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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 전산기술 발달에 힘입어 기업 및 금융기관들은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전자방식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
― 기업들은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함
으로써 관련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도 크게 제고
□ 90년대 들어서는 효율적인 대금수납을 위해 거래정보를 결제정보
와 함께 교환하려는 기업들의 요구 증가로 은행 또는 금융공동망
을 통해서도 거래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등장
― 거래정보가 금융공동망을 통해 교환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양
식 및 제도 등이 필요한데 외국에서는 이에 대한 표준화 노력이
진행중
o 현재 미국 및 유럽 일부 국가는 은행간 네트워크에서 기업간
거래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o 미국은 금융공동망에서 표준화된 상거래 전자문서 양식을 제정
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역내 국가간 거래에서 상거
래 전자문서(E-invoice)가 사용될 수 있는 기반 확립을 위해 표준
화 방안을 강구중
□ 기업이 상거래정보를 금융기관을 통해 교환할 수 있는 금융EDI
기능의 국내외 이용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실정에 맞는 금융EDI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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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금융EDI의 의의
□ 금융EDI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기업들의 원활한 상거래 대금
처리를 위해 상거래정보를 자체 전산망이나 금융공동망을 통해
기업에 전자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지칭하지만 정확한 사전적 정
의는 없음
― 금융EDI는 대금청구를 위한 금융EDI와 대금수납을 위한 금융
EDI로 구분 가능
□ 금융EDI는 금융기관이 상거래와 관련된 기업의 자금관리를 효율적
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하부구조(infrastructure) 역할을 하는데
금융EDI를 도입한 기업 및 금융기관은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음
― 종이서류 작성 및 교환을 위한 물적•인적 비용 절약이 가능
― 거래관련 내용을 전산양식에 자동으로 작성하는 것은 종이서류
를 작성하는 것보다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낮으며 이에 따라 기
업간 분쟁 가능성이 감소
― 금융EDI 도입은 기업들의 효율적인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관리
업무를 가능하게 해 기업의 운전자금* 규모를 감소시켜 기업들
의 기회비용이 감소
* 기업이 임금이나 이자의 지불 또는 원재료의 매입 등 경상적 활동을 위
해 필요한 자금(운전자금 = 매출채권 + 재고자산 - 매입채무)

□ 그러나 기업 및 은행은 금융EDI가 가능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
해 많은 초기비용이 필요하며 기존에 구축된 전산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체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한 비용, 시
간 및 노력이 필요
― 또한 다양한 기업의 요구 및 거래관행 등을 반영한 표준화된 금
융EDI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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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금융EDI 도입 및 이용 현황
1. 미국
(금융EDI 시스템 도입 및 이용증가 배경)
□ 80년대 후반부터 일부 대기업들이 수많은 협력업체와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고 거래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은행과 연계된
금융EDI 기능의 전산시스템을 구축
□ 이후 미국 의회가 99. 1월부터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기업에 대한
대금을 전자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금융EDI
사용 필요성이 증가
―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기업들이 금융EDI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한 후 자신들의 거래 기업 및 은행들도 기 구축된 금융EDI 시스
템을 이용하도록 요구
(금융EDI 이용 현황)
□ 미국의 결제시스템 운영기관(ACH 및 CHIPS)은 기업 및 은행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결제시스템에서 거래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
능을 제공
□ 미국은 상거래관련 전자문서의 표준화가 상당부분 이루어져 있고
거래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금융공동망을 통한 전자방식의 거래
대금 지급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 표준화기관이 제정한 금융EDI 관련 표준은 기업이 널리 사용하
고 있어 범용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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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이 결제대금 지급을 위해 주로 사용하던 장표방식 지급수
단(예: 수표)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고 대체수단인 금융공동망을 통
해 전자방식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
o 2007년중 미국의 소액결제망(ACH)에서 금융EDI 기능을 사용한
지급건수 및 거래정보 교환건수는 각각 3억 4천만건, 11억건으
로 전년대비 18%, 11% 증가
ACH에서 금융 EDI 거래규모 추이
(백만건)

연도

지급건수 (증가율)

2003
2004
2005
2006
2007

182
213
256
288
340

(11.5%)
(17.4%)
(20.0%)
(12.7%)
(18.1%)

거래정보
(증가율)
교환건수
630
(19.0%)
764
(21.3%)
915
(19.8%)
995
(8.7%)
1,100
(10.6%)

자료 : NACHA

□ 대금청구를 위한 금융EDI(invoice)는 주로 전문업체나 기업간 전용
전산망을 이용하고 대금의 지급이나 수납을 위한 금융 EDI는 금
융공동망을 이용
□ 일부 은행들은 기업들의 상거래와 관련된 자금거래를 돕기 위해
자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거래관련 전자서류를 교환해주거나 거
래와 관련된 자금관리서비스를 제공
2. 유럽
(금융EDI 도입 배경)
□ 유럽의회는 2001년에 가입국들이 전자문서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유럽내 국가간 거래에서도 기업
들이 공식적인 상거래문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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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인해 기업간 거래정보(주문서, 청구서 등)를 전자방식으로 교
환해 주는 전문업체들이 증가했으며 일부 은행들도 기업들에게
거래정보 교환 서비스를 제공
(금융EDI 이용 현황 및 향후 과제)
□ 현재 EU의 일부 국가(핀란드, 이탈리아 등)는 금융공동망을 통해 전
자거래문서(청구서 등)를 교환하고 전자문서와 연계하여 대금을 지
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 그러나 국가간 거래에서 거래문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것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이는 국가간 제도가 상이하고 전자문서
교환을 위한 양식의 표준화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주로 기인
□ 이에 유럽국가들은 상거래관련 전자문서(e-invoice)를 역내 모든 국
가에서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중
― 동 작업이 완료되면 기업들은 국가간 거래에서도 상거래문서를
금융공동망을 통해 보다 용이하게 교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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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금융EDI 도입 배경)
□ 일본 기업들은 대금수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
― 일본 기업은 서구국가의 기업들과 달리 국내기업간 거래에서 거래
대금을 지급할 때 건별로 정확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금여건에 따라 분할 또는 초과 지급(이전 미지급금 포함)
― 이와 같은 거래관행은 기업들에게 대금수납에 따른 대사작업*에
많은 인적•물적 비용을 지불하게 했으며 기업들은 이를 해결하
기 위한 방안을 모색
* 예정된 입금내역과 실제 입금내역을 대조•확인하는 작업

□ 또한 90년대말부터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기업들의 거래명
세서나

대금청구서처럼

대금청구를

위한

금융EDI

기능(EIPP:

Electronic Invoicing Presentation & Payment)에 대한 요구도 증가

(금융EDI 이용 현황)
□ 일본은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6년부터 전은
*

시스템 및 금융기관 • 기업간 펌 뱅킹 시스템에 매칭키 방식 을
도입
* 송금 등의 지급지시에 결제정보와 상거래정보를 매칭시키기 위한 조회
키(20자리)를 첨부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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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칭키 방식의 도입은 대금수납의 대조•확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지
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용이 저조한 실정
o 거래 흐름과 데이터 포맷 등에 관한 산업계의 표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o 20자리로 한정된 매칭키 데이터 영역은 전송 가능한 정보량에
한계가 있어 기업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함
□ 일본은 향후 소액결제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인데 그 일환으로 지
급결제시스템에 국제표준 금융메시지(ISO20022 메시지)를 적용하거
나 금융EDI 기능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
4. SWIFT
□ 금융기관간 메시지 통신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는 SWIFT*
는 금융EDI가 가능한 전문형식인 MT103을 제공
* SWIFT는 1973년 벨기에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전세
계 7,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가입

― MT103 전문양식은 통화명, 환율, 수수료 등을 기재하는 전용 공
간(field)이 확보되어 있어 송금지시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수록할
수 있으며 일관처리(STP : Straight Through Processing)가 가능하도
록 설계
□ 또한 2007년부터는 기업이 은행들을 통해 국제거래정보를 교환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금융EDI 서비스(TSU: Trade Services Utility)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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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표준 금융메시지(ISO20022) 제정
□ ISO20022는 2004년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만든 국제표준 금융
메시지 제정절차로 ISO20022에서 채택된 금융메시지는 국가간 상
거래를 위한 금융거래 메시지로 널리 사용될 전망
― 이에 따라 각국의 표준화기관들은 자국 금융메시지의 국제표준
채택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은 기존에 금융정보교환을 위해 결제시스템에서 사용하던
양식과 ISO20022에서 채택된 양식을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EU는 역내 금융거래 양식의 통합을 위해 ISO20022의 도
입을 적극 추진
6. 우리나라
(금융EDI 관련 여건)
□ 국내 기업들은 영업 관련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 금융
기관 또는 금융공동망을 통해 거래정보를 교환하는 것에 거부감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또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기업간 거래에서 특정거래에 해당하는
거래금액을 건별로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 등의 비현금성 지급수
단으로 지급하는 거래관행 때문에 금융공동망을 통해 거래정보를
교환하는 금융EDI 기능에 대한 필요성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
□ 그러나 지급 및 수납 자금을 확인•관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기
업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
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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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EDI 이용 현황)
□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거래대금을 전자방식으로 송금하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금융공동망은 타행환, 자금관리서비스 및 전자금융
공동망이 있지만 이들은 세부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지 못해 미국 등에서와 같은 금융EDI 기능 제공이 불가능
□ 이런 상황에서 기업 및 금융기관 등은 개별기관 차원에서 필요한
금융EDI 기능을 구현
― 금융기관은 자금관리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전문업체의 프로그램
을 이용해서 거래대금의 수납 및 지급 처리를 자동화하려는 기
업의 요구에 대처
― 기업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지급정보와 자체 보관중인 거래정보
를 이용해 수납관리를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상대기업과 상거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별도로 구축
□ 정부도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및 표준전자상거래문서 제정 등을
통해 기업들이 상거래관련 문서를 전자화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 특히 정부는 조달업무 전자화를 위해 “나라장터”를 운영하고 있
는데 입찰에서부터 계약까지 전자문서로 처리하고 있으며 대금
지급은 국고금실시간전자이체 시스템을 통해 납품업체 거래은행
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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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주요 특징 및 시사점
1. 주요 특징
□ 성공적인 금융EDI 도입을 위해서는 동 기능에 대한 충분한 수요
가 존재해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금융EDI 서비스가
고객의 니즈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범용성을 가진 금융EDI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문양식,
전송규약, 법체계 등에 대한 표준화가 선결과제
2. 시사점
□ 금융공동망에 금융EDI 기능을 도입할 경우 기업의 거래 및 대금
지급 관행을 고려할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거래건별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을 사
용하는 지급관행과 거래정보가 외부기관을 통해 교환되는 것을
꺼리는 경향으로 인해 외국과 같은 금융EDI를 도입해도 기업들
이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 은행간 네트워크에서는 금융EDI 요구가 크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판매(예 : 납품업체) 및 구매(예 : 대기업) 기
업이 동일은행 계좌를 이용해 결제하는 관행에 주로 기인
― 그러나 기업의 현금성 결제 비율이 증가하는 등 기업의 지급관행
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가 금융EDI 기능에 대한 기업
의 요구를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금융EDI 요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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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논의가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향후
일본 등 주변국 소액결제시스템과의 연계를 대비해서 국내외 결
제시스템의 금융EDI 기능 도입에 대한 모니터링과 금융분야의
국제표준화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실시
― 현재 EU 국가들을 중심으로 금융메시지 국제표준(ISO20022)을 제
정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향후 동 표준이 국제거래에
서 널리 사용될 것으로 예상
― 향후 국가간 지급결제시스템의 연계가 활성화되면 국가간 연계
결제시스템에서 국제표준이 사용될 전망
― 네트워크 이용과 관련된 자체표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나 기관은
다른 기관과의 표준화작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므로 국제
금융표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국제표준 과
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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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 전산기술 발달에 힘입어 기업 및 금융기관들은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전자방식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
― 기업들은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함
으로써 관련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도 크게 제고
□ 90년대 들어서는 효율적인 대금수납을 위해 거래정보를 결제정보
와 함께 교환하려는 기업들의 요구 증가로 은행 또는 금융공동망
을 통해서도 거래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등장
― 거래정보가 금융공동망을 통해 교환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양
식 및 제도 등이 필요한데 외국에서는 이에 대한 표준화 노력이
진행중
o 현재 미국 및 유럽 일부 국가는 은행간 네트워크에서 기업간
거래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o 미국은 금융공동망에서 표준화된 상거래 전자문서 양식을 제정
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역내 국가간 거래에서 상거
래 전자문서(E-invoice)가 사용될 수 있는 기반 확립을 위해 표준
화 방안을 강구중
□ 기업이 상거래정보를 금융기관을 통해 교환할 수 있는 금융EDI
기능의 국내외 이용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실정에 맞는 금융EDI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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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금융EDI의 의의
1. 금융EDI 정의 및 구분
□ 금융EDI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기업들의 원활한 상거래 대금
처리를 위해 상거래정보를 자체 전산망이나 금융공동망을 통해
기업에 전자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지칭하지만 정확한 사전적 정
의는 없음
― 넓은 의미의 금융EDI는 거래정보가 기업간 전용 네트워크를 통
해 전달되어도 금융공동망을 통해 전달되는 결제정보에 거래정보
를 확인할 수 있는 코드를 추가하여 대금지급 확인 등 기업내부

