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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rocess for the trade settlement system 

between all parties involved in the commercial transaction under SURF System.

SURF application is the latest value added service from bolero.net and a fully automated 

documentary settlement system. It extends bolero.net's capability to enable trade transactions 

by providing a delivery versus payment system. It has been designed as a standard, shared, 

infrastructure component for han리ing trade settlement within an electronic environment to 

keep step with the operation of 이ectronic Bolero bill of Lading.

It exploits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Bolero Core Messaging Platfonn - secure, 

guaranteed transactions based on boleroXML standards to provide document compliance 

services with optional bank guarantees.

So, SURF system can automatically check all commonly used trade documents such as 

commercial invoices, bills of lading and certificates of weight and analysis, etc and supports a 

full range of settlement options including Open Account, Documentary Collections, 

Documentary Credit.

SURF have key features as follows,① automatic document compliance checking,② 

integrated with the Title Registry,③ supports various forms of vender financing,④ governed 

by a set of legally binding rules,⑤ fully prepared for Straight-Through-Processing,⑥ 

Enabled compliance with UCP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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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序言

현재 전통적인 국체무역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주요 결제수단에는 신용장방식 

(Letter of Credit), 추심결제방식 (Gollection 

Base；E/A, E/P), 송금방식 (Tej%iRiic Transfer) 

등이 있다. 그 동안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신 

용장에 의한 결제방식이 축소되고 있는 반면, 

추심방식과 송금방식에 의한 결제방법이 증 

가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전통적인 

국제무역은 그 이행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비 

용이 매년 국제무역비용에서 많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으며, 또한 그 이행에 있어서 지연 

둥의 비효율성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서류 

없는 전자무역거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 

다.

이에 따라 1980년대에 들어와 미국을 비롯 

한 선진국올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1987년 

에 유앤에서 "UN/EDIFACT”(UN/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砒kxi, Ctxnmerce 

and Transport； 유엔 行政 • 商易 , 및 運送을 

위한 전자자료교환에 관한 UN標準)을 제정하 

면서부터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고, 1990년에 

는 CMKComite Maritime Ihtemational； 國際 

海事委員會)의 “電子船貨證券에 관한 CMI規 

貝!「이 제정되면서 전자무역의 핵심이 되는 電 

子雄貨證券의 유통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신뢰성과 안전성 둥의 문제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이후 인터넷(intermet)과 웹(web)의 사 

용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1996年에는 UNCI 

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biter 

-national Trade Law： 유앤국제무역법위원 

회)의 전자상거래 모델법이 제정되는 둥 범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적 기반이 

정비되는 한편, 전자메시지의 안전성올 향상시 

킬 수 있는 암호화의 기법도 발전되었다. 이러 

한 전반적인 전자거래 환경의 개선에 따라 그 

동안 전통적인 船貨證券의 權利證券的 유통기 

능의 구현문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였 

던 전통적인 무역서류의 전자화를 비롯한 자 

동화된 전자무역시스템으로 실현한 것이 웹을 

기반으로 하는 볼레로시스템 (Bolero System) 

이다.

따라서 국제무역의 핵심 기반인 전통적인 

선화중권의 기능올 완전하게 구현할 수 있게 됨 

에 따라, 국제무역의 모든 결제과정올 웹(web) 

상에서 실현할 수 있는 SURF (Settlement 

Utility for managing Risk & Finance； 위험 

과 금응을 관리하기 위한 결제시스템)를 도 

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국 

제간 무역결제과정올 전자적으로 구현함으로 

써, 국제거래의 투명성올 향상시키고, 그 이 

행기간의 단축과 이행비용의 감축를 비롯한 

많은 국제적인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게 됨 

에 따라 국제교역은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원고는 국제무역에서 관심이 되는 볼레 

로시스템상 SURF 시스템의 프로세스 관하여 

현장 실무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특히 본고 

분야는 국내에서는 발표된 사례가 없는 것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발표된 논문은 전무한 형 

편이다. 따라서 국제세미나 및 bolero.net 측에 

서，제공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전개하고 

자 한다.

boler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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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볼레로시스템의 意義와 SURF의 

운용시스템

2.1. 볼레로시스^(Bolero System)의 意義

2.1.1. 볼레로시스템의 도입배경과 그 개념

(1) 도입배경

종이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적인 국제 

무역은 금융적 • 물류적 및 시간적 비효율성으 

로 매년 많은 국제비즈니스 비용이1)들고 있 

다. 따라서 일련의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모 

든 관계당사자간에 온라인상에서 서류와 자료 

(data)의 교환을 허용하여 웹 (web)기반으로 하 

는 전자적인 環境에서 국제무역을 이행함으로 

써 이러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볼레로(Bill of Lading Electronic 

Registry Organization；船貨證券電子登錄機 

構)는2)국제무역과 물품운송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전자적인 형식의 서류와 

자료 (data) 를 교환하기 위해 “볼레로시스템” 

(Bolero System)을 고안 • 개발하게 되 었다.3)

(2) 볼레로시스템의 개념

볼레로시스템은 웹기반으로 한 開放的이고 

중립적인 시스템이다. 전자적인 수단올 통하여 

국제무역올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적•법적인 

기반으로, 메시지(message)를 전달하고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디지털 정보기술을 의미한 

다. 즉, 메시지 및 서류의 통신과 비즈니스 거 

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볼레로인터내셔널에 의 

하여 제공되는 디지털 정보시스템이며, 비즈니 

스의 과정 및 방법이다. 본 시스템의 이용은 

볼레로 규약집(Bolero Rulebook)1 2 3 4) 5 6 7 및 그 운영 

규칙에 의하여 규율된다.5)

1 범세계적인 종이 선적서류의 작성비용이 매년 국제 

무역비용의 7% 정도인 420兆 달러로 추산하고 있 

다(bolero.net(Dr. Anthaiy W. Kirby), “The Role 

of Bolero”，Electronic b2b Trade, s. 3, 2001, 4, 

4-5).

2 1994년 6월 무역업자 운송업자, 은행, 통신회사 등
이 컨소시엄 형태로 조직한 조직체로, 船貨證券 

및 기타 선적서류의 전자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豫 

備實驗(D血t 올 실시하게 되었다.

