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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진전으로 정보의 처리, 저장, 연결능력의 획기적 혁
신에 힘입어 언제 어디서나 물질의 흐름과 정보의 흐름을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가 창출
된다. 현실에 있는 거의 모든 물질적인 존재가 온라인상에서 존재하는 가상적인 존재로 변할
수 있고, 관리되고 활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인간 생활의 모든 면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경제의 조직과 구성 뿐 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그 밖의 인간 활동의 모든 면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새로운 생태계들을 생성하고 있다. 오늘날 디지털화는 무
역의 규모, 범위와 속도를 증가시키고 가치가 창출되고 거래되는 방법을 변모시키고 있다. 즉
디지털화는 심대하게 국제무역에 관련된 비용을 감소하고, 글로벌가치사슬의 조정을 원활케 하
며, 아이디어와 기술들의 확산을 촉진하고 매우 많은 사업들과 소비자들을 전 지구적으로 연결
시키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모형의 채택은 더 복잡한 국제무역거래와 정책 쟁점들을 야기
한다.
실로 디지털화는 제품들이 어떻게 생산되는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교역되고 소비되는가에도
영향을 준다. 그것은 역시 회사들이 소비자들, 다른 회사들, 그리고 정부들과 상호작용하는 방
식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초연계성의 시대에 생산, 디자인, 배송과 소비는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나, 무역을 통하여 불가분하게 관련되고,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시적으로 연결된다.
이처럼 급속하게 전개되는 환경에서, 정부는 디지털 무역으로부터의 기회들과 이익들이 포괄적
으로 실현되고 공유될 수 있게 하는 증가하는 규제적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디지털 무역을 만들어가는 변화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디지털화가 어뗳게 국제무
역과 그것을 통제하는 규범들을 변화시키는가와 시장개방과 디지털 무역에 영향을 주는 조치들
에 대해 고찰한다. 아울러 보험사업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무역보험의 도입 필요성을 분석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Ⅱ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무역 패러다
임을 분석한다. Ⅲ장은 디지털 무역의 유형과 관련규범들을 분석한다. Ⅳ장에서는 디지털 무역
의 특성과 영향요인들을 살펴본다. Ⅴ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보험사업의 디지털화와 디
지털 무역보험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그리고 Ⅵ장은 결론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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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
여기서는 경제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경제의 효율화, 글로벌화, 서비스화의 진전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윤상철, 2018 참조).

1. 경제의 디지털화와 효율성
경제는 점증적으로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다. 인터넷과 데이터의 영향은 더 이상 정보기술부
문에 한정되고 있지 않다. 모든 산업에서 소비자들에 연결, 중간재의 구매, 시장정보의 발견,
그리고 클라우드로 부터 소프트웨어와 어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하기 위해서 점증적으로 인터
넷을 사용하는 것은 경제전반적인 현상이다.
World Bank 연구는 고속 데이터 통신망(광대역) 사용의 10% 증가는 개발도상국 성장의
1.37% 증가와 선진국 성장의 1.21%를 초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인터넷의 무역에 대한 영향
의 관점에서 한 연구는 인터넷 접근이 10% 증가하면 수출이 0.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Qiang and Rossotto, 2009).
[그림 1] 산업별 디지털 전환의 현위상

자료：Bughin, et al.(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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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보고서(2014)에 의하면 인터넷은 디지털화가 강화된 산
업의 생산성을 7.8~10.9% 개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또 다른 연구(2012)는 고속 데이터
통신망(광대역) 접근은 기업생산성을 7~10%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경제의 글로벌화와 무역의 이익
디지털 전환은 글로벌하게 통합된 거래의 기회와 이점을 실현하며 공유케 하여 국제무역환
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디지털 무역은 단지 디지털로 전달되는 무역에 관한 것뿐
만 아니라, 더 많은 물리적, 전통적 또는 GVC, 디지털 연결성 증가로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기업의 해외시장 접근을 확대시키고 있다.
생산의 분화와 이에 따른 글로벌가치사슬(GVC)의 심화는 국경간 데이터흐름에 의존한다. 일
례로 글로벌하게 분산된 생산은 HR데이터, 생산스케줄과 글로벌하게 움직이는 소비자 데이터
를 필요로 한다.
글로벌가치사슬(GVC)에 따라서 생산의 분화를 가능하게 하는 운송 및 조정비용의 감소와 정
보 하락은 디지털무역을 강화하고 있다. OECD(2012)에 따르면 상품무역의 50% 이상과 서비
스무역의 70% 이상이 중간재이다.