업무처리에 자동으로 연계되어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
― 좁은 의미의 금융EDI는 거래정보가 개별 금융기관 시스템이나
금융공동망을 통해 결제정보와 함께 전송되는 것을 지칭
― 또한 무역거래에서 금융기관이 무역대금 결제를 위해 관련 서류
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것도 금융EDI에 포함
□ 금융EDI는 금융기관이 상거래와 관련된 기업의 자금관리를 효율
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하부구조(infrastructure) 역할을 담당
― 금융EDI는 실물거래와 연계된 금융거래에서 기업의 유휴자금*
(idle money)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거래기업으로부터의 대금지급요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현
금성 자산으로 수익이 없거나 적은 것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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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은 금융기관에 자동수납처리 및 입출금 예측서비스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거래정보를 금융정보와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금융EDI 기능이 필요
□ 금융EDI는 대금청구를 위한 금융EDI와 대금수납을 위한 금융EDI
로 구분 가능
― 대금청구를 위한 금융EDI는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게 거래명세
서나 대금청구서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송부하는 것을 지칭
― 대금수납을 위한 금융EDI는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대금을 송
금할 때 거래정보를 함께 송부하는 것으로 판매기업이 대금납입
확인 및 회계처리 등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목적

2. 금융EDI의 거래 및 결제 정보교환 유형
(유형1: 기업의 거래은행이 상이하고 거래 및 금융 정보를 금융공
동망을 통해 전달)
□ 판매기업이 주문확인 및 대금청구 서류를 금융기관을 통해 구매
기업에게 전자방식으로 송부하면 구매기업은 거래은행을 통해 대
금을 지급할 때 거래정보를 함께 전송
― 이와 같은 금융EDI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급지시에 첨부되는
거래정보가 표준화되어야 하며 기업 및 은행 모두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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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송부하는 대금청구를 위한 거래정보는 기
업간 전용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어도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시
상거래정보와 결제정보가 함께 교환되는 경우는 본 유형에 포함
거래 및 금융정보가 금융공동망을 통해 전달되는 금융 EDI 업무 흐름
①

판매기업

구매기업
②
⑤

③

⑨

⑥

판매기업
거래은행

구매기업
거래은행
⑦
④

⑧

금융
공동망

④

1. 구매 및 판매기업은 상거래정보 교환을 위한 전용시스템 구축 또는 금
융기관을 통한 상거래정보 교환에 합의
2. 구매기업은 판매기업과 거래계약 체결 및 주문
3. 판매기업은 거래내역 확인 후 거래은행에 전자청구서(E-invoice) 송부
4. 판매기업 거래은행은 금융공동망을 통해 전자청구서를 구매기업 거래은
행에 송부
5. 구매기업 거래은행은 전자청구서를 구매기업에 전달
6. 구매기업은 거래내역과 전자청구서 정보를 대조•확인 후 거래은행을
통해 거래정보와 함께 지급지시
7. 구매기업 거래은행은 금융공동망에 결제처리 및 거래정보의 전달을 요청
8. 금융공동망 운영기관은 결제정보와 거래정보를 판매기업 거래은행에 송부
9. 판매기업 거래은행은 입금내역을 거래정보와 함께 판매기업에 송부

(유형2: 금융공동망에서 거래와 연계된 코드정보를 교환)
□ 기업들은 거래정보를 기업간 전용 네트워크로 교환하고 금융공동
망을 통한 대금지급지시에 해당거래정보와 매칭시킬 수 있는 코
드번호를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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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및 판매 기업은 세부거래내역을 자체 전산망에 보관하고 결
제정보와 함께 전달된 코드정보를 이용해 특정거래의 입출금내역
을 확인

o 우리나라 CMS 공동망에서 사용하는 CMS 코드 방식*이나 일본
소액결제시스템인 전은시스템(Zengin System)에서 기업간 거래대
금 결제에 제공하는 매칭코드 방식**이 이 유형에 속함
* CMS공동망을 이용하는 기업이 거래기업, 해당거래정보 등을 미리 코드형
태로 지정해서 거래은행에 등록
** 구매기업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판매대금의 입금지시를 할 때 20자리의 정
해진 코드를 입력하면 판매기업은 입금내역과 함께 전달된 20자리의 코드
로 해당거래를 확인
금융공동망이 소량의 거래정보만 교환할 수 있는 경우 금융 EDI 업무 흐름
①

구매기업

판매기업

②

③

⑤

구매기업
거래은행

판매기업
거래은행
③

금융
공동망

④

1. 구매기업은 판매기업에 상품 주문
2. 판매기업은 주문내역 확인 후 대금청구서 송부
3. 구매기업은 청구서 내용 확인 후 거래은행을 통해 거래대금 지급지시
(코드정보 포함)
4. 금융공동망 운영기관은 결제결과와 코드정보를 판매기업 거래은행에 송부
5. 판매기업 거래은행은 코드정보를 포함한 결제정보를 판매기업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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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3 : 동일한 거래은행을 통해 대금거래 및 거래정보를 교환)
□ 구매 및 판매 기업이 동일은행과 거래를 하면 두 기업은 해당은
행 전산망을 통한 대금결제 및 거래정보 교환이 가능
― 이와 같은 경우 은행간 거래를 위한 양식을 통일할 필요가 없으
며 은행 또는 지배적인 지위를 가진 기업이 거래정보 양식을 정
할 수 있음
― 미국의 J.P.Morgan이나 U.S. Bank 등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스템에 등록한 이용기관들에게
거래청구서 생성/교환 및 자금결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
o 우리나라의 경우 농협이 자체 전산망을 통해 자회사인 하나로
마트와 제품공급 업체간 거래대금 결제 및 거래내역 교환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도 동 유형으로 분류
기업들이 동일한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 금융 EDI 업무 흐름
①

구매기업

판매기업

②
③
①

④

1.
2.
3.
4.
5.

①

구매 및
판매기업
거래은행

⑤

구매 및 판매 기업은 은행과 금융 EDI 이용을 위한 계약체결
구매기업은 판매기업에 상품 주문
판매기업은 주문확인 후 구매기업에 대금청구서 송부
구매기업은 대금청구서 확인 후 은행을 통해 지급지시(거래정보 포함)
은행은 판매기업 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하고 판매기업에 입금내역 및
거래정보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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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4 : 전자시장(e-MP)을 이용한 상거래의 경우)
□ 전자시장(e-MP)*을 통해 상거래를 하는 경우 기업들은 전자시장을
통해 거래정보를 교환하며 전자시장에서 지정한 은행계좌를 이용
해 거래대금을 결제
*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가상 공간

― 전자시장은 기업간 거래정보를 교환해주는 네트워크 역할을 하
므로 기업들은 전자시장에 접속해서 거래정보를 확인하거나 전
자시장 운영업체로부터 거래정보를 수신
― 구매기업은 약정된 방법에 의해 전자시장으로 대금을 지급하며
판매기업은 전자시장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수납
o 전자시장과 판매기업간 거래대금 지급은 대체로 동일은행 계좌
를 이용
― 현재 우리나라는 전자시장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기업의 소모성
자재(MRO: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분야에서 시작되어
철강 등 전 산업분야에서 활성화
전자시장을 이용한 상거래의 경우 금융 EDI 업무 흐름
구매기업
①
④

②
③

구매기업
거래은행*
④

판매기업

①

전자시장
④

⑤

전자시장
거래은행*

⑤

②

판매기업
거래은행*
⑤

* 전자시장은 구매 및 판매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은행을 지정하는데 구매, 판매
기업 및 전자시장이 같은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 동일은행에서 지급결제가 완료