3 bolero.net, Operational Service Contract Premier 

Founder User, Pat 1.1(1)(2).

4 볼레로시스템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용자간의 관계와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규약이다.

5 bolero.net, Bolero Rulebook, Part 1.1(16).

6 볼레로협회는 그 희원의 소유이다. 그 회원은 전통

적인 종이무역에 대한 전자적인 대안을 찾고자 하 

는 bolero.net의 目的올 지원하는.전세계의 산업계 

와 모든 bolero.net 이용자를 포함한다.

7 구체적인 목적은 http:〃www.bolero.net/aboutus/ 

cotTporate/association.1加3, 2002. 1. 22.

2.1.2. 볼레로협회와 볼레로인터내셔널과의 관계 

볼레로협회(Bolero Association)와 볼레로 

인터내셔날(Bolero International Ltd)은 긴밀한 

업무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두 법인은 전적 

으로 다른 법인체이다.

볼레로협회는 국제무역을 위한 전자상거래 

의 플렛폼(platform)을 개발하기 위해 전세계 

의 많은 이해관계 법인에 의해 1995년에 설립 

되었다.6) 그 플렛폼이 볼레로인터내셔널의 상 

호인 bolero.net이 되었다. 본 협회는 그 회원 

의 비즈니스 욕구(needs)에 부응하는 무역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 국제무역에 있어서 전자상 

거래에 대한 국제표준을 장려하며, 전자적으로 

이행되는 전통적인 유통서류의 요건에 있어서 

법적기반을 보장하는 것 둥을 목적으로 한다.7) 

또한 bolero.net 서비스를 운영하는 법인체인 

볼레로인터내셔널과 거래하는 그의 회원 및

bolero.net
bolero.net
bolero.net
http:%25e3%2580%2583www.bolero.net/aboutus/
boler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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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볼레로시스템의 소유구조M)

참여자를 대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볼레로시스템의 등록과정, 볼레 

로 규약집의 관리 및 회원의 교육과정 등을 

담당하며, 그의 회원 및 참여자의 개별적인 이 

해관계에 대한 쟁점(issues)을 해결하는 많은 

이용자 그룹을 운영한다.8)

반면, 볼레로인터내셔널은 SWIFT(the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세계은행간 금융통신망) 

와9) TT Club (Through Transport Mutual 

Insurance Association Ltd；通運送相互保險 

協會)의10) 주도로 1998년 4월에 창설된 

bolero.net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本 法 

人의 소유관계는 SWIFT를 통한 금융기관이 

1/3, TT.Club를 통한 물류산업이 1/3 그리고 

벤처 캐피털업자가11)1/3 정도를 소유하고 있 

다. 이들.단체가 bolero.net 서비스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12)

따라서 표준화된 무역거래의 이행과정을 

위한 안전하고 구속력 있는 합법적인 법적기 

반을 제공하는 신뢰성 있는 제3자이다.、그 고 

8 http://www.boleroassociation.org- 2002. 1. 16.

9 189개국에 있는 6,700여개 금융기관에 안전한 메시징

(messaging) 서비스와 인터페이스(interface) 소프트 

웨어를 제공하는 은행이 소유한 협동조합이다. 

SWIFT 네트워크(network)上에서 대금결제에 대한 

메시지의 일평균 이용가치는 5조달러 이상으로 추 

산하고 있다. SWIFT는 그의 고객에게 비용절감, 자 

동화 촉진 및 위험관리 둥을. 돕는다. SWIFT 이용 

자는 300여개의 주주은행 이외에 브로커(br아;er), 투 

자매니저, 증권예탁기관, 통관당국 및 중권거래소 

둥올 포함한다. 그리고 bolero.net의 주주이며 밴처 

파트너이다. 또한 코어 메시징 플렛폼의 공급자이자 

운영자이며, 타이들 레지스트리의 운영자이다 

(http://www.bolero.net/aboutus/corporate/swift.php3 . 

2002. 1. 16).

10 80여개 국가의 선적운영자, 埠頭人夫, 터미널 

(terminal)과 창고 운영자, 항만당국, 운송업자 및 

기타 운송 운영자에게 責任保險과 裝備保險을 제 

공하고 있다. TT Club은 전세계에 걸친 중간 현 

태의 운영자는 물론 세계 컨테이너 선단의 2/3 이 

상, 즉 약 1,725개의 항구 및 전세계 터미널의 付 

保를 책임지고 있다. 1992年 이후 TT Club은 그 

운영을 지역화 하고 있다. 즉, 런던, 뉴저지 및 홍 

콩의 3개 센터이다(http://www.bolero.net/aboutuW 

corporate/ttdub.功pg/, 2002. 1. 16).

11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투자 그룹인 Apax 

Parteners 를 비롯 Baring Private Equity Fund 

II, Palio Portfolio Ltd이다(http://www.bolero.net 

/aboutus/corpgW, 2002. 1. 16).

12 bolero.net(Rdbert Caplehom), "EuroMoney Trade 

Finance Conference", London, s. 4, 2001. 6. 29.

bolero.net
bolero.net
http://www.boleroassociation.org-
http://www.bolero.net/aboutus/corporate/swift.php3
http://www.bolero.net/aboutuW
http://www.boler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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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은 수입상, 수출상 및 많은 관련 산업에 있 

어서 범세계적인 무역거래의 장려자이다・】3)

2.1.3. bolero.net의 의의와 그 가치

(1) bolero.net 솔루션의 운용

b이ero.net은 완벽한 기능적인 표준을 확립 

하고, 범세계적인 무역체인(trade 산lain)의 솔 

루션을 제한하는 보안과⑸ 법적 문제를 해결 

하는 완전한 전자적인 네트워크 (network) 이 

다.⑹ 즉, 물품무역에 있어서 전자상거래가 가 

능하도록 하는 통합된 전자적인 기반을 제공 

한다.

bolero.net 온 표준화된 웹브라우저 (web 

brouser)를 통한 boleroXML 환경의口)서류관 

리,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메일서비스 및 디지 

털서명 등을 지원한다. 또한 bolero.net는 공개 

표준을 사용하며, IP(Intemet Protocol； 인터넷 

통신규약)을 사용하는 네트워킹(networking)을 

지원한다. 디지털 서명과 인증서에 의하여 보 

호되는 디지털 메시징 시스템이다. 이는 종이 

에 의한 방법보다 전자서류로 교역하는 것이 

더욱 안전한 방법이다.