3. 경제의 서비스화와 디지털 무역
<표 1> 세계화의 각기 다른 파장에 따른 특성, 동인 및 무역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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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은 종전 시간과 공간의 제한 하에 있었던 서비스를 이러한 제한을 넘어서 생산되
고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현재 서비스는 협력적 과정과 전례가 없는 디지털 플렛폼을 통
한 전달을 통하여 국경을 넘어 분화되고 있다.
동시에 증가하는 디지털 접속으로부터 야기되는 붕괴는 더 많은 물리적 또는 전통적 무역을
발생하게 하며,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기업(특히 중소기업)들의 외국시장 접근이 증
가하고 있다.
이는 이미 서비스의 전달방식 차이에 존재하는 회색을 더욱 희미하게 하며 국제 무역과 투자
정책이 수립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새로운 도전 제기한다. 특히 블록체인 (Blockchain) 또는
3D 프린팅 등은 장래에 우리가 거래하는 방식을 더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Ⅲ. 디지털 무역의 유형과 관련규범
1. 디지털 무역
디지털 무역은 디지털 또는 물리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디지털로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 거래
를 포괄하며, 소비자, 기업 및 정부가 상호작용성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단지 보다 더
또는 새롭게 디지털로 전달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디지털 연계성을 통하여 가능케
된 증가된 전통적 또는 공급사슬 상품무역이기도 하다.
디지털화의 결과로 더 작은 무역, 종종 낮은 가치의 물리적 포장(온라인으로 주문된 소포)과
인터넷 뱅킹과 같은 디지털로 전달된 서비스가 성장하고 있고, 새로운 유형의 상품과 서비스
묶음 또는 상품에 내재된 서비스가 부상하고 있다.
디지털무역거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고, 종종 비디지털 거래와 같거나 비슷한
쟁점들을 제기한다. 이는 디지털무역이 디지털로 전달되는 서비스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성장
하는 디지털 연계성을 통해 가능케 된 더욱 전통적인 (공급사슬을 포함하는) 무역에 대한 것이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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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디지털 무역의 잠정적 유형

자료：Lopez-Gonzalez and Jouanjean(2017).

디지털 무역에서 새로운 것은 이전의 세계화에 의해서 전혀 영향받지 않은 다수를 포함하여,
거래의 규모와 생산과정과 산업들을 변환하는 새로운 파괴적인 참가자들의 출현이다.
모든 디지털무역이 디지털로 가능하지만 모든 디지털 무역이 디지털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무역 역시 디지털로 가능하나 물리적으로 전달되는 상품들과 서비스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온라인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매칭서비스를 통한 호텔의 예약 등과 같은 사례 등이다.

2. 디지털 무역의 유형
신기술들은 서비스가 생산되고 전달되는 방식을 변화시키며, 온라인 플렛폼들은 더 작은 패
키지들을 국경을 넘어 거래하게 한다. 디지털 무역의 토대는 데이터의 이동이다. 데이터는 생산
수단이고, 자체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자산이며, 이를 통해 일부 서비스가 거래되는 수단이자,
생산의 분화와 글로벌가치사슬(GVC)이 조직되는 방식이 되고 있다.
원거리 컴퓨팅서비스, 온라인 건축설계 등 디지털 서비스의 구매, 또는 온라인 시장에서 상
품구입 또는 매칭서비스를 통한 호텔예약과 같은 디지털로 구매하고 물리적으로 전달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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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서비스 등 디지털 무역은 물리적으로 전달되거나 디지털로 전달되는 무역 모두를 포함한다.
GVC의 도래 전에 전통적인 무역은 주로 B2C거래에 관련됐고, GVC무역은 성장하는 B2B거래
를 도입했고, 디지털 무역은 가속된 GVC무역을 도왔으며 기업, 소비자와 정부가 상호작용하게
하는 새로운 방안을 가능케 하였다.
맥킨지글로벌연구소(2016)는 이미 전세계 상품무역의 12%는 국제적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수행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인터넷과 글로벌데이터의 흐름이 국제무역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지원하는 여러 방법들이 존재한다. 중소기업들은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SNS 같은 인터넷서
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표 2> 디지털 무역의 유형