1. 구매 및 판매기업은 전자시장에 등록
2. 구매기업이 전자시장을 통해 구매신청을 하면 전자시장은 판매기업에
주문내역 통보
3. 전자시장은 청구서 등의 거래관련 정보를 구매기업 송부
4. 구매기업은 거래내역 확인 후 거래은행을 통해 전자시장에 지급지시
5. 전자시장은 거래은행을 통해 판매기업에 대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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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EDI 도입에 따른 장점 및 과제
□ 기업 및 금융기관은 금융EDI를 도입함으로써 종이서류 작성을 위
한 물적•인적 비용 절약이 가능
― 또한 거래관련 내용을 전산양식에 자동으로 작성하는 것은 종이
서류를 작성하는 것보다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낮으며 이에 따
라 기업간 분쟁 가능성도 감소
― 금융EDI 도입은 기업들의 효율적인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관리
업무를 가능하게 해 기업의 운전자금(working capital)* 규모를 감
소시켜 기업들의 기회비용이 감소
* 기업이 임금이나 이자의 지불 또는 원재료의 매입 등 경상적 활동을 위
해 필요한 자금(운전자금 = 매출채권 + 재고자산 - 매입채무)

□ 그러나 기업 및 은행은 금융EDI가 가능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
해 많은 초기비용이 필요하며 기존에 구축된 전산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체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한 비용, 시
간 및 노력이 필요
― 또한 다양한 기업의 요구 및 거래관행 등을 반영한 표준화된 금
융EDI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음
□ 금융EDI 도입이 기업 및 은행에 주는 세부적인 장점은 아래와 같음
(판매기업)
□ 판매기업은 대금청구서를 구매기업에 전자적으로 송부하면 서면
으로 송부하는 것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 전문업체인 프라임시큐어는 2001년 기업들의 종이
세금계산서 처리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한 건당 3,750원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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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기업은 종이 및 우편료 외에도 청구서가 제대로 도착했는지
유선으로 확인해야 하며 청구서가 분실되면 재송부
□ 금융EDI는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시점 관리를 용이하게 하여 정해
진 시점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므로 판매기업은 입출금 예
측을 쉽게 할 수 있어 자금관리가 용이
― 또한 판매기업이 계약에 따른 물품납품 후 관련 대금을 수납하
고 이를 기업회계에 반영하는데 시차가 존재 (Gap between
physical supply chain and financial supply chain)하는데 금융 EDI는

이와 같은 시차를 줄여줌 (<참고 1> 참조)
― 금융EDI는 수납한 납품대금을 확인(reconciliation)하여 회계에 반
영하는 외상매출채권 관리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가능하게 함
(구매기업)
□ 구매기업은 판매기업으로부터 수령한 거래명세서 및 대금청구서
내용을 자동으로 자체 전산시스템에 등록시킬 수 있어 인력감축
이 가능하고 서면작성에 따른 오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
― 구매기업은 판매기업이 송부한 거래정보를 자체 보유한 거래정
보와 쉽게 대조할 수 있어 오류가 있는 경우 빨리 해결할 수 있
어 대금지급시기 관리가 용이
― 구매기업은 대금지급시기를 기억하지 못해 대금을 늦게 지불해
서 신용이 떨어지는 위험을 줄일 수 있음

- 9 -

― 또한 금융EDI를 통해 대금청구서를 조기에 수령한 구매기업은
판매기업이 제공하는 조기대금납입에 따른 할인혜택 등의 경제
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음
(금융기관)
□ 금융기관이 기업에 금융EDI서비스를 제공해서 얻는 직접적인 이
익은 크지 않지만 기업들의 새로운 요구를 충족시켜 금융기관에
대한 만족도 제고가 가능
― 금융기관은 단순 자금결제 서비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입출금
계획에 따른 여유자금 운용 서비스를 제공
o 기업이 거래대금의 입출금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면 보다 적은
운전자금을 보유해도 되며 나머지 자금은 수익목적으로 운용
가능
― 무역거래의 경우 금융기관은 거래기업들에게 무역거래대금 결제
를 보다 빨리 처리할 수 있게 해 줌
o 금융기관은 무역거래에 따른 대금결제를 위해 신용장(L/C) 서류
를 필요로 하거나 해당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하는데 금융EDI를
통하는 경우 신속한 처리가 가능
□ 금융기관은 상거래관련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해주는 서비스에
적정한 요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금융EDI가 금융기관의 새로
운 수익원이 될 수 있음
― 예를 들면 현재 국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거래명세서를
발행 및 관리해 주는 업체는 건당 200～300원의 요금을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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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실물 및 금융 공급망(Supply Chain) 시차의 원인 및 금융EDI 도입으로
인한 운전자금 감소에 따른 이익 예시
□ 판매기업은 물품납품과 대금납입의 시차가 크면 이 기간 중 운전자금
이 더 많이 필요하여 은행에서 대출 등을 이용해야 하므로 기업 입장
에서는 비용이 발생
― 이와 같은 시차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① 구매기업이 거래대금을 지급했지만 판매기업이 이를 거래내역과 확
인하는데 시차가 존재
o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으며 입금내역과 거래내역을 직원이 건별로
대조•확인 (예: 통장에 있는 금액, 송금인 등의 입금내역으로 해당
거래를 건별로 찾아야 함)
o 입금내역과 거래내역을 각각 정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
었어도 해당내역을 찾을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지 않으면 직원이
일일이 대조(예: 입금내역 정보를 엑셀파일로 저장 한 후 거래내역
정보가 있는 엑셀파일과 대조)
o 금융 EDI를 도입하면 거래정보와 입금정보를 매칭할 수 있는 고유
의 정보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원인에 따른 문제의 개선 가능 (예:
전산시스템이 입금내역에 첨부된 정보로 거래내역을 자동으로 찾아
매출채권내역 삭제 등 회계처리까지 가능)
② 구매기업이 어음 등의 비현금 장표 지급수단을 이용하면 실물거래(상
품교환)가 발생해도 판매기업은 어음 등의 만기일까지 대금수납 및 회

계처리가 완료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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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매기업이 어음 등의 비현금 장표
지급수단을 현금지급으로 대체할 필요
③ 확인된 입금내역과 거래내역을 내부절차를 통해 회계처리까지 완료
하는데 시차 존재
o 입금내역과 거래내역의 대조 확인 작업이 완료된 후에도 매출채권
내역 정리, 회계시스템에 입력 등의 내부절차를 통해 회계처리까지
완료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동 작업을 일관처리 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해결 가능
□ 금융EDI를 도입하여 외상매출채권의 입금여부를 조속히 확인할 수 있
으면 원자재 구매를 위해 차입한 운전자금의 조기 상환 또는 확정된 여
유자금(idle money)의 운용이 가능해짐
금융EDI에 의한 운전자금 금리부담기간 단축 예시
제품판매
매출채권
15

제품재고
10
매입채무
10

운전자금(차입) 10
(지출 및 수입의 시간차)
금융EDI에 의한
차입기간 단축

원재료비의 지급
①

기업의 B/ S 변화

①차입에 의한
원재료비 지급완료
운전자금
재고
(차입)
10
10

매출채권회수
•차입변제

②

②제품판매
운전자금
매출채권 (차입) 10
15
이익 5

기업의 이익 = 차입금(10) * 차입금리 * 단축된 차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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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③매출채권
회수
현금
5

이익
5

III. 금융EDI 도입 및 이용 현황
1. 미국
(금융EDI 시스템 도입 및 이용증가 배경)
□ 80년대 후반부터 일부 대기업들이 수많은 협력업체와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고 거래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은행과 연계된
금융EDI 기능의 전산시스템을 구축
― 초기에 거래정보는 기업간 전용전산망을 통해 교환되고, 구매기
업이 은행을 통해서 대금을 지급하면 판매기업은 자체 데이터베
이스에 있는 거래정보(금액, 지급일, 거래일, 거래기업 등)와 대조•확
인한 후 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
□ 이후 미국 의회가 99. 1월부터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기업에 대한
대금을 전자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금융EDI
사용 필요성이 증가
― 미국 연방정부는 수표지급대신 전자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며
청구서번호(invoice number) 등 관련정보를 함께 전자방식으로 송
부하여 종이서류 작성 및 송부에 필요한 비용을 줄이려고 시도
―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기업들이 금융EDI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한 후 자신들의 거래 기업 및 은행들도 기 구축된 금융EDI 시스
템을 이용하도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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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EDI 이용 현황)
□ 미국의 결제시스템 운영기관(ACH 및 CHIPS)은 기업 및 은행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결제시스템에서 거래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
능을 제공
□ 미국은 상거래관련 전자문서의 표준화가 상당부분 이루어져 있고
거래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금융공동망을 통한 전자방식의 거래
대금 지급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 표준화기관이 제정한 금융EDI 관련 표준은 기업이 널리 사용하
고 있어 범용성이 높음
― 기업들이 결제대금 지급을 위해 주로 사용하던 장표방식 지급수
단(예: 수표)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금융공동망을 통해 전자방
식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
o 기업간 거래대금 지급수단으로 수표가 80% 내외, 전자방식 이

체지급(거액결제시스템 5～10%내외, 소액결제시스템 10% 내외) 20% 이
내, 카드 5% 이내인 것으로 추정

□ 대금청구를 위한 금융EDI(invoice)는 주로 전문업체나 기업간 전용
전산망을 이용하고 대금의 지급이나 수납을 위한 금융 EDI는 금
융공동망을 이용
― 그러나 미국의 금융공동망 운영기관 협회(NACHA)는 금융공동망
을 이용해 대금청구를 위한 금융EDI(e-invoice) 서비스 제공도 고
려중

- 14 -

□ 일부 은행들은 기업들의 상거래와 관련된 자금거래를 돕기 위해
자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거래관련 전자서류를 교환해주거나 거
래와 관련된 자금관리서비스를 제공 (금융EDI 유형 3)

(금융EDI 이용사례)
1) ACH(Automated Clearing House)
□ 미국의 대표적인 소액결제시스템인 ACH는 대금지급 및 수납을
위한 금융EDI 기능을 제공
― ACH가 금융EDI를 위해 초기에 도입한 전문양식(CTP; Corporate
Trade Payment)은 기업간에 널리 사용되고 있던 표준 전문양식을

따르지 않아 널리 사용되지 않음
― 이에 따라 ACH는 기업 및 은행들이 원하는 새로운 전문양식
(CTX; Corporate Trade Exchange)을 개발하였는데 이때부터 이용이

