)이라는 브랜드를 넘어서서 상생 협력제품

(Made with Partners), 핵심한국제품(Made with

Korean Parts)이라는 K-Trade 브랜드를 만들어

가면서 새로운 글로컬공급망체계의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한 소프트파워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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