따라서 bolero.net은 모든 이용자를 구속하 

는 범세계적으로 인정된 법적 기반을 이용하 

여 온라인상에서 무역서류를 교환하고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중립적인 시스템 

을 제공한다.18)그러므로 수입상, 수출상, 운송 

인, 運送周旋人 및 은행 등 모든 무역관계 당 

사자는 bolero.net을 통한 동일한 통신수단과 

연결하여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2) bolero.net의 가치

bolero.net 솔루션은 국제무역의 이행기간 

과 이행비용을 절감시킨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저비용 • 효율적인 비즈니스 구조는 국제 

무역을 촉진시키고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 

으며, 또한 고객관계를 구축 • 유지하는데 요구 

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상 

국제무역의 표준이 될 것이다.

즉, ① 더 낮은 운영비용 및 경비: 전화, 팩 

스밀리 등, ② 향상된 기간관리: 서류의 점검 

과 對査時間의 단축,19)③ 자동화 및 통합: 이 

13 bolero.net, “Trade Security and Finance-Linking 

the Supply Chain", Second Annual Coherence 

on B2B, s. 39, 2001. 5. 15

14 bolero.net(Peter Scott), ,,E-Commerce and 

Correspondent Banking Cafe, Royal”, s. 5, 2001. 

2. 20.

15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높은 水準의 보 

안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개키 基盤構造(Public 

Key Infrustructure： PKI) 와 공개키 암호화 

(Rivest, Shamir, Adleman： RSA) 알고리즘 

(Algorithm)을 이용한다.

16 bolero.net(Stanley Ho), "CREDIT SUISSE FIRST 
BOSTON", s. 3, 2001.

17 웹의 대중화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것 중의 하나가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 이다. 현 

재까지도 웹 문서를 제작하는 언어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제한된 태:!(tag)로만 분류 

되어 表現形式의 변환이 어렵다는 둥의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XML이다. XML 은 1996년 W3C(World 

Wde Web Consortium)의 후원으로 형성된 XML 

Working Group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HTML과 

SGML이 갖는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결합하고 

있다 (http://xml.webmania.co.kr/xmlis/xmlis_01 .ph 

p. 2002. 1. 16).

18 http：//www.bolero.net/downloads/FNC_Case_ 

Study.PDF, 2002. 5. 4.

19 이행된 해당 무역거래에 관련된 물품대금의 지급 

또는 회수 여부를 對照 . 確認하는 업무를 은행에 

서는 대사업무라고 한다. 현재 은행에서는 이 업 

무에 많은 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SURF의 자동화된 결제시스템에 의한다면 업무부 

담이 크게 축소되리라고 본다.

bolero.net
bolero.net
bolero.net
bolero.net
http://xml.webmania.co.kr/xmlis/xmlis_01
http%25ef%25bc%259a//www.bolero.net/downloads/FNC_Case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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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과정상의 오류(mor) 축소, 모든 서류업무의 

완전한 直線處理, ④ 개선된 위험관리(국가, 고 

객): 집중化 및 가속화된 정보의 흐름, 거래과 

정의 축소 및 낮은 위험, 더욱 안전한 보안, 

사기거래 감축, ⑤ 효과적인 고객관계관리20): 

더 신속한 경영정보의 호롬, 혁신적이고 직접 

적인 부가가치, ⑥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올 위 

한 혁신적인 접근 등이다.기)

2.2. SURF의 운용시스템

2.2.1. SURF의 의의

(1) SURF의 도입과정

SURF는 bolero.net상에서 서류결제롤 이 

행하기 위한 비즈니스 프로토콜 (business 

protocols)를 정의하기 위하여, bolero.net이 

여러 은행들과 함께 작업을 통하여 2000년 

6力월에 도입되었다.22)

SURF의 첫 번째 사업설계서는 2000년 11 

월에 완성되었으며, 2000년 12월부터 2001년 2 

월까지 기간동안에는 확대된 bolero.net의 고객 

과 파트너 (partener) 에 의해 재검토되었다. 그 

개발의 주요 부분은 2001년 4월 초에 완성되 

었고, 현재 실험 (testing) 및 보강 중에 있다.20 21 22 23 24 25)

20 II客의 便益과 기업의 수익 모두를 위해 고객과의 

관계가 지닌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顋客을 파 

악, 확보 및 유지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顧客維持 

率과 經營成果를 동시에 향상시키는 經營戰略"이 

다 (Frederick Newell, loycdty.com, p. 11, 

McGraw-Hill, 2000).

21 bdero.net(Dr. Anthony W. Kirby), °The Role of 

Bdero", Electronic b2b Trade, s, 23, 2001. 4, 

4-5.

22 SURF는 HSBC, Citibank, Soc.Gg，. ABN Amro,

Deutsche Bank, Chase Kfenhattan Bai此 

Sanhwa Bank, Bank of Tdcyo-Mitsubishi 둥의 

주요 8 개 무역은행과 협력하여 개발되었다

(bdg.net, “BtoB Trade Security and 

Finance-Linking the Supply Chain", Second 
Annual Conference, s. 25,効)1, 5. 15.

23 boleroj)et(Stanley Ho), "CREDIT SUISSE 

FIRST BOSTON", s. 27, 2001； bolero.net, "BtoB 

Trade Security and Finance-Linking the Supply 

Chain", Second Annual Conference, s. 24, 2001. 

5. 15.

24 bo虹o.net의 특징은 중립적이고 신뢰성 있는 제3 

자, 안전하고 거부방지 환경。볼레로 규약집의 법 

적기반 및 타이틀 레지스트리(title registry) 등 

이다.

25 h1^：Z/www.bolew.net/dedsion/savice^u^ 

index功p3, 3002. 1. 7.

(2) SURF의 개념

SURF는 무역서류의 결제과정을 완전하게 

자동화한 bolero.net의 새로운 부가가치 서비스 

이다. 즉, 전자적인 환경에서 무역결제업무를 

수행하는 표준화된 공유기반의 관리시스템이 

다. 이 것은 대금결제와 물품인도와의 연계업 

무를 제공함으로써 무역거래가 가능하다.