증가
*

o 이 전문양식은 ANSI X.12 표준에 의거한 송금전문을 취급하는
양식으로 현재 미국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음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가 추진하는 미국 산업계의 EDI
표준 체계로 ACH에서 주로 이용되는 것은 820(지급지시 및 송금정보),
835(의료비청구지급 및 내역) 및 813(세금환급정보) 등임

o CTX 전문양식으로 결제정보를 수신한 기업은 미국내 표준인
ANSI X.12의 형태로 정보를 받으므로 업무자동화가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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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또한 CTX 전문양식은 EDI 국제표준 양식인 UN/EDIFACT*양
식과 NACHA에서 승인한 별도 은행양식들도 첨부 가능
* 유엔에서 승인된 메시지 설계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국제적 표
준양식

o CTX양식은 대용량 정보송신이 가능(9,999건까지 가능, 1건은 80자)
하므로 여러 거래건수(청구서정보)를 한 번의 대금지급으로 처리
할 때 주로 사용
― ACH에서는 이후 거래정보 표현을 간단히 처리한 STP 820*을
발표했는데 기존 표준보다 이용이 편리
* STP 820은 수취인, 수신계좌번호, 청구서번호, 청구서발행일자, 총거래금
액, 기지급금액, 할인금액, 수정금액, 수정이유, 주문서(Purchase Order)
번호의 10가지 정보만을 수록

― 또한 ACH는 소용량(80자)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CCD+ 라는 전
문양식도 제공하는데 결제정보와 함께 간략한 거래정보만을 보
낼 때 사용
ACH의 전문 양식

종

류

내

CCD (Cash Concentration or
Disbursement)

거래관련정보를 추가할 수 없음

CCD+ (Cash Concnetration or
Disbursement with Addenda Plus)
CTX (Corporate Trade Exchange)

용

결제지시에 1건(80자)의 추가정보 가능
결제지시에 9,999건(1건당 80자)의 추가
정보 가능하여 1건의 결제지시에 최대
80만 문자의 지급명세 등 상거래정보를
첨부하여 송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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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H에서는 결제정보와 거래명세정보를 파일단위로 일단 저장하
였다가 일괄 처리하는데 업무흐름은 다음과 같음
ACH에서 금융EDI 업무처리 흐름
구매기업
거래정보
회계
데이터
시스템
베이스
자금관리
시스템

④

판매기업
회계
시스템

①

⑨

거래정보
데이터
베이스

자금관리
시스템

②

③

⑧
⑦

판매기업

구매기업

거래은행

거래은행
⑤

⑥
ACH

1. 구매 및 판매기업은 ACH를 통해 금융EDI를 이용하기로 사전에 합의
2. 구매기업은 예정지급 내역을 자체 거래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며 지급일에 자
금관리시스템에 지급내용을 전달
3. 구매기업은 자금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은행에 대해 지급지시 및 거래명세정
보가 수록된 전자파일을 전송
4. 구매기업의 자금관리시스템은 지급내용을 회계시스템에 전달하고 회계시스템
은 지급내용을 반영하여 회계처리
5. 구매기업 거래은행은 결제 및 거래 정보파일을 ACH에 전송
6. ACH는 지급지시 및 거래정보를 판매기업 거래은행 앞으로 전송
7. 판매기업 거래은행은 ACH로부터 관련정보를 수신하여 판매기업 계좌에 입금
하고 판매기업 앞으로 결제 및 거래 정보를 전송
8. 판매기업은 자체 거래정보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래내역과 입금된 거래내역을
대조하여 해당거래의 입금완료를 확인
9. 판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을 삭제하고 회계처리 완료
* 구매 및 판매 기업내부의 개별 전산시스템(회계, 자금관리, 거래정보 데이터베
이스) 간 자동처리 가능 여부는 기업의 전산시스템 구축 정도에 따라 상이

□ 미국 기업들이 ACH에서 금융EDI 기능을 사용하는 비중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2007년중에는 3억 4천만 건으로 전년대비 1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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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중 지급지시에 첨부된 거래정보 수는 11억건(전년대비 10.6%
증가)으로 지급거래 1건당 첨부된 거래정보는 3.2건임
ACH에서 금융 EDI 거래규모 추이
(백만건)

연도

지급건수 (증가율)

2003
2004
2005
2006
2007

182
213
256
288
340

(11.5%)
(17.4%)
(20.0%)
(12.7%)
(18.1%)

거래정보
(증가율)
교환건수
630
(19.0%)
764
(21.3%)
915
(19.8%)
995
(8.7%)
1,100
(10.6%)

자료 : NACHA

― 한편 2007년중 ACH 시스템을 이용한 기업간 거래대금(거래정보를
수반하지 않은 건수 포함) 지급건수는 25억 건으로 전체 지급거래
(180억건)의 13.9%를 차지

2) CHIPS
□ Fedwire와 함께 미국의 양대 거액결제시스템인 CHIPS (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 System)는 2001. 6월부터 거래정보를 수록

할 수 있는 금융EDI 기능을 제공
― 국내 송금의 경우 송금은행이 은행 및 기업으로부터 ANSI X.12
820(지급지시 및 송금 통지) 전문에 첨부되는 상거래정보를 수취한
후 지급지시에 첨부하여 송부
o 해외로부터 송금의 경우 송금은행이 SWIFT의 금융EDI 기능이
있는 MT103에서 거래정보를 분리한 후 CHIPS의 지급지시에 거
래정보를 첨부하여 송부하는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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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PS의 EDI 기능을 이용한 지급지시와 상거래 정보 교환
수취은행

해외은행

거래기업
④

①

수취은행

송금은행
②

③
CHIPS

1. 송금은행은 해외은행에서 받은 SWIFT의 MT103전문으로 결제정보와
거래(EDI)정보를 수신
2. 송금은행은 MT103 전문에서 거래정보 데이터를 분리해서 CHIPS 전문
의 거래정보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 공간에 수록한 후 지급지시와 함께
CHIPS에 송신
3. CHIPS는 지급지시에 의거 결제를 실행하고 결제정보 및 거래정보 데
이터를 수취은행에 전송
4. 수취은행은 CHIPS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여 고객에게 입금정보에 거
래정보를 첨부하여 전송

□ 그러나 거액결제시스템을 이용해서 대금지급을 하는 기업들은
CHIPS의 금융EDI 기능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
― 이는 대부분 은행들이 거액결제시스템에서 금융EDI 기능을 사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주로 기인
― ACH에서 개발된 양식(EPN STP 820)이 기업 및 은행들이 사용하
기에 편리하여 금융EDI 기능이 필요한 경우 기업들은 주로
ACH의 금융EDI를 이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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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
(금융EDI 도입 배경 및 한계)
□ 유럽의회는 2001년에 가입국들이 전자문서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유럽내 국가간 거래에서도 기업
들이 공식적인 상거래문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됨
― 이로 인해 기업간 거래정보(주문서, 청구서 등)를 전자방식으로 교
환해 주는 전문업체들이 증가했으며 일부 은행들도 기업들에게
거래정보 교환 서비스를 제공
o 자체 개발 프로그램이나 전문업체의 솔루션을 이용해 거래정보
교환뿐 아니라 대금지급과 대사작업*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제
공하는 은행들도 등장
* 예정된 입금내역과 실제 입금내역을 대조•확인하는 작업

o 특히 대기업들은 납품업체들과 거래관련 문서를 전자적으로 교
환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자체 구축
― 그러나 거래정보 교환양식 등이 업체별 또는 국가별로 상이하여
국가간 거래에서는 널리 사용되지 못함
o 특히 국가별로 과세 및 회계 제도, 지급관행, 전자자료에 대한
인증 및 보관에 관련된 법규 등이 달라 거래관련 전자문서 교
환업무를 표준화하는데 걸림돌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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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EDI 이용 현황 및 향후 과제)
□ 현재 EU의 일부 국가(핀란드, 이탈리아 등)는 금융공동망을 통해 전
자거래문서(청구서 등)를 교환하고 전자문서와 연계하여 대금을 지
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 그리고 금융공동망을 통하지는 않지만 전문업체 전산망을 통해
상거래관련 전자문서를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EU내 많은 국
가에서 제공
― 그러나 국가간 거래에서 거래문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것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이는 국가간 제도가 상이하고 전자문서
교환을 위한 양식의 표준화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주로 기인
유럽내 일부 국가에서 제공중인 금융EDI 업무 흐름
⑥
판매기업

①

②

①

⑤

구매기업
①

판매기업

구매기업

거래은행

거래은행

④

③

①

①

금융공동망

판매기업은 은행전산망 또는 기업간 전산망으로 거래정보(청구서) 전송
구매기업은 거래내역 확인 후 지급지시(거래정보 포함)
구매기업 거래은행은 금융공동망에 거래정보와 함께 지급지시 전달
금융공동망은 지급지시에 따라 대금결제를 하고 결제정보와 거래정보
를 판매기업 거래은행에 전달
5. 판매기업 거래은행은 금융공동망으로부터 수취한 결제정보와 거래정보
를 판매기업에 전달
6. 판매기업은 결제정보와 거래정보를 확인한 후 회계에 반영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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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유럽국가들은 상거래관련 전자문서(e-invoice)를 역내 모든 국
가에서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중
― 동 작업이 완료되면 기업들은 국가간 거래에서도 상거래문서를
금융공동망을 통해 보다 용이하게 교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금융EDI 사례)
1) EU에서 사용될 표준화된 전자청구서(E-invoice) 도입 추진
□ EU내 국가간 거래에서 구매기업이 서면으로 청구서(invoice) 수령
후 대금을 지급하는데 최소 30일에서 100일 이상의 시간이 걸리
는 것으로 조사됨
―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청구서를 전달하는데 5~18일, 구매기업이
받은 청구서를 확인 후 대금지급 준비에 30~90일, 대금지급에
1~10일의 시간이 소요
― 또한 유럽 기업들은 서면청구서를 받아 납품을 확인하고 대금지
급을 하는데 건당 4~70 유로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
유럽에서 서면 대금청구서 처리에 필요한 기간

자료: E-invoicing 2008(EBA, Inno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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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EU에서 기업간 거래 중 전자문서를 이용한 거래는 전체거
래의 2% 내외로 저조한 상황
― 특히 국가별 양식 및 법 제도 등이 달라 국가간 거래에서 전자
문서가 널리 사용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2007년
중 EU 국가에서 사용된 4억 2천만 건의 전자청구서 중 국제거
래에 사용된 비중은 5% 이내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은 EU집행위원회 주도하에 역내 국가들
의 소액지급관련 처리절차 및 제도 등을 표준화하는 SEPA 프로
젝트 일환으로 기업간 전자청구서를 통일하는 방안을 구상
― EU집행위원회는 역내 국가들이 전자거래문서를 공통으로 사용하
면 연간 2,430억 유로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
□ 그러나 상거래관련 표준화된 전자문서를 도입하는데 아래와 같은
장애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
① 국가별 제도가 상이
― 국가별로 세금체계, 회계제도, 지급관습, 기업의 투명성 정도 및
자료보관기간 등이 달라 단일화된 전자청구서 운영체계를 도입
하기 쉽지 않음
― 전자문서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는 방법 및 전자문서에 요구되
는 보안 수준 등도 국가마다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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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뢰성 및 운영상 이슈
― 서면 양식과 다른 운영방식을 적용하거나 전자방식에 적용되는
법이 서면방식과 상이한 경우 사용자들이 이용을 꺼릴 수 있음