3. 디지털무역을 관리하는 규범들
현행 WTO 규범과 협정들이 디지털 무역을 커버하지만, 지역무역협정들(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은 광범위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으며, 현행 프레임웤이 얼마나 잘 채택되
었나 하는 질문들은 디지털 시대의 무역의 특징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묵음들에 있다.
디지털 무역에 적용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WTO 규범들로는 GATS와 그 부속 협정 등
은 디지털 세계와 디지털화 가능한 서비스들을 뒷받침하는 실행가능한 서비스들에 대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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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요소이다. 디지털화 가능한 상품무역과 관련하여, GATT와 TFA(Trade Facilitation
Agreement)가 중요한 조치들을 제공하고, ITA(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는
ICT제품들의 관세장벽 제거에 중요한 열쇠가 된다. 디지털 무역 쟁점들에 대한 규율이 지역무
역협정들(RTAs)에서 점증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전자적 전달체에 관한 관세의 금지,
국내적 규제의 관점에서 비차별적 대우, 전자적 인증, 데이터 보호와 종이없는 무역 등 광범위
한 쟁점들을 커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버된 쟁점 등의 깊이와 넓이의 관점에서 협정들에
대하여 광범위한 분산이 있고, 많은 규정들은 분쟁해결의 조건이 결여되어 있다.
[그림 3] WTO 규범과 디지털 무역

자료：Lopez-Gonzalez and Ferencz(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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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디지털 무역의 특성과 영향요인
디지털 무역을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정책적 도전의 규모를 이해하기 어렵다.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강력한 조치가 가능해지기 전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중간단계로 이
용가능한 데이터는 디지털시대에서 무역의 어떤 측면들을 조명할 수 있다.

1. 디지털 무역의 특성
무역은 단지 ICT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것만이 아니다. 디지털화는 편만하며 경제의 모든
부분들을 내포한다.
디지털화는 상품무역에서 긍적적인 결과들과 연계되어 있다. 디지털화는 더욱 광범한 무역
개방과 연결된다([그림 4] 참조). 더 많은 제품들을 더 많은 시장들에 판매하며, 덜 집중된 수출
바구니에 판매한다([그림 5] 참조).
[그림 4] 무역개방과 인터넷 사용

자료：Lopez-Gonzalez and Ferencz(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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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진입에 의해 추정된 디지털 연계성은 직간접적으로 상품무역에 이득을 준다. 디지털
연계성의 확장은 보다 높은 양자간 무역에 연결되어 무역협정들로부터 무역이익들을 보다 추구
하게 돕는다. 특히 더 복잡한 제조제품들과 디지털 전달 가능한 서비스 무역에 대해서 가장 중
요하다. 아울러 상품과 서비스 사이에 새로운 보완성을 생성한다. 디지털 연계성과 ICT 상품수
입은 디지털 전달 가능한 서비스 수출에 중요하다.
[그림 5] 인터넷 사용과 수출집중

자료：Lopez-Gonzalez and Ferencz(2018)

디지털 무역에서 기업 개입 측면에서 몇몇 예시적인 통찰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화는 상품
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들에 중요하나, 국경간 디지털 판매에 종사하는 성향은 서비스에서
보다 높게 나타난다. 2) 디지털화는 가치창출과정의 모든 부문들에서 내포된다. 그러나 생산과
디자인 단계에 있는 기업들에서 가장 가치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들 역
시 전통적으로 서비스와 연결된 쟁점들에 관련되고,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들은 상품 쟁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즉 디지털 연계성은 상품과 서비스 사이에 새로운 보완성을 창출한다.