SUN*  bolero.net의 코어 메시징 플렛폼 

에서 제공되는 서비스岁)를 이용하여, 그 약정 

서에 명시된 明細와 제시된 서류 내용올 점검 

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무역서류에 

서 이용되는 상업송장, 선화중권, 중량 및 분 

석중명서 둥과 같은 서류를 자동적으로 점검 

할 수 있다.25)

(3) SURF의 주요 기능

SURF의 주요 기능으로는 관계당사자 상호 

간의 약정서롤 저장하기 위한 중앙 데이터베 

이스 제공,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서류의 一致 

與否의 점검, 서류상 不一致 취급의 편리성 제 

공, 대금결제의 이행여부에 대한 대사보고서의 

loycdty.com
bdg.net
bolero.net
%25ef%25bc%259aZ/www.bolew.net/dedsion/savice%255eu%25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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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및 제공, bolero.net의 타이틀 레지스트리 

와 상호작용, 은행과 회사에게 기존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허용, 신뢰성 있는 안전 

한 시스템 제공,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기회 제 

공, SURF 회원들간 결제를 이행하는데 따른 

B2B(business to business； 기업간 거래) 지원, 

거래의 투명성 제공 둥이 있다.26)

2.2.2. SURF의 상호작용시스템

(1) SURF의 운용과정

SURF는 무역거래에 있어서 모든 관계당사 

자간 결제과정을 관리한다. 그 주요 과정은 ① 

수입상과 수출상의 SURF 약정서를 체결, ② 

요청이 있는 경우 은행의 지급/이행 보중서 제 

공, ③ 수출상의 무역서류의 제시(요구된 대로 

船貨證券의 "소유권자”를 SURF로 지정한다), 

④ 서류의 ■一致與否 점검 및 그 불일치 보고서 

발급(서류상 불일치가 있는 경우), ⑤ 제시서류 

가 일치하는 경우 대금결제조건의 이행요청, 

및 ⑤ 그 대금결제조건이 이행되면 선화중권을 

포함한 서류의 수입상에게 인도 등이다.27)

이러한 과정은 관계당사자가 SURF의 중앙 

데이터베이스(database)에 저장한 SURF 약정 

서에 의하여 관리된다. 그 SURF 약정서상에 

약정된 대금결제방법으로 대금결제가 이행되 

며, 그 결제방법에 따라 각 관계당사자의 위험 

정도가 결정된다. 그리고 SURF는 서류의 운 

용과정을 관리하고 SURF 약정서에 명시된 거 

래규칙에 근거하여 서류의 여부를 점검한다.28)

(2) 코어 메시징 플렛폼(Core Messaging 

Platfonn)

bolero.net 서비스의 가장 핵심기반으로, 이 

용자간 및 이용자와 부가가치 서비스 간 모든 

통상적인 기능을 책임진다.的)국제무역에 있어 

서 모든 메시지의 送受信 및 그 승인과 그에 

관한 감시 • 추적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정보를 

권리등록장치 (Title R迤istry)에26 27 28 29 30 31) 송신 • 저장 

한다. 웹(web)을 통하여 전자서류를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26 bolero.net(Peter Scott), “E-Cammeg and 

Correspondent Banking Cafe" Royal", s. 15,

2001. 2. 20； bolero.net(Dr. Anthony W. Kirby), 

“The Role of Bolero", Electronic b2b Trade, s. 

22, 2001. 4. 4-5.

27 bolero.net, “SURF”，s. 4, 2001.

28 bolero.net, "Trade Security and Finance-Linking 

the Supply Chain", Second Annual Corference 

on B2B, s. 27, 2001. 5. 15.

29 http://www.bolero.net/decision/service/lndex.php3,

2002. 1. 13.

30 볼레로 선화중권의 권리를 등록 • 변경하고 저장하 

는 시스템, 즉 전통적인 종이■ 선화중권의 기능을 

구현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31 bolou.net, Bolero Rulebook, 1.1(53).

32 타이틀 레지스트리에서 볼레로 船貨證券에 관련한 

정보의 핵심적인 전자데이터베이스로, BBL 텍스 

트와 연결된 타이틀•레지스트리에 보존된 구조화 

된 情報로써 해당 볼레로 船貨證券과 관련되는 

권리(title)의 등록지시를 받아 생성된다(bolero.net,

(3) 타이틀 레지스트리 (Title Regigtry)

코어 메시징 플렛폼과 연결되어 있는 부가 

가치 서비스로 볼레로 船貨證券의 權利와 의 

무를 기록하고 이전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 

(application)이다. 즉, 볼레로 船貨證券의 소유 

권과 그 이전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장치로, 볼레로 船貨證券의 현재 상황을 기록 

하고 거래과정을 감시• 추적하는 서비스를 제 

공한다.31)

일반적인 그 목적은 전통적인 종이 선화증 

권의 기능을 전자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그 

레코드(Title Registry Record)32)內의 필드 

bolero.net
bolero.net
bolero.net
http://www.bolero.net/decision/service/lndex.php3
bolou.net
boler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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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에 볼레로 船貨證券의 운용과정과 그에 

관한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정보를 저 

장한다.33) 대금결제과정에서 타이틀 레지스트 

리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夠

① 타이틀 레지스트리와 볼레로 선화증권은 

전통적인 종이 선화증권애 해당하는 완전 

한 기능을 제공한다. 볼레로 선화증권은 발 

행 • 이전되고, 변경 및 양도될 수 있다. 각 

각의 경우에 수권받은 당사자는 타이틀 레 

지스트리에 거래를 이행하도록 지시할 뿐 

이다. 그 기능은 bolero.net의 코어 메시징 

플렛폼의 완벽한 보안으로 제공된다.

② 볼레로 船貨證券의 擔保機能를 부여한다. 

예컨대종이 선화증권은 信用狀代金의 결 

제를 위해 은행에 양도될 수 있다. 그 증권 

을 은행 앞으로 배서함으로써 적법한 담보 

을 제공하는 것이다. 타이틀 레지스트리에 

서는 이 담보권은 質權者의明)추가를 통하 

여 부여된다.