③ 표준화
― 유럽내 어느 국가에서나 사용될 수 있는 표준화된 양식이 없음
□ 위와 같은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EU집행위원회는 표준 상거래전
자문서 기반(Framework)을 마련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
하고 2009년 초까지 위에서 언급한 장애요인들을 줄이거나 없애
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로 결정
― EU집행위원회는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범용성을 갖춘 새로운 표
준양식을 구축할 예정
2) 핀란드 (Finvoice)
□ Finvoice는 핀란드의 여러 은행*이 연합하여 기업간(B2B) 또는 기
업과 소비자간(B2C) 거래에서 사용되는 대금청구서(invoice)를 금융
공동망을 통해 전달하고 대금지급까지 가능하도록 만든 서비스
* Nordea, Sampo Bank, OP Bank Group, Aktia, Savings banks, Local
cooperative banks, Svenska Handelsbanken, Bank of Aland, Tapiola Bank

― Finvoice는 기업들이 청구서를 종이서류로 작성해서 교환하는데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서비스로 다양한 기업들이 사
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거래내용(품목, 거래금액, 거래기관 등)을
청구서양식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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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자청구서에 포함되는 정보는 구매 및 판매기업 고유번호*, 기
업의 연락처, 청구서 고유번호(Invoicing address), 주문내역, 지급
조건 및 잔액, 세금관련 내용임
* Finvoice 운영기관은 기업들을 구분하기 위해 등록기업들에 고유번호를 부여

― 기업들은 은행의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직접 이용해 거래기업에게
전자청구서를 송부하거나 전자청구서 전문 업체를 이용
o 예를 들면 아래의 그림에서 기업 1과 3은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전자청구서를 직접 송부 및 수취할 수 있지만 기업 2와 4
는 전자청구서 전문업체를 통해 전자청구서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음
Finvoice의 거래정보 흐름 및 계약관계
기업 1

기업 3

은행 A

은행 B
전자청구서 처리

전자청구서 처리

전문업체

전문업체
기업 4

기업 2

* 점선은 Finvoice 메시지를 상호교환하기 위한 사전 계약체결을 의미

― 판매기업은 Finvoice를 이용함으로써 청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
여 송부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구매기업이 보다 빨
리 청구서 내용을 수신해서 확인할 수 있어 대금수납의 조기화
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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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구매기업도 Finvoice를 이용하면 대금지급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전산시스템에 저장할 수 있으며 조기대금지급에 따른 할인 등
의 경제적 혜택도 가능
― Finvoice의 구체적인 업무흐름은 아래와 같음
Finvoice의 업무처리 흐름
구매기업

판매기업

회계처리 및 지급
판매
관련
정보

①

Finv

송장수
⑤
신확인

oice

⑦

⑥

지급결의

④

②
Internet
Banking

Internet
Banking

②

④

판매기업 거래은행

③

③

구매기업 거래은행

은행공동망

1. 판매기업은 Finvoice로 대금청구서(invoice)를 작성
2. 판매기업은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Finvoice로 작성한 대금청구서를
송부
3. 판매기업 거래은행은 은행공동망을 통해 구매기업 거래은행에 Finvoice의 대
금청구서 내용을 송부
4. 구매기업 거래은행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구매기업에 대금청구서를 송부
5. 구매기업은 대금청구서 수신을 자동으로 확인
6. 구매기업은 대금청구서 내역을 확인한 후 지급결의서를 작성
7. 구매기업은 회계처리를 한 후 대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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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탈리아 (CBI)
□ CBI는 표준화된 은행간 정보교환 메시지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기업들이 거래 및 지급결제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탈
리아 은행연합회(ABCI)가 제공
― 이탈리아에는 680개 이상의 은행이 있으며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5개 은행에 계좌를 보유하는데
기업들은 용이한 계좌관리를 위해 여러 은행에 분산된 계좌를
하나의 금융기관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요구
― CBI는 이탈리아 은행연합회가 기업들의 위와 같은 요구에 부응
하기 위해 통합관리은행*간에 정보를 교환하도록 개발한 네트워
크로 기업의 계좌를 실제로 보유하고 대금지급을 담당하는 계좌
보유은행**간 대금결제 네트워크와는 별개
* 기업이 여러은행의 계좌를 통합관리하도록 지정한 은행
** 기업이 자금을 예치한 은행으로 기업계좌에 대한 거래를 실행하고 관리하
는 은행
CBI의 업무영역

기업

통합
관리은행

계좌
보유은행

계좌
보유은행

은행결제망
CBI 네트워크
기업 및 은행이 구축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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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관리은행

기업

□ 기업은 CBI를 통해 상거래정보 교환 및 대금지급지시가 가능
― 판매기업이 통합관리은행에 대금청구서(invoice)의 전송을 요청하
면 통합관리은행은 CBI 네트워크를 통해 구매기업의 통합관리은
행에 관련정보를 송부
CBI를 통한 대금청구서(invoice) 교환 업무흐름
통합관리은행

판매기업

CBI
통합관리은행

구매기업

― 통합관리은행이 구매기업의 지급지시를 CBI를 통해 계좌보유은
행에 통보하면 계좌보유은행은 금융공동망을 통해 대금정산을
하고 판매기업의 계좌보유은행은 동 내용을 CBI와 통합관리은행
을 통해 판매기업에 통보
CBI를 통한 지급지시 업무흐름
구매기업

계좌보유은행

통합관리은행

공동결제망

CBI
판매기업

계좌보유은행

통합관리은행

― CBI는 초기에 거래정보 교환과 지급지시처리 업무를 별개로 처
리했지만 이후 거래정보를 결제정보와 연계처리 하여 수납확인
(reconciliation)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추

가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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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I를 이용한 거래 및 지급결제 정보 교환 업무흐름

④

⑧

판매기업

⑨

구매기업

①

③
②

구매기업 지정

⑪

판매기업 지정
통합관리은행

통합관리은행
⑦

⑫

⑩

⑤

구매기업
계좌보유은행

CBI

⑥

1. 판매기업은 판매기업 지정 통합관리은행에 전자상거래정보(e-invoice)를 송부
2. 판매기업 지정 통합관리은행은 전자상거래정보를 구매기업 지정
통합관리은행에 전달
3. 구매기업 지정 통합관리은행은 구매기업에 전자상거래정보를 전달
4. 구매기업은 통합관리은행에 지급지시를 계좌보유은행에 전달하도록 요청
5. 통합관리은행은 지급지시를 계좌보유은행에 전달
6. 구매기업 계좌보유은행은 지급지시 수행
7. 계좌보유은행은 통합관리은행에 지급지시 수행내역 전달
8. 통합관리은행은 구매기업에 지급지시 수행내역 전달
9. 구매기업은 전자상거래정보와 지급지시 수행내역을 대조•확인(reconciliation)
10. 구매기업 통합관리은행은 판매기업 통합관리은행에 지급지시 수행내역 전달
(구매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수행)
11. 판매기업 통합관리은행은 구매기업의 지급지시 수행내역을 판매기업에 전달
12. 판매기업은 전자상거래정보와 지급지시 수행내역을 대조•확인(reconciliation)

□ CBI는 거래정보를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교환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
기업들에게 범용성을 갖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
― 기업들은 동 서비스를 이용해서 내부업무처리를 자동화할 수 있
으며 이로 인한 운영비용 절약이 가능
― 또한 CBI는 판매기업이 전자상거래정보를 판매기업의 계좌보유
은행에 송부해서 해당거래를 담보로 대출 등의 금융지원을 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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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당장 현금이 필요한 소규모 판매기업의 경우 은행으로부터 거
래대금을 미리 수납할 수 있으면 현금흐름에 큰 도움이 되고
유동성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음
― 향후 정부 및 공공기관도 동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
□ CBI는 이탈리아 은행간 정보교환의 표준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ABCI는 국제표준제정(ISO20022*)에 있
어서도 활발히 참가
* 국제표준 금융산업 메시지 제정 체계

― ACBI는 CBI에서 사용되는 표준과 국제표준(TBG1)과의 비교분석
(Gap Analysis)을 통해 국제표준과 통용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 CBI에서 사용되는 표준 중 3개가 ISO20022 국제표준으로 채택
― ABCI는 유럽에서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전자청구서(e-invoice)
통합작업에도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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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금융EDI 도입 배경)
□ 일본 기업들은 대금수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
― 일본 기업은 서구국가의 기업들과 달리 국내기업간 거래에서 거래
대금을 지급할 때 건별로 정확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금여건에 따라 분할 또는 초과 지급(이전 미지급금 포함)
― 이와 같은 거래관행은 기업들에게 대금수납에 따른 대사작업에
많은 인적•물적 비용을 지불하게 했으며 기업들은 이를 해결하
기 위한 방안을 모색
― 그러나 일본의 대표적인 소액결제시스템인 전은시스템(Zengin
System)은 지급정보로 지급기업 및 이체금액 등 기본적인 정보

만 제공하여 기업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함
□ 또한 90년대말부터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기업들의 거래명
세서나

대금청구서처럼

대금청구를

위한

금융EDI

기능(EIPP:

Electronic Invoicing Presentation & Payment)에 대한 요구도 증가

(금융EDI 이용 현황 및 사례)
□ 일본전국은행협회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6
년부터 전은시스템 및 금융기관 • 기업간 펌 뱅킹 시스템에 매칭
키 방식*을 도입
* 송금 등의 지급지시에 결제정보와 상거래정보를 매칭시키기 위한 조회
키(20자리)를 첨부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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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취기업은 ① 전은시스템을 통해 결제정보에 첨부 • 송부되는
매칭키와 ②기업간 네트워크를 통해 상거래 정보에 첨부•전송

되는 매칭키를 대조함으로써 외상매출채권의 결제여부를 확인
― 매칭키 방식의 도입은 대금수납의 대조•확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그러나 매칭키를 이용한 대조작업의 자동화를 위해서는 거래 흐
름과 데이터 포맷 등에 관해 산업계의 표준화가 필요한데 동
작업이 쉽지 않음
o 또한 매칭키 데이터 영역이 20자리로 한정되어 있어 전송 가능
한 정보량에 한계가 있어 기업들의 이용이 저조
전은시스템 매칭키 제도의 구조
(4)

이체통지 + 매칭키

전은시스템

A 은행

(3) 결제의뢰정보
+
매칭키

B 은행

(5) 입금통지
+
매칭키
(1)

발주정보

(2)