2. 디지털 무역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조치들(규제적 및 정책적 도전)
디지털무역에 영향을 주는 조치들에 대한 예비적인 현 위상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함의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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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디지털화는 적용 가능한 무역규범에 대하여 불확실하게 보이는 것들을 초래함으로써, 주
로 상품과 서비스 사이의 점증적으로 모호한 구별로부터 연유하는 무역규범들에 대한 다수의
규제적 도전들을 제시한다.
[그림 6] 디지털 무역의 구성요소

자료：Lopez-Gonzalez and Ferencz(2018)

상품, 서비스, 또는 서비스와 묶여진 상품들에 있어서 간단한 국경간 디지털로 가능한 거래
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적으로 모든 거래에 수평적인 대책의 범위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
이것은 디지털 무역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 디지털 무역거래의 최종적 전달에 영향을 주
는 조치들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서며, 디지털 무역을 가능케 하는 것을 포함하여, 완전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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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슬에 영향을 주는 조치들에 대한 고려를 필요로 한다.
디지털 상품무역에 종사하는 것은 물류와 같은 보다 광범위한 보완 서비스들에 주의를 집중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특히 디지털로 전달되는 서비스무역에 종사하는 능력은 상품
의 시장접근에 의해서 영향받는다.
디지털화의 결과로 부분적으로 기업들이 점증적으로 상품과 서비스 묶음 무역 방향으로 나
감에 따라, 무역업자와 정책입안자들 모두가 직면해야 할 쟁점들이 늘어나고 있다. 즉 디지털
무역이 실현할 잠재적 이익들에 대하여 광범위한 서비스와 상품들을 동시적으로 고려를 필요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Ⅴ. 보험사업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무역보험
인슈어테크(InsurTech)란 인공지능(AI), 블록체인, 핀테크(FinTech) 등의 IT기술을 보험사
업에 적용한 개념으로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서비스를 말한다. 인슈
어테크(InsurTech)사업은 계약과정을 단순화하는 기술과 계약 수요를 보다 더 적합하게 하는
정책조정을 통하여, 정책담당자들의 부보적격성(insurability)을 보다 더 적절하게 하는 사업모
형을 개발한다(윤상철, 2018 참조).