③ 타이틀 레지스트리는 授權當事者의 지시에 

따라 실행할 뿐만 아니라 그 실행올 숭인 

하고 그 내용을 관계당사자에게 자동적으 

로 통지한다. 또한 內部의 모든 거래과정올 

감시하고, 볼레로 선화증권이 부당한 당사 

자에게 발송되는 것을 차단한다.

④ 볼레로 선화증권의 조건변경을 관리한다. 

타이틀 레지스트리는 볼레로 선화증권을 

생성(발급)한 운송인의 수권이 없으면, 모 

든 조건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 

화중권을 사기 목적으로 변경할 가능성을 

제거한다」그리고 타이틀 레지스트리는 조 

건 변경의 요청올，받으면, 운송인이 그 변 

경올 허용 또는 거절할 때까지 볼레로 선 

화증권에 관한 모든 실행을 중단한다. 또한 

일상적인 일대일(one to one) 조건변경 이 

외에 볼레로 船貨證券을 결합, 분할 및 스 

위칭 (switchi击g)하는 것을 지원한다.

⑤ 連背書(endorsement chain)가 가능하다. 종 

이무역에 있어서 연배서는 船貨證券의 모 

든 당사자를 포함한다. 타이틀 레지스트리 

는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의 이전을 반영 

하는 각 볼레로 선화증권에 대한 連背書를 

관리한다. 또한 連背書에 있어서 각 背書의 

日 時記錄 (timestamp) 를 관리하기 때문에 

볼레로 선화증권에 관한 완벽하고 정확한 

기록를 제공한다.

⑥ 코어 메시징 플렛폼과 마찬가지로 타이틀 

레지스트리는 모든 볼레로 船貨證券去來의 

전과정에 대한 로그(log)를 관리한다. 디지 

털로 서령된 메시지에 비교되는 이들 로그 

는 거래의 無缺性올 증명하고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코어 메시징 풀렛폼에 의해 

서도 관리된다.

Operational Service Contract, Premier Founder 

Us为，2.1(55)).

33 却益, “사이버貿易에 .있어서 Bo&o System上 

Bolero BZL의 운용시스템에 관한 연구”, 151면, 

무역학회지 제26권 제2호, 한국무역협회, 2001. 2.

34 http:〃www.bolero.net/decision/servicWlitie.pR3, 

2002. 1. 16.

35 債務者가 채무를 상환할 때까지 채권자가 擔保物 

을 보유할 권리가 있고, 채무자가 자신의 債務를 

상환하지 아니할 때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 

을 수 있는 權利가 있는 者이다.

http://www.bolero.net/decision/servicWlitie.p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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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URF의 운용프로세스

3.1. SURF 약정서의 체결과정

3.1.1. 상거래계약의 체결

국제무역은 商去來契約의 협상으로부터 개 

시된다. 여기에서는 引渡條件과 수입상의 모든 

제시서류가 약정된다. 이 단계에서는 당사자가 

원하는 결제방법을 합의한다.%)수입상이 수출 

상에게 전자구매주문서를 발송하면, 수출상은 

수입상에게 전자구매확인서로 회신한다. 이러 

한 상거래계약은 다양한 방법으로 체결될 수 

있다.37)

3.1.2. SURF 청약

당사자간에 체결된 商去來契約에 따라, 수 

출상과 수입상은 SURF와 그들이 상호 합의한 

결제조건을 명시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다. 그 

약정서는 信用狀開設申請書와 유사한 정보를 

포함하는 전자서류이다. 여기에는 계약당사자, 

거래물품의 명세와 가격, 제시서류 및 결제조 

건 등에 관한 기초계약의 정보가 명시된다.36 37 38 39 40)

36 bolero.net, Standard Trade Settlement Protocols 

(2000), Art. 2.1.

37 http:〃www.bolero.net/decision/service底 

surfhowwork.php3. 2002. 1. 7.

38 bolero.net, “SURF”，s. 7, 2001.

39 http^//www.lx>lero.net/decision/service/sur£^ 

surfwhatdo.php3, 2002. 1. 15.

40 支給確約은 선택적인 條件으로 수출상 또는 수입

상 양측을 위해서 SURF 약정서의 전제조건으로 

제공된다 (bolemnet, wTrade Security and

Finance-Linking the Su^jly Chain”，Second 

Annual Coherence on B2B, s. 30, 2001. 5. 15).

SURF의 결제과정은 그 청약서를 발송함으 

로써 개시된다. 그 청약은 수입상 또는 수출상 

어느 측이든 할 수 있다. 예컨대 수입상이 청 

약서를 발송하면, SURF는 承諾을 위해 그 청 

약서를 수출상에게 다시 발송한다. 결제조건이 

화환신용장에 의한 방법인 경우에는 은행과의 

지급확약조건을 약정한다. 그 지급확약은40) 기 

존의 신용장제도와 마찬가지로 수출상이 일치 

하는 무역서류의 제시를 조건으로 한다.

3.1.3. SURF 승낙

SURF 請約書를 접수하면, 수출상은 전통 

적인 무역계약의 체결과정과 같은 방법으로 

그 請約書를 承諾 또는 거절하거나 對應請約 

할 수 있다. 수출상이 승낙한 경우에는 그 청

bolero.net
http:%25e3%2580%2583www.bolero.net/decision/service%25e5%25ba%2595
bolero.net
lero.net/decision/service/sur%25c2%25a3%25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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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URF의 청약과정사,

〈그림 4> SURF의 숭낙과정43,

약서는 SURF 약정서가 된다.42)이 때 수입상 

은 수출상으로부터 숭낙통지를 받는다.

3.2. 은행과 지급확약에 관한 약정체결과 그

취득

3.2.1. 지급확약의 약정체결

상거래계약올 체결하는데 있어서 수출상은 

수입상에게 그의 거래은행의 지급확약서를 제 

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지 

급확약서의 제시 여부는 SURF 약정서에 규정 

될 것이다.41 42 43 44) 예컨대 결제조건이 화환신용장방 

식인 경우에는 거래온행과 지급확약에 관한 

약정을 채결하여야 한다. 이는 기존의 신용장 

방식에 있어서 신용장의 개설 신청과 유사하 

다고 볼 수 있다. 은행측에서는 일종의 與信에 

해당될 것이므로 이를 위한 신용조사를 통하 

여 약정 체결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街)41 bolow.net, "SURF”，s. 8, 2001.