청구명세정보

(3) 지급명세정보 + 매칭키
지급기업

수취기업

□ 일본전자기계공업협회와 일본정보처리개발협회는 1996년 전자기
기업계의 청구지불 등에 전은시스템의 20자리 매칭코드를 이용하
는 방안을 검토
― 일본전자기계공업협회는 청구에서 지불에 이르기까지 EDI를 추
진하되 매칭키를 이용하여 외상매출채권의 입금여부를 확인하는
등 업무과정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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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매칭키 번호체계와 관련하여 전국은행협회가 채택한 20자
리수의 필드에 어떠한 정보를 할당할 것인가도 검토
o 검토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보급 등을 고려하여 범용성이 있는
거래유형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번호체계를 제안
20자리수의 매칭키 부번 체계
자리수
설정내용

1

2

3

4

5

6 7

기업코드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지급처코드

계상년월

20

일자 연번 예비

□ 1999년에는 전국은행연합회 업무위원회 산하의 「전자머니•전자
결제검토회」에서 제5차 전은시스템의 설계 요건을 검토하면서
20자리수의 매칭키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짐
― 그러나 20자리수의 매칭키 방식을 변경할 경우 은행과 고객의
시스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채택되지 않음
□ 이처럼 전은시스템에 금융EDI 기능을 도입하고 활성화하려는 노
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은시스템의 매칭코드 이용은 매우 저조
한 것으로 알려짐
― 이는 지급기관의 추가정보 입력에 대한 거부감, 통일되지 않은
매칭키 양식 및 매칭키에 포함되는 제한된 정보수준 등에 주로
기인
□ 이후 일본은 금융공동망에서 금융EDI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추진하지 않은 상황
― 그러나 작년부터 정부주도로 지급결제시스템에 국제표준 금융메
시지(ISO20022 메시지)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그 일환으로
전은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금융EDI 기능 개선 가
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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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WIFT
□ 금융기관간 메시지 통신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는 SWIFT*
는 금융EDI가 가능한 전문형식인 MT103을 제공
* SWIFT는 1973년 벨기에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전세
계 7,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가입

― MT103 전문양식에는 통화명, 환율, 수수료 등을 기재하는 전용
공간(field)이 확보되어 있어 송금지시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수록
할 수 있으며 일관처리(STP : Straight Through Processing)가 가능하도
록 설계
o MT103에는 MT103 Core, MT103 Plus, MT103 REMIT의

3종

류가 있는데 이 중 MT103 REMIT에서는 결제정보 이외에
9,000바이트까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필드를 가지고 있어 금
융ED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MT103의 종류
종
류
MT103 Core
MT103 Plus

MT103 REMIT

내
용
통상의 지급지시로 이용하는 MT103의 기본 버전
일관처리를 위한 새로운 버전으로 사용필드 및 각 필드의 옵션
수가 제한되어 있으며, 정해진 양식에 맞는지 여부를 SWIFT가
네트워크상에서 검증함에 따라 수취은행에서는 항상 일정한 양
식으로 전문을 수취할 수 있음
EDI 필드를 가진 새로운 버전으로 Field77T의 Envelope
Contents를 이용함으로써 9,000바이트까지의 정보를 지급지시에
첨부하여 송신할 수 있음. 이 상거래정보의 포맷은 SWIFT 전문
양식 이외에 EDIFACT와 ANSI X.12의 전문도 사용 가능함

□ 또한 2007년부터는 은행들이 기업간 국제거래 관련 정보를 상호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TSU: Trade Services Utility)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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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이 신용장 방식의 무역거래에서 오픈계정(Open Account) 방
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무역금융에서 은행의 역할이 축소
* 기업들이 무역거래를 건건이 결제하지 않고 그 대차관계를 장부에 기록
했다가 정기적으로 차감액만 처리하는 것으로 일종의 신용거래임

o 신용장 방식에서는 은행이 신용장 관련업무를 완료해야 수출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오픈계정
방식에서는 기업들이 상호거래 정보를 확인하면 은행은 기업
의 요구에 따라 대금지급을 실시
― SWIFT의 TSU는 은행이 기업들의 무역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서 오픈계정 방식의 무역거래에서 은행을
통해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
o 은행이 TSU를 통해 교환하는 거래정보는 구매 및 판매 기업의
거래은행, 구매 및 판매기업, 주문서번호(Purchase order number),
거래일, 거래고유번호(Transaction Identifier) 등임
― TSU의 업무흐름은 아래와 같음
TSU의 업무흐름
구매기업

판매기업
①

⑥
②

판매기업 거래은행

③

⑥

④

구매기업 거래은행

TSU
⑤

⑤

1. 판매기업은 거래은행에 무역거래정보를 제공
2. 판매기업 거래은행은 무역관련 정보를 TSU시스템에 등록
3. TSU시스템은 등록된 거래에 거래고유번호 부여하고 거래정보에 기록된 구매기업
거래은행에 거래정보를 송부
4. 구매기업 거래은행은 TSU로부터의 정보를 확인한 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구
매기업의 해당 거래정보를 TSU에 재송부
5. TSU는 전달된 거래정보의 동일 여부를 확인해서 두 은행에 통보
6. 은행은 판매 및 구매 기업에 TSU를 통해 확인한 거래정보를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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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표준 금융메시지(ISO20022) 제정
□ ISO20022는 2004년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만든 국제표준 금융
메시지 제정절차로 금융분야 표준화위원회(TC68)에서 표준절차를
관리
―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금융메시지는 SWIFT에 등록되며 이용을
원하는 국가는 등록된 국제표준을 사용할 수 있음
― ISO20022에서 채택된 금융메시지는 국가간 상거래를 위한 금융
거래 메시지로 널리 사용될 전망
□ SWIFT는 현재까지 국제표준 메시지 제안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
― SWIFT 제안으로 채택된 표준은 2008.7월말 현재 등록된 총 164
개의 표준중에서 140개임
― 향후 각국의 표준화기관들은 자국 금융메시지의 국제표준 채택
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은 기존에 금융정보교환을 위해 결제시스템에서 사용하던 양
식과 ISO20022에서 채택된 양식을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
으며 EU는 역내 금융거래 양식의 통합을 위해 ISO20022의 도입
을 적극 추진
― 우리나라에서는 증권예탁결제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여타
금융기관은 이에 대한 준비가 거의 없는 상황
* ISO20022는 당초 증권분야 국제표준 메시지에서 파생된 것으로 증권관련
메시지는 이전부터 국제표준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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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나라
(금융EDI 관련 여건)
□ 국내 기업들은 영업 관련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 금융
기관 또는 금융공동망을 통해 거래정보를 교환하는 것에 거부감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또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기업간 거래에서 특정거래에 해당하는
거래금액을 건별로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 등의 비현금성 지급수
단으로 지급하는 거래관행 때문에 금융공동망을 통해 거래정보를
교환하는 금융EDI 기능에 대한 필요성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
□ 그러나 지급 및 수납 자금을 확인•관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기
업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
으로 평가
(금융EDI 이용 현황)
□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거래대금을 전자방식으로 송금하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금융공동망은 타행환, 자금관리서비스 및 전자금
융 공동망이 있음
― 그러나 이들 공동망은 세부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지 못해 미국 등에서와 같은 금융EDI 기능 제공이 불가능
o 자금관리서비스 및 전자금융 공동망에서 지급인을 구분할 수
있는 코드(이하 CMS코드)번호를 이용하여 수납확인 작업을 일부
자동화할 수 있지만 금융공동망을 통한 세부거래정보 교환은
불가능하여 추가적인 금융EDI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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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에서 기업 및 금융기관 등은 개별기관 차원에서 필요한
금융EDI 기능을 구현
― 금융기관은 자금관리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전문업체의 프로그램
을 이용해서 거래대금의 수납 및 지급 처리를 자동화하려는 기
업의 요구에 대처
o 예를 들면 CMS코드를 이용한 수납이나 가상계좌서비스는 수납
확인을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기업의 상거래대금
전산처리 지원 서비스 사례> 참조)

― 기업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지급정보*와 자체 보관중인 거래정보
를 이용해 수납관리를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상대기업과 상거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별도로 구축 (<참고2> 참조)
* 지급인, 지급일, 지급금액 및 비고(7자 내외)

□ 정부도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및 표준전자상거래문서 제정 등을
통해 기업들이 상거래관련 문서를 전자화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 특히 정부는 조달업무 전자화를 위해 “나라장터”를 운영하고 있
는데 입찰에서부터 계약까지 전자문서로 처리하고 있으며 대금
지급은 국고금실시간전자이체 시스템을 통해 납품업체 거래은행
에 입금(<참고3> 나라장터에서 대금지불 방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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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기업의 상거래대금 자동화처리 현황
□ 우리나라 금융공동망은 거래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거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별도의 은행간 네트워크도 없어 기업은 원칙적
으로 금융EDI 기능을 이용할 수 없지만
자금관리 전문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금융공동망에서 제공하는 지급
정보만을 가지고 수납자금 자동대사 등의 금융EDI 효과를 일부 구현
(대기업)
□ 대부분 대기업들은 협력업체 및 은행 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내부의
구매요청부터 대금결제까지 일관 전산처리가 가능한 시스템(ERP시스
템)을 자체 구축
― 기업은 자체개발 프로그램이나 전문업체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은행에
서 제공하는 상거래정보를 이용해 대금 지급 및 수취와 동시에 자동
으로 회계처리 (<참고4> 참조)
o 기업은 계약이 완료되면 상품명, 수량, 거래금액, 세금계산서 번호 등
의 거래정보를 자체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후 대금 지급 및 수취업무
를 전산으로 자동처리
― 기업이 은행의 B2B 전자결제서비스(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기업구매자금대
출 및 전자채권 등)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거래정보를 제공하는데

은행은 해당거래 대금을 지급할 때 기업으로부터 수취한 거래정보의
제공이 가능 (<참고 5> 참조)
―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상거래문서를 교환하고 대금지급을 하는 업무흐
름은 아래와 같으며 업무의 상당부분을 전자적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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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협력업체와의 상거래 및 대금결제 업무처리 흐름

대기업

협력업체

부품납입 확인

부품 배달
매입통보 수신

물품제조

거래내역
재통보

물품 출하

확인

및

협력업체 납입부품
매입인식 및 통보
회계 처리
대금지급지시

거래내역과 확인

회계처리

입금 및 내역통보

은행*

* 일반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업체는 동일은행 계좌를 통해 대금거래가 이루어지지만 거래
은행이 다른 경우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등으로 대금거래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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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주도적으로 금융EDI 기능 구현을 위한 전산시
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지만 인력 및 비용감축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서
는 금융EDI 기능 구현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 기업이 상거래에 따른 지급 및 회계까지 처리하는 일반적인 과정은
아래와 같으며 개별 중소기업은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서만 전산시스템을 구축
o 그러나 영세 중소기업들은 비용 등의 문제로 금융EDI 기능 구현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함