1. 보험사업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와 그 사례
최근 보험사업은 소비자들의 유입이 쉽도록 가입 채널과 상품을 온라인(CM)으로 확대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데 성공했다. 이미 인공지능(AI)가 소비자
들의 보험 가입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AI 알고리즘에 의해 운영되는 로보어드바이저 펀드 역
시 변액보험 상품의 높은 수익률을 이끌고 있다.
‘AIA ON(온)’으로 명명된 AIA생명의 인공지능 콜센터는 SK㈜ C&C가 개발한 인공지능 에이
브릴(Aibril)을 기반으로 한다. 에이브릴은 ‘왓슨(Watson)’ 기반의 인공지능 서비스로 섬세한 한
국어 학습을 통해 개발된 AI 플랫폼이다. AIA생명의 인공지능 콜센터 서비스는 크게 채팅을 기
반으로 하는 고객상담 챗봇(Chatbot)과 전화로 응대하는 로보텔러(Robo-teller)로 구분된다.
우선 고객이 자주하는 문의에 대해서는 채팅 형태로 인공지능 챗봇이 1차 상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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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비스는 24시간 365일 응대는 물론, 대기시간 없이 바로 연결이 가능하기에 상담의 생
산성과 효율성 그리고 정확도까지 높일 수 있다. 특히 AIA생명 PC 및 모바일 홈페이지뿐만 아
니라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AIA-ON 챗봇과의 1:1 고객응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고객의 편리성을 극대화 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AIA ON’은 판매된 보험계약에 대해 로보텔
러가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완전 판매를 모니터링 하는 업무도 진행한다. 인공지능 상담
사가 학습한 대화를 기반으로 고객과 대화를 진행해 계약정보를 확인하고 계약을 확정하는 음
성서비스는 업계 최초다.
인공지능의 학습이 고도화된 시점에는 고객이 문의하는 내용에 대해 로보텔러가 직접 상담사
처럼 응대하는 새로운 고객상담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고객들의 보험금 청구에서부터 지급
까지 이뤄지는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자동화해 업무속도와 정확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라이나생명에 따르면 자동화 시스템 도입 후 업무 시간이 최대 92%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
났다. 라이나생명은 보험업계 최초로 지난달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시스템인 ‘LINA BOT’을 실제 업무에 도입해 업무 시간을 최대 92%까지 단축
시켰다. RPA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하는 시스
템으로 단순 업무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라이나생명은 한 달 여의 테스트 기간을 거쳐 △계약관리 △고객서비스 △영업운영 △보험금
심사 △언더라이팅 △품질모니터링 등 34개 프로세스에 우선 적용했다. 라이나생명은 “LINA
BOT 적용 후 하루 약 23시간이 소요되던 반복 업무가 약 1.87시간으로 92%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2. 무역보험사업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 촉진
최근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적 지식을 활용하여, 무역보
험 프로세스의 최적화, 미래정보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리스크 관리시스템의 고도화로 국가별,
산업별, 기업별 신용정보서비스의 효율화 및 고도화 등 무역보험사업의 디지털화가 촉진될 것
으로 예상된다. 특히, Block Chain 활용 시 무역 서류 위조 가능성이 감소해 무역 분쟁 및 보
험 사기의 감소를 꾀할 수 있다.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별 서비스 제공과 함께 비정형 거래의 이상 징후의 포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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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지원 실적, 거래 내역 등 정보의 매우 체계
화된 ‘자산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디지털 무역보험의 도입
4차 산업혁명시대의 경쟁은 태생적으로 글로벌 시너지경쟁이다. 따라서 국내적 환경에 억매
이지 말고 글로벌 경쟁의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앞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글로벌 무한경쟁
환경에서 정부의 역할은 새로운 디지털전환의 기회와 디지털 무역기회를 적극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적절히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최근 4차 산업혁명, 즉 디지털전환의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무역보험의 반작용적 개선뿐 만 아니라 선작용적 재정립도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디지털 무역이 점증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이에 수반되는 다양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높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무역 확대현상을 반영한 선작
용적인 대응 신상품으로 디지털 무역보험의 개발ㆍ도입ㆍ시행이 요구된다. 앞으로 디지털 무역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됨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실행 과제 등
을 포괄하는 디지털 무역관련 리스크 부보를 위한 신상품의 개발ㆍ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된다.
<표 3> 무보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실행 과제 및 주요 내용
실행과제

주요 내용

新산업 수출 특별지원 프로그램 운영

新산업분야 기업군에 대한 신용조사, 한도 책정 등
더욱 차별화된 지원프로그램 구축

新산업 중소기업 장기자본투자 도입

新산업 벤처 및 성장형 중소기업의 장기성장을
자본투자 형태로 지원

스마트 프로젝트 특별지원 프로그램 운영

스마트 플랜트 등 신시장 수주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지원방안 마련

차세대 선진기술 확보를 위한 해외 M&A 지원

新산업분야 인수합병에 대한 금융지원

자료：한국무역보험공사(2017), 6차 중장기 경영계획(정영식(2017) 재인용).