42 물품명세, 수량, 가격 등의 명세는 상거래계약서를 

참고한다..

43 bolero.net, “SURF", s. 9, 2001.
44 htq>:〃www.bdeno.n여/dedsion/service/sur〃 

surfhowwork.idip3. 2002. 1. 7.

bolow.net
boler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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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지급확약서 취득과정47）

3.2.2. 지급확약서 취득

은행의 지급확약서를 제공하기로 하는 

SURF 약정서가 체결되면, SURF 시스템은 수 

입상이 지정한 그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지급확 

약서를 취득하는 과정을 자동적으로 시작한다. 

즉, SURF는 수입상의 거래은행에 支給確約要 

請書를 발송한다. 그 요청서에는 SURF 약정 

서 사본을 첨부한다.

SURF는 지급확약서를 제공받으면, 그 內 

容을 확인하여 SURF 약정서와 일치하면, 그 

확약서는 수출상에게 통지한다.

3.2.3. 지급확약서의 주요 약정내용

① 화환신용장제도과 유사한 은행의 의무 

로서, SURF 약정서상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 

류제시를 조건으로 하는 은행의 조건부 지급 

약속, ② 수출상이 일치하는 서류제시에도 수 

입상이 대금결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하 

겠다는 약속, ③ 수출상의 船積前 金融을 제공 

하는 근거 또는 담보로 제공가능, ④ 수출상의 

이행보증서와 같은 기능으로 수출상이 SURF 

약정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보 

상으로 명시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 

⑤ 수출상이 약정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 

는 경우에 선급금으로 수령한 자금을 반환하 

겠다는 약속, ⑥ 신용장제도에 있어서 신용장 

의 확인과 같은 제3은행의 확인, ⑦ 수입상 또 

는 그의 거래은행이 대금결제하였다는 확인 

및 수출상의 거래은행이 그 대금을 수령하였 

다는 확인 통지 둥이다/⑹

위와 같은 내용은 지급확약서에 반드시 모 

두 약정하는 것은 아니다. 즉 결제방법에 따라 

또는 은행과 약정에 따라 선택적으로,규정될 

것이다.

46 bolero.net(，Peter Scot), “E-Commerce and 

Correspondent Banking Cafe' Royal", s. 16,

2001. 2. 20； bolero.net(Stanley Ho), "CREDIT 

SUISSE FIRST BOSTON", s. 35-36, 2001.

47 , "SURF”，s. 10, 2001.bolero.net

45 우리 나라에서는 은행이 신용장개설신청의 요청을 

받으면 信用調査와 함꼐 그 기업체의 信用評價를 

하게 된다. 그 評價結果에 따라 개설금액의 限度 

가 결정되며, 物的擔保 또는 人的擔保 아니면 無 

保證으로 할 것인가가"결정된다.•따라서 은행의 
지급확약도 이와 유사한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boler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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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무역서류의 준비절차50)

3.3. 무역서류의 준비 및 제시

3.3.1. SURF에서 지원되는 서류

현재 SURF에서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서 

류논 상업송장, 선화증권, 포장명세서, 운송업 

자의 화물수령증명서, 원산지증명서, 항공화물 

운송장, 중량증명서, 운송중개인 항공화물운송 

장(House Air waybill), 분석증명서, 해상화물 

운송장, 품질증명서, 운송중개인 선화증권 

(House B/L) 등이다.

이 외의 추가적인 서류는 향후에 추가될 

수 있다.48)

3.3.2. 서류준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상은 상거래계약서 

에 따라 물품올 선적하고 SURF에 제시할 관 

련 무역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관 

련 證明書, 許可書, 保險證券 및 運送書類 둥 

을 포함한다. 이 단계에서는 물품의 權利書類 

인 볼레로 船貨證券올 발급(등록)하게 된다. 

그 대신에 항공운송을 위한 해상항공화물운송 

장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올 발행할 수 있으나, 

물품에 대한 권리가 표창되지 않는다.49)

제시서류 중 일부, 예컨대 상업송장, 포장 

명세서 둥은 수출상 자신이 준비하지만, 원산 

지증명서, 검사증명서 등과 같은 서류는 외부 

관계기관에 발급을 요청한다.

3.3.3. 무역서류의 제시

수출상은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선적한 물 

품이 상거래계약서와 일치하다는 것올 입증하 

는 한 세트의 무역서류를 SURF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서류는 일반적으로 선적후에 

즉시 제시되어야 한다. SURF 약정서에 제시 

조건이 규정되며 boleroXML 形式으로 작성되 

어야 한다.51)

SURF 約定書에서 선화증권의 제시를 요구 

하는 경우, SURF는 타이틀 레지스트리를 통

49 , Standard Trade Settlement Protocols 

(2000), Art. 2.2.

bolero.net

50 bolax).net, "SURF”，s. 11, 2001.

51「http:〃www.bokmneMdownloads/surf.pdf, p. 3,

2002. 1. 13.

48 boler.net(Stanley Ho), "CREDIT SUISSE FIRST 

BOSTON", s. 37, 2001.

boler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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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무역서류의 제시절차52)

해 수출상으로부터 수입상에게 권리의 이전관 

계를 관리한다. 즉, 수출상은 SURF를 소유권 

자로 작성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물품 

의 통제권이 이전된다.

3.4. 대금결제와 서류의 인도

3.4.1. 서류의 一致與否의 점검 • 통지

수출상이 서류를 제시하면, 현재 은행이 신 

용장의 條件과 관계서류의 일치여부를 심사하 

듯이, SURF는 그 약정서의 조건과 무역서류 

의 내용을 확인한다. 제시서류가 일치하다면 

수출상과 수입상의 거래은행에 통지하고, 지정 

된 당사자에게 서류를 인도한다.

그러나 서류상에 부일치가 발견된 경우에 

는 정형화된 不一致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서 

류를 거절하고 수출상에게 반송하거나 또는 

그 서류의 수리를 위해 수입상과 그의 거래은 

행에 발송될 것이다. 이것은 수출상이 서류를 

제시할 때 어느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53)

3.4.2. 서류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SURF는 서류의 점검결과 보고서를 다음 

정보를 기초로 제공한다. ① 물품명세, 수량, 

단가 및 定型去來條件(Incoterms)을%) 포함한 

물품정보, ② 權利登錄(title registry) 정보를 

포함한 요구서류, ③ 수령, 선적, 양륙 및 인도 

둥에 관한 이행과정 (routing) 정보, ④ 대금지 

급 및 만기일, ⑤ 정형화된 (boleroXML) 不一 

致 報告書의 경우는 불일치의 명세 및 그 程 

度 둥이다.