일반적인 국내 기업간 상거래의 대금결제 업무 흐름

판매기업
출하확인

구매기업

거래명세서 발행

명세서 접수
명세서 확인

거래정산완료 및 통보

대금지급지시

입금확인

거래정산완료 수신

대금입금통보 접수

회계처리

대금이체 및 통보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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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고 확인

<참고 3>
나라장터에서 대금지불 방법
□ 정부는 나라장터에서 물품 등을 조달한 경우 국고금실시간전자이체시
스템*을 통해 조달업체에게 대금을 전자방식으로 지급
* 정부,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서버-TO-서버 방식으로 연결하여 정부
가 지급하는 국고금을 채권자 금융기관 계좌에 실시간으로 입금 처리하는 시스템

― 정부는 대금 청구서 수령 후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
□ 정부는 채권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대한 계좌이체 신청을 한국은행에
요청하면 한국은행은 요청전문 이상여부를 검증한 후 금융기관에 요청
전문을 전달
― 금융기관은 조달업체에 대금을 이체처리 한 후 처리결과를 한국은행
에 송부하면 한국은행은 그 내용을 정부에 전달
국고실시간전자이체시스템의 업무 흐름(오류없을 경우)

②
정부
시스템

①
⑪

한국은행

금융기관

주전산기

원장 시스템

③
⑩
한국은행
중계기기

⑤

⑨
④
⑧

⑥

고객
계좌

⑦

금융기관
중계기기

1) 정부시스템은 한국은행 중계기기에 이체요청전문을 송신
2) 한국은행 중계기기는 거래번호, 사용자번호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확인한 후 주전산기에
전문을 전달
3) 주전산기는 전문형태, 잔액부족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결과를 한국은행 중계기기에 재전송
4) 한국은행 중계기기는 금융기관 중계기기에 계좌입금의뢰요구 전문을 전송
5) 금융기관 중계기기는 금융기관 원장관리 시스템에 고객계좌에 입금을 요청
6) 금융기관은 고객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
7) 금융기관 원장시스템은 입금처리 내역을 중계기기에 전송
8) 금융기관 중계기기는 한국은행 중계기기에 처리결과 전문을 전송
9) 한국은행 중계기기는 한국은행 주전산기에 처리결과 전문을 전송
10) 한국은행 주전산기는 한국은행 중계기기에 처리결과 전문을 재전송
11) 한국은행 중계기기는 정부시스템에 처리결과 전문을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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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기업의 재무회계 프로그램 개요

□ 기업이 자금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재무회계 프로그램은 크게 데이터등
록, 자금관리 및 회계처리 등의 부가서비스 영역으로 구분
― 기업은 데이터등록 영역에 사용회사정보, 거래처정보, 회계계정 및 품
목 정보를 우선 등록하고 상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매출(수납)/매입(지
급)거래를 등록
― 자금관리 영역은 기 등록한 매출/매입 내역을 통해 입출금 실적을 확
인하고 향후 수입 및 지출계획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으로 수납관리,
지급관리 및 금융관리로 구분
o 수납관리는 거래처별 계좌입금현황을 자동 대사처리하고 이를 기반
으로 회계전표를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
o 지급관리는 지출결의서 또는 출금전표를 생성해서 내부결제를 받은
후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하는 기능을 제공

o 금융관리는 수납 및 지급 내용을 반영한 전체 계좌정보를 통합관리
하여 기업의 유동성 현황을 쉽게 파악•관리하는 기능을 제공
― 회계처리 영역은 수납 및 지급이 발생하면 해당거래의 매출채권 및 매
입채무 관련 원장정리, 회계전표 작성 및 재무제표 자동작성 등을 지원

o 자금분석 영역은 수납, 지급 및 금융관리에서 처리한 내용을 종합해
서 향후 자금사용 및 과거 자금흐름 등을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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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재무회계 통합 자금관리시스템 기본구조

데이터
등록

증빙자료관리

매출/수납등록

수납관리
자금
(재무)
관리

지급관리

금융관리

•계좌입급확인

•계좌출금확인

•자동수납대사

현금유동성 관리

•자동지급대사

•결제수단별 수

금융자산통합관리

•자금지출결의

납확인

회계

매입/지급등록

•지급실행

자금분석

회계관리

관리
및
자금

전표현황, 회계장부

자금일보, 수입지출상세분석,

분석

결산작업, 재무제표 등

현금흐름분석, 자금예측

자료: 자금아 회계야 같이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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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은행이 제공하는 주요 B2B 전자결제서비스
1.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하 ‘외담대’)
□ 외담대는 구매기업이 물품 구매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납품업
체가 거래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
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구매기업이 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방식의 상
거래대금 결제제도로 은행들이 제공하는 B2B 전자결제서비스 중 기업
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현금성 결제서비스
― 납품업체는 물품을 납품한 후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거래
은행에 담보로 제공(세금계산서 첨부)하고 대출을 신청
― 거래은행은 구매기업으로부터 납품내역을 확인한 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
― 구매기업은 일정기일 후 납품대금을 거래은행에 납부하여 납품업체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취급절차

은

행

⑤납품대금 지급

④대 출
②대출신청

③ 납품내역 전송

구매기업

① 납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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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1. 납품업체는 물품을 납품
2. 납품업체가 납품한 후 거래은행앞으로 납품거래와 관련된 외상매출채권을 담
보로 제공(양도)하고 대출 신청(세금계산서 첨부)
3. 구매기업은 납품받은 물품내역을 확인한 후 거래은행 앞으로 확인서 전송
4. 거래은행은 납품업체의 외상매출채권 양도내용과 구매기업이 전송한 물품내
역을 확인한 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 실행
5. 일정기간후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에 납품대금을 입금하여 납품업체에 대한 대
출금을 상환
* 경우에 따라서는 납품업체의 대출신청 이전에 구매기업의 구매내역 전송이 선행할 수 있음

□ 외담대를 이용하는 판매 및 구매 기업은 동일한 은행과 거래해야 하며
동 은행에 거래정보를 전송하므로 은행을 통해 기업간 상거래정보 교
환이 가능
―

외담대를 이용하기 위해 기업과 은행이 교환하는 거래정보는 구매일,
구매번호, 사업자번호, 만기일, 할인가능일, 거래금액, 품목, 세금계산
서 번호 및 금액 등임

2. 전자외상매출채권 (이하 ‘전자채권’)
□ 전자채권은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을 전자적으로 구
현한 것으로 은행과 사전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물품을 구매한 후 물품
판매자를 채권자로 지정하여 구매대금을 일정시점에 지급하겠다고 발
행하는 채권
― 구매기업이 거래은행(발행은행)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발
행하며 발행내역은 중앙관리기관에 등록되고 판매기업은 거래은행(보
관은행)을 통해 만기일에 해당자금을 수취

o 자금사정이 어려워 만기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행된
전자채권을 담보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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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채권의 만기결제 업무처리 절차
한국은행

ⓑ차액결제

ⓐ차액결제자료 전송

구매기업
거래은행
(발행대행은행)

②채권금액입금 통지

중앙관리
기
관
(금융결제원)

④채권금액입금 통지

판매기업
거래은행
(보관은행)

③채권금액입금 등록
①채권금액 입금

⑤채권금액 지급
채권원장

판매기업

구매기업

1. 구매기업은 전자채권 발행금액을 만기일 영업시간까지 결제계좌에 입금
2. 구매기업 거래은행은 전자채권 발행금액이 입금되면 금융결제원으로 입금사실을 통지
3. 금융결제원은 입금사실을 전자채권원장에 등록
4. 금융결제원은 판매기업 거래은행으로 동 사실을 통지
5. 판매기업 거래은행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전자채권 발행금액 입금사실을 통지 받으
면 해당 금액을 판매기업 계좌로 입금

전자채권 담보대출 업무처리 절차

구매기업
거래은행
(발행대행은행)

중앙관리
기
관
(금융결제원)

판매기업
거래은행
(보관은행)

④담보대출
실시

①담보대출을 위한 전자채권
양도 사전승낙(발행시)

②담보대출
신청

③전자채권양도 통지

판매기업

구매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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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기업은 거래은행에 담보대출을 위한 전자채권 양도의 사전 승낙 신청
2. 판매기업은 거래은행에 담보대출 신청
3. 판매기업 거래은행은 구매기업에 전자채권의 양도 통지
4. 판매기업 거래은행은 판매기업에 담보대출 실시

□ 전자채권을 이용하는 기업들은 전자채권을 발행한 후 향후 관련 자금
의 지급납입을 자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거래정보를 자체 전산시스템
에 저장
― 등록되는 정보는 구매 및 판매기업 거래은행, 채권번호, 만기일, 채권
금액, 판매기업 계좌번호, 구매 및 판매 기업 사업자번호 등
□ 전자채권은 당초 예상보다 기업들이 상거래결제 수단으로 널리 이용하
지 않고 있는데 이는 동일은행 계좌를 이용해 거래대금을 결제하는 관
행과 은행들이 전자채권을 기업에 권하지 않는데 주로 기인
― 은행들은 거액의 상거래금액이 타행으로 이체되는 것을 원치 않아 전
자채권 대신 외담대 사용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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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상거래대금 전산처리 지원 서비스 사례)
1) CMS코드를 이용한 계좌이체
□ 자금거래가 빈번한 기업들은 입금내역 확인을 전산으로 처리하기
위해 거래기업을 구분할 수 있는 코드번호(이하 CMS코드)를 거래은
행에 등록
― 여러 거래처를 가진 기업이 물품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할 때
지급정보와 함께 CMS코드를 입력하면 수납기관은 기등록한
CMS코드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수취내역을 확인
o 일본의 매칭코드 방식과 유사
□ 그러나 CMS코드를 이용하는 방법은 세부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수납기업이 입금내역 확인을 쉽게 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미국 등의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금융EDI와는 차이가 있음
― 기업이 CMS코드를 이용한 수납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은행 및 거래업체와 사용될 CMS코드 등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하
고 대금을 지급하는 기업은 거래처의 계좌번호 뿐만 아니라 CMS
코드를 항상 함께 관리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 또한 CMS코드는 기업 및 거래은행과 양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
는 것으로 특정기업을 구분할 수 있는 통일된 코드체계는 없음
□ 그러나 기업들의 대금수납 관리 효율성 제고에 관한 관심이 계속
증가하면서 CMS를 이용한 거래대금의 계좌이체는 위에서 언급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널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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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계좌 서비스
□ 가상계좌는 은행 모(母)계좌에 종속되어 있는 자(子)계좌들을 지칭
하는 것으로 기업은 이용고객의 고유한 인식번호와 매칭시킨 계좌
번호를 부여하여 입금자와 입금내역을 파악
― 기업간 거래에서 가상계좌서비스는 기업체의 직영 또는 위탁 가
맹점에서 판매대금을 은행의 창구 및 전자금융매체를 이용하여
입금 하고자 할 때 그 내역을 고객별, 판매내역별로 실시간 전산
관리하기 위해 이용
― 가상계좌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은 입금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으며 구매기업의 지급지시 시점에서 판매기업을 확인하
는 사전검증기능*이 있어 CMS코드를 사용할 때 보다 오류가능
성**을 줄일 수 있음
* 거래건별 또는 거래처별로 별도의 가상계좌번화를 부여하고 입금인은 일
반 인터넷뱅킹과 같은 절차로 대금이체를 하므로 입금완료 전에 수취인,
금액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검증이 용이
** CMS공동망을 통해 입금하는 경우 수취기업의 CMS코드를 잘못 입력할
수 있는데 이체완료전에 수취인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없음
가상계좌의 개념 및 업무 흐름
(입금)
거래처 A