무역금융으로서 무역보험은 다른 분야와 달리 정책적 함축성을 지닌 특수한 분야로서 수출
입 중심의 무역거래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디지털 전환)
등 무역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수출증대와 국민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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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차 산업혁명(디지털 전환)에 따른 무역보험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무역
시장의 높은 성장성이 기대됨에 따라 디지털 무역관련 리스크 부보를 위한 선작용적인 신상품
의 개발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최근 생산의 세계화가 크게 진전되면서 상품과 서
비스 중간재 무역, 즉 GVC 무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GVC무역 시장의 지속적 확대에 따
라 GVC 무역관련 리스크 부보를 위한 신상품의 개발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현
행의 해외투자보험(투자금융) 및 해외사업금융보험 등을 포괄하는 GVC무역보험의 개발ㆍ도입ㆍ
시행이 필요하다. 3) 최근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적 지식
을 활용하여, 무역보험 프로세스의 최적화, 미래정보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리스크 관리시스템
의 고도화로 국가별, 산업별, 기업별 신용정보서비스의 효율화 및 고도화 등 무역보험사업의 디
지털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Ⅵ. 결론：정책적 함의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 혁명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점차로 언제 어디서나 현실세계
와 가상세계를 집적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있다. 최근 선진 각국은 새로운 현실-가상 연계
융합세계를 창출하고 활용함으로써 1) 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다양한 혁신 상품과 서비스의 개
발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2) 더 광범위한 경제ㆍ사회적인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게
되고, 3) 더 나아가 디지털 무역을 통한 로컬 시너지 효과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시너지 효과를
확보해 가고 있다. 이러한 Bit 세계의 Net 사회로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효율성 경쟁으로 경제ㆍ
사회적 구조의 재편 등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이 적응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전
환 과정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확한 통찰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
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경쟁은 무엇보다도 글로벌 시너지경쟁이다. 따라서 국내적 환경에 억매
이지 말고 글로벌 경쟁의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앞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글로벌 무한경
쟁 환경에서 정부의 역할은 새로운 디지털 전환의 기회와 디지털 무역기회를 적극 창출해 나가
야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무역에서 디지털 전환의 이점은 구성요소들의 조합에 달려 있다. 이
러한 요소들의 일부는 기술의 채택 또는 새로운 숙련인력의 채용과 같이 기업의 내부에, 또 다
른 일부는 시장개방과 같은 기업의 외부에 존재한다. 이들은 상품과 서비스간의 전통적인 차이
점들을 가로지르고, 디지털 연계성과 관련된 광범한 쟁점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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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하부구조는 태생적으로 글로벌하다. 그들은 규모에 대한 새로운 기회
들을 제공하지만, 국가들간의 국경과 규제의 차이가 남아있는 세계에서 국내적 및 국제적 정책
에 대한 주요한 도전들을 야기한다. 각양각색의 규제를 포함하여 디지털 전환으로부터 대부분
이 야기되고 어느 정도 관련된 위험들을 완화하기 위하여는 더 많은 국제적 협력이 요구된다.
그러한 협력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누가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의 차이들이 있
지만, 다자간, 복수간 및 양자간이든 무역협정들은 서로 상이한 문화적 및 정치적 맥락들을 반
영하는 상이한 기준들을 가진 국가들간의 교류에 유용한 통찰을 제공한다. 무역협정에서는 시
장개방원칙들에 반영된 것과 같이, 무역의 이점을 국가들의 규제권과 결합하는 다음의 원칙들
에 달려있다. 1) 기준은 투명해야 하며, 2) 비 차별적이어야 하고, 3) 목적달성에 필요한 것 보
다 더 무역제한적이지 않아야 되며, 4) 경쟁을 촉진해야 되고, 5) 상호 공동운영 가능해야 할
것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무역보험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무역 시장의 높은
성장성이 기대됨에 따라 디지털 무역관련 리스크 부보를 위한 선작용적인 신상품의 개발 도입
이 필요하다. 2) 무역보험 프로세스의 최적화, 미래정보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리스크 관리시스
템의 고도화로 무역보험사업의 디지털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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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gital Trade and Trade Credit in the 4th
Industrialization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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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evolving of digital trade and the following trade credit
policy in the 4th industrialization era. Today digitalisation has increased the scale,
scope and speed of trade, posing new challenges for policy makers. With the
emergence of new business models,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what” and the
“how” of the measures affecting digital trade is needed. This paper discusses what
we know about how digitalisation is changing international trade and the rules that
govern it, and provides an initial mapping of the types of measures that need to
be considered when thinking about market openness and digital trade. Especially
the paper analyzes the digitalization of insurance business and the needs of digital
trade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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