3.4.3. 대금결제

SURF는 제시서류가 일치하거나 또는 모든 

불일치가 수리되면 대금지급에 대한 적법한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 무역서류를 그 약정서 

의 조건에 따라 수입상 또는 그의 은행에게 

인도한다.

-Linking the Supply Chain", Second Annual 

Conference, s. 29, 2001. 5. 15.

54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무역거래조건의 解 

釋에 관한 國際標準規則으로, 공식 名稱은 定型去 

來條件의 解釋에 관한 國際規則이다.

52 bolero.net, “SURF”，s. 12, 2001.

53 bolero.net, "BtoB Trade Security and Finance

bolero.net
boler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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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서류인도 및 대금결제의 과정55)

〈그림 9> 물품의 도착통지 절차56)

SURF에 의해 서류가 양도(引渡)되기 전에, 

은행의 借記 또는 貸記 形式의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서가 요구된다. 수입상의 거래은행은 기존 

은행 시 스템 올 통하여 수출상에 게 자금이 체 한다.

3.4.4. 물품의 도착통지

수입물품이 목적지에 도착되면, 전통적인 

방법과 마찬가지로 수입국가의 운송대리점은 

수입상에게 볼레로시스템(코어 메시징 플렛폼) 

올 통하여 통지한다.

3.4.5. 볼레로 선화증권의 양도 및 물품인도

수입상은 물품을 인도수령하기 위하여 타 

이툘 레지스트리를 통하여 수입국가에 있는 

운송인의 대리점에 볼레로 선화증권올 양도하 

여야 한다. 그 대리점은 볼레로 선화증권과 교 

환으로 수입상이 물품올 수령할 수 있도록 그 

에게 인도지시서를 발급한다.

이 단계에 도달되면 서류를 인도함으로써, 

SURF의 결제과정는 종료된다.

56 bolero.net^ "SURF”，s. 14, 2001.55 bolero.net, “SURF", s. 13, 2001.

boler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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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선화증권의 양도 및 물품인도 과정沥

4. SURF의 주요 결제방법별 프로세 

스와 그 가치

4.1. 결제방법별 프로세스

4.1.1. 貨換信用狀方式(Documentary Credit) 

화환신용장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

류제시와 상환으로 수출상에게 대금을 지급하겠 

다는 은행의 지급확약서이다. 은행은 대금지급 

에 대한 책임올 부담하고 물품에 대한 권리를 

통제할 수 있는 서류상의 통제권을 행사한다.

이 방법은 기존의 신용장제도와 같이 가장 

안전한 결제방법으로, 수출상에게 조건부 지급 

확약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선적물품이 신 

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수 

입상의 권리를 보호한다.58)

모든 화환신용장은 신용장통일규칙 (UCP) 

올 적용한다. 이 방법의 주요 단계는 상거래약 

정서 체결, 요구서류의 확인, 화환신용장의 개 

설, 화환신용장의 통지, 화환신용장의 조건변 

경, 서류의 부일치 통지, 대금지급의 수권 등 

이다.59)

4.1.2.貨換推尋(Documentary Collections)

수출상은 물품올 선적하고 자신의 거래은 

행에 제시할 관련서류를 준비한다. 은행은 단 

지 서류를 취급하고 代金推尋올 위한 선의의 

중간관리자로 행동한다. 은행은 대금지급을 보 

장할 책임이 없다. 따라서 수출상은 전적으로 

代金支給義務를 이행하는 수입상을 신뢰하여 

야 한다. 다만 물품에 대한 권리서류가 대금지 

급 또는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서와 교환 

으로 인도되기 때문에 수입상에게 대금결제를 

강요한다.

한 마캣클레임이 없어지기 때문에 去來의 투명성 

이 더욱 향상되리라고 본다.

59 , Standard Trade Settlement Protocols 

(2000), p. 15.

bolero.net

57 bolero.net, “SURF”, s, 15, 2001.

58 현장에서 실무하다 보면 서류의 일치성 審査基準 

에 관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예컨대 判斷이 

애매한 아주 사소한 불일치를 이유로 代金의 지 

연결제, 대금할인 및 상황에 따른 書類의 受理與 

否 決定 둥 마켓클레임 (marto claim)이 자주 발 

생한다. 그러나 SURF 시스템이 시행된다면 이러

bolero.net
boler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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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貨換信用狀方式에 의한 결제프로세스60)

이 방법은 권리서류의 통제를 통하여 양 당 

사자에게 안전장치를 제공한다. 그러나 수입상 

이 대금결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을 처 

리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올 수 있다. 그렇지 

만 수출상이 물품의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 어카운트(open account)에 의한 

방법 보다는 危險이 감소된다.61)

모든 추심은 推尋에 관한 統一規則 제522호 

(URC Pub. 522)에 따른다.62)

4.1.3. 오픈 어카운트(Open Account)

이 방법은 수출상이 물품선적을 이행하고 

권리서류를 포함한 무역서류를 발송하고 수입 

상으로부터 직접 .대금지급을 기다린다. 이 거 

래의 안전성은 이미 기술한 다른 방법보다 가 

장 낮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해 

관계가 있는 제3자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상과 수입상 모두 적기의 물품선적과 대 

금지급에 대한 보장이 없다. 사실상 수출상은 

수입국가와 수입상의 대금회수의 위험을 부담 

한다.

대금지급은 물품선적 후 합의된 기간내에 

이행될 것이다. 이 방법은 양 당사자간에 체결 

된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용 

된다.
60 bolero.net (Stanley Ho), "CREDIT SUISSE 

FIRST BOSTON", s. 40, 2001.

61 그러나 기한부 推尋方式인 경우에는 서류를 인수 

하고 滿期日에 결제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代金 

回收에 어려움올 겪을 수. 있다.