가상계좌 A

거래처 B

가상계좌 B

거래처 C

가상계좌 C

모계좌

영업관리 및
거래처 M

회계 전산시스템

가상계좌 M
(입금내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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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가상계좌서비스도 세부거래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자금을 수납하는 기업이 입금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
o 수납기업은 거래기업, 입금예정일, 입금예정액, 거래내역, 거래
처에 따른 가상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자체전산망 등에 보관하
고 해당가상계좌에 자금이 입금되면 자동으로 입금내역을 자체
거래정보와 확인 후 회계 처리
□ 가상계좌서비스는 위에서 언급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CMS코드를
이용한 수납방법과 함께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자동 대금수
납확인을 위해 가장 널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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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는 과세 사업자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그 거래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것
으로 기업간 거래에서 필수 양식
― 세금계산서는 대금지급에 대한 영수증 역할과 함께 외국에서의
송장처럼 대금청구서 역할도 담당
o 거래품목이 많을 경우 거래명세표*를 이용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대금청구서로 이용
* 거래당사자간에 물건을 주고 받았다는 증거를 입증하는 서류로 거래품
명별 수량, 단가, 금액, 원가내역을 기록하지만 영수증 기능은 없음

□ 국세청은 유럽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표준 전자청구서처럼
종이 세금계산서 작성 및 교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01. 1월부터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을 통해 교환할 수 있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도입
― 전자상거래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필요성이 증대했고 전통적
상거래에서도 교부나 보관 등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전자방식 세금계산서를 도입할 필요성이 증가

o 종이 세금계산서를 이용하면 세금계산서 서식에 수동으로 기재
하거나 전산으로 출력해서 등기우편이나 인편에 의해 교부해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로 보관해야 하므로 많은 비용
이 소요
o 특히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경우 거래의 대부분 과정을 전자적
으로 처리하면서도 세금계산서는 실물로 발행하여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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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면 사업자는 인터넷을 통해 세금계산서
를 주고받으며 세금계산서는 종이로 출력해서 보관할 필요 없이
원본파일만 전산매체에 5년간 보관
□ 기업들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전문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대행하는 업체*를 이용
* 전문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국세청, 상대기업 등에 전송하고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계산서를 저장하는 업무를 담당

― 그러나 세원노출 등의 우려로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o 전체 세금계산서 중 전자세금계산서 비중은 15% 내외
□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
인(<참고 6> 참조)을 제공했지만 기업의 필요에 따라 내용을 추가할
수 있어 다양한 양식이 사용되고 있음
―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대행하는 업체는 20여개에 달하며
산업 및 업체마다 필요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식을 사용해서 전
자세금계산서 양식도 5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짐
―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이 쉽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주도로 표준 전자세금계산서 개발을 진행중
o 세법을 개정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점진적으로 의무화활
계획

- 53 -

<참고 6>
전자세금계산서 기재항목 및 고유번호
□ 국세청은 총 30개의 세금계산서 기재항목 고유번호와 내용을 지정
― 이 중에서 7개 항목*은 세금계산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지만 나머
지 항목은 사용자 필요에 따라 기재
* 01: 공급하는자 등록번호, 02: 공급하는자 성명 또는 명칭, 05: 공급받는자 등록번
호, 09: 대행사업자의 등록번호, 10: 공급가액, 11: 부가가치세액, 12: 작성연월일

항목
번호

기재사항

항목
번호

기재사항

01

공급하는자 등록번호

16 공급품목 1의 공급연월일

02

공급하는자 성명 또는 명칭

17 공급품목 2

03

공급하는자 업태종목

18 공급품목 2의 단가

04

공급하는자 주소

19 공급품목 2의 수량

05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20 공급품목 2의 공급연월일

06

공급받는자 성명 또는 명칭

21 공급품목 3

07

공급받는자 업태종목

22 공급품목 3의 단가

08

공급받는자 주소

23 공급품목 3의 수량

09

대행사업자의 등록번호

24 공급품목 3의 공급연월일

10

공급가액

25 공급품목 4

11

부가가치세액

26 공급품목 4의 단가

12

작성연월일

27 공급품목 4의 수량

13

공급품목 1

28 공급품목 4의 공급연월일

14

공급품목 1의 단가

29 거래의 종류

15

공급품목 1의 수량

30 비고

자료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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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간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이하 “B2B결제시스템”)
□ B2B결제시스템은 2002년 기업간 전자상거래에 수반되는 대금결제
를 네트워크상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인터넷
및 금융공동망 기반의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 B2B결제시스템은 당초 전자시장(e-MP) 운영기관이 기업간 전자
상거래 내용을 은행에 전달하여 대금지급을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
o 동 시스템은 결제수단으로 온라인송금, 기업구매자금대출, 구매
전용카드 및 전자채권을 제공
― 그러나 당초 편리성 증가에 따른 이용증가 예상에도 불구하고
B2B결제시스템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현재는 이용이 미미한 실정
o 이는 거래정보를 은행에 제공하는 것을 꺼리는 전자시장 운영
업체 및 기업들이 동 시스템 이용을 위해 등록하지 않은데 주
로 기인
B2B 시스템 구성도 및 업무처리절차

(5) 출 금 결 과

은 행

(6) 입 금 결 과

한 국 은 행
(8) 차 액 결 제
(4) 출 금 결 과

(7) 입 금 결 과

중 계 센 터

(1) 업 무 계 약
In te rn e t

(3

판 매 기 업

(2)

)

Offer

거

래

정

보

및
(

(2)
Market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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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8)

제

정

결

은 행

보

제

통

지

Accept

(1) 업 무 계 약

구 매 기 업

V. 주요 특징 및 시사점
1. 주요 특징
□ 성공적인 금융EDI 도입을 위해서는 동 기능에 대한 충분한 수요
가 존재해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금융EDI 서비스가
고객의 니즈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미국의 소액결제시스템(ACH)이 초기 도입한 전문양식으로 금융
EDI를 제공할 때는 이용이 저조하였지만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전문양식으로 대체한 이후 이용이 증가
― 미국의 거액결제시스템(CHIPS)도 금융EDI 기능을 제공하지만 거
액결제시스템에서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금융EDI 필요성은 크지
않아 이용이 저조한 상황
― EU에서 추진하는 표준전자청구서(e-invoice) 도입 프로젝트는 단일
통화(유로) 및 지급거래권역(SEPA)하에서 역내 국가간 거래가 증가하
는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업의 요구가 반영된 사업
― 우리나라에서 널리 이용되는 CMS코드 및 가상계좌 방식은 효율
적인 수납처리를 원하는 기업의 요구를 반영
□ 범용성을 가진 금융EDI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문양식,
전송규약, 법체계 등에 대한 표준화가 선결과제
― 미국은 이미 거래정보를 포함한 송금전문으로 사용하는 표준양
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금융공동망의 전문양식에 적용하여
기업들이 쉽게 금융공동망의 금융EDI 기능을 이용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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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표준전자청구서 도입 프로젝트에서도 메시지 등의 표준화
가 가장 중요한 이슈중의 하나로 다양한 표준화단체들이 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
― 일본의 경우 매칭코드 방식을 도입했지만 코드에 적용되는 정보
순서 등에 대한 표준화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널리 이용되지
못함
2. 시사점
□ 금융공동망에 금융EDI 기능을 도입할 경우 기업의 거래 및 대금
지급 관행을 고려할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거래건별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을 사
용하는 지급관행과 거래정보가 외부기관을 통해 교환되는 것을
꺼리는 경향으로 인해 외국과 같은 금융EDI를 도입해도 기업들
이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o B2B결제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이론적인 경제적 이익
에도 불구하고 거래관행 등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
한 실정
― 우리나라 은행간 네트워크에서는 금융EDI 요구가 크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판매(예 : 납품업체) 및 구매(예 : 대기업) 기
업이 동일은행 계좌를 이용해 결제하는 관행에 주로 기인
o 대체로 대기업은 납품업체에게 대기업과 동일한 은행에 계좌를
가질 것을 요구하며 자사 ERP시스템과 거래은행 자금관리시스
템을 연계하여 대금지급 업무 등을 처리하므로 은행간 네트워
크를 이용할 필요가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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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기업의 현금성 결제 비율이 증가하는 등 기업의 지급관행
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가 금융EDI 기능에 대한 기업
의 요구를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금융EDI 요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 국가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논의가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향후
일본 등 주변국 소액결제시스템과의 연계를 대비해서 국내외 결
제시스템의 금융EDI 기능 도입에 대한 모니터링과 금융분야의
국제표준화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실시
― 현재 EU 국가들을 중심으로 금융메시지 국제표준(ISO20022)을 제
정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향후 동 표준이 국제거래에
서 널리 사용될 것으로 예상
― 향후 국가간 지급결제시스템의 연계가 활성화되면 국가간 연계
결제시스템에서 국제표준이 사용될 전망
o 미국의 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은 유럽의 결제시스템과의 메시지
교환을 위해 유럽에서 채택한 국제표준인 ISO20022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o 일본도 소액결제시스템인 전은시스템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면
서 ISO20022 도입 및 표준제정 활동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
― 네트워크 이용과 관련된 자체표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나 기관은
다른 기관과의 표준화작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
o 유럽의 전자송장 도입 프로젝트에서도 현재 전자송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핀란드(Finvoice) 및 이탈리아(CBI)가 표준화 작업
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
o ISO20022에서 제정되는 국제금융표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국제표준 제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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