62 bolaio.net, Standard Trade Settlonant Protocols 

(2000), p. 10.

bolero.net
bolai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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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貨換推尋方式에 의한 결제프로세스63)

63 bolero.net (Stanley Ho), "CREDIT SUISSE 64 bolero.net (Stanley Ho), "CREDIT SUISSE

FIRST BOSTON”, s. 39, 2001. FIRST BOSTON", s. 38, 2001.

5. 서류제시

수출상 거래은행

〈그림 13> 오픈어카운트방식에 의한 결제프로세스64)

bolero.net
boler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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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볼레로시스템상 SURF의 아키텍처66)

4.2. SURF의 주요 관게당사자에 대한 가치笛)

4.2.1. 수출상

은행의 지급보증을 포함한 대금회수 위험 

의 완화수단 제공, 신속한 서류점검을 포함한 

서류운용의 프로세스로 더 신속한 代金回收, 

결제방법 또는 이용된 매개수단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의 완전한 감시 • 추적 가능, 표준화 

된 서류의 이용으로 인한 再作業 축소, 서류 

내용(解釋)상 분쟁으로 야기되는 지연 해소, 

개별 무역거래의 완전한 투명성, 직 • 간접 비 

용의 감축 등이 있다.

4.2.2. 수입상

완벽한 서류의 一致與否 點檢을 포함한 인

65 http:〃www.boler°.net/decisioh/servic0&ui〃surfw 

hatdo.frfip3, 2002. 1. 15； boldo.net, **BtoB  Trade 

Security and Finance-Linking the SupW 

arain", Second Annual Calf.,. 31-33, 2001. 5. 

15.

도위험의 완화수단 제공, 결제방법 또는 이용 

된 매개수단에 관계없이 모든 무역거래의 통 

합, 더욱 신속한 주문과 引渡 정보의 제공을 

통한 효율적이고 저비용 재고관리, 무역서류의 

신속한 취득으로 물품의 인도지연 해소, 개별 

무역거래의 완전한 투명성, 서류의 질 향상, 

직 • 간접 비용의 감축 등이 있다.

4.2.3. 은행

서류의 일치 여부의 점검을 아웃소싱하는 

동안 고위험 緩和 및 금융 핵심업무에 집중가 

능, 자동화를 통한 운영비용의 감축, 서류의 

수작업의 처리과정와 관련된 운영위험 감소, 

완전한 서류점검시스템의 개발 및 계속적인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자본 및 유지비용의 감 

축, 더욱 일관성 및 신뢰성 있는 업무를 통한 

고객서비스 향상, 비은행권의 전자상거래의 주 

도위협으로부터 적극적 대처, 은행의 백오피스

66 bolero.net, "SURF”，s. 17, 2001. 

http:%25e3%2580%2583www.boler%25c2%25b0.net/decisioh/servic0&ui%25e3%2580%2583surfw
boldo.net
boler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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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back-office system） 으로 무역서류의 

통합 필요성 제거, “선지급” 또는 “오픈어카운 

트”（open account） 조건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 

의 제공으로 이용가능한 市場規模의 확대 둥 

이다. 결합된 이들 수혜는 은행의 수익성을 향 

상시 킨다.

5.結語

1970년대 EDKElectronic Data Exchange： 

電子文書交換）에서 출발한 전자무역은 그 동안 

情報通信技術의 급속한 발전으로 法的• 技術 

的 여러 제약을 극복하고 電子的인 형식의 서 

류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볼레 

로시스템이란 획기적인 전자시스템을 도입함 

에 전자무역의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전자무역에서의 핵심과제는 전통적인 선화 

중권의 機能具現과 대금지급의 여부를 결정하 

는 서류의 일치성 여부를 심사하는 결제시스 

템일 것이다. 볼레로시스템에서는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고 있다. 우선, 볼레로 선화증권은 

전통적인 선화중권의 본질적인 기능을 구현한 

다. 즉, 물품수령증, 물품의 운송계약의 중빙 

및 소유권의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유통증 

권 둥이다. 이와 같은 과정은 볼레로 규약집에 

따라 볼레로 선화중권에 관한 이용자의 권리 

를 순차적으로 변경시킴으로써 이루어 진다. 

이것은 전통적인 선화중권이 그 거래과정에 

따라서 소유권자를 변경하여 그 권리를 이전 

시키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이 전통적인 선화중권의 기능 

을 완전하게 구현함에 따라 종래의 전통적인 

은행의 지급확약, 서류심사, 선적서류의 도착 

통지 둥과 같은 결제과정에 관련된 각종 기능 

에 대해서도 SURF 시스템을 도입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무역에 있어서 모든 관계 

당사자간 무역서류의 운용과정올 관리하고 

SURF 약정서에 명시된 거래약정에 근거하여 

서류의 一致與否를 점검한다. 따라서 법적효력 

을 상실하지 않고 전통적인 결제과정을 구현 

할 수 있으며, 또한 비용절감과 효율성 향상 

및 거래의 투명성 둥을 제고할 수 있다. 무역 

서류의 결제과정을 완전하게 자동화한 

bolHO.net의 새로운 부가가치 서비스이다.

SURF의 특징으로는 관계당사자 상호간의 

약정서를 저장하기 위한 中央 데이터베스 제 

공, 완전하게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서류의 일 

치여부의 점검, 서류상 不一致 취급의 간편성, 

신속하고 예측가능한 자동화된 대금결제, 대금 

결제의 이행여부에 대한 대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공, bolero.net의 타이틀 레지스트리（權利 

登錄機關）와 상호작용（인터페이스）, 신뢰 및 안 

전한 시스템 새로운 금융서비스 기회 제공, 

SURF 회원들간 결제를 이행하는데 따른 B2B 

지원, 거래의 투명성 둥이 있다.

반면, 그 운용에 따른 메시지의 보안 및 인 

증, 컴퓨터의 해킹, 컴퓨터상에서 발생되는 시 

스템의 불안정, 서비스 제공자와 관계당사자 

간의 책임한계, 준거법의 적용문제, 볼레로 선 

화증권의 有價證券性의 효력 등의 많은 문제 

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지속적 

인 기술개발과 國際商慣習을 고려한 새로운 

법 제정 둥 지속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또 

한 본 제도가 신속하게 범세계적으로 확산 • 

시행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 

는 기술적•법적인 基盤環境의 개발과 개선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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