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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록

KEC XML 표준전자세금계산서 v3O은 XML 전자문서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로서, 2008년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법인사업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국 

세청에 제출토록 의무화함에 따라 2冬)9년 개발되었다. KEC XML 표준전자세금계산서는 

2010년 시범 적용을 거쳐, 2011년부터 전면적인 발행과 국세청 제출이 시행되고 있다. KEC 

XML 전자세금계산서(v30)는 표주 개발주체, 기술, 그리고 운영 측면에서 기존 전자세금계 

산서와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KEC XML 전자세금계산서 은 국제 표

준 및 방법론에 근거해 개발된 전자문서로는 국가적인 범위에서 실제 적용 및 유통되는 첫 

번째 사례로 꼽을 수 있으며, 향후 여타 XML 전자문서의 개발과 유통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개발과 유통 과 

정을 체계적으로 정리, 소개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XML 표준 전자문서의 개발에 대한 지침 

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KEC XML Electronic Tax Invoice v3.0 which is 겄 typical example of XML docum편nt 

was developed in 2009 according to the amendment of the Value Added Tax Law in 2(X)8 

that obliged all the corporation business to iss나e tax invoices electronically and submit them 

to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issue and submission of those tax invoices has been 

implemented since Jan. 2011 through a pilot test in 2010. It has some differences in aspect 

of standard, developing subject, technologies, 겮nd operation with the previous version of 

it. Above all, it is the first case of the XML document being develop!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 and methodologies and distributed nationally. This study aims to guide the future 

development of same kinds of standard XML document by arranging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processes of XML Tax Invoice comprehens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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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기업 간 전자거래에 있어 ebXML 프 

레임워크가 표준으로 채택된 이래로, XML 

표준을 적용하는 전자거래 시스템의 도입 수 

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존의 

EDI 문서를 기반으로 전자거래가 이루어지 

던 분야도 XML 전자문서로 전환되고 있으 

며, 신규 개발도 증가하고 있다[5]. 현재 국내 

XML 전자문서의 사용은 2005년 제정된 XML 

전자문서 개발 지침 v3.0[7], 그리고 2008년 

개정된 v3.5[l]를 따르고 있다. 국내의 XML 

전자문서 개발 지침은 향후 국제 표준의 추 

진과 도입, 그리고 글로벌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흐B UN/CEFACT 의 CCTS v201[8] 과 XML 

NDR v2.0[9]을 준용하고 있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는 XML 전자문서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로서 기존 전자세금계산 

서(v2.0)는 XML 전자문서 개발 지침 v2.0[6] 

에 기반을 두고 개발된 것이다. 이는 국세청 

의 관여 없이 한국전자거래진흥원(현, 정보통 

신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관련 업계가 자발 

적으로 참여해서 개발한 것으로 관심 있는 

업체들 사이에서만 임의로 사용되어 왔다. 하 

지만 2008년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모든 

법인사업자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를 교부하고, 이를 국세청에 제줄토록 의무화 

함으로써 2009년 KEC XML 표준전자세금계산 

서 v3.0⑵이 개발되었다. 이에 따라 KEC XML 

표준전자세금계산서는 2010년 시범 적용을 

거礼 2011년부터 전면적인 발행과 국세청 제 

출이 시행되고 있다.

KEC XML 전자세금계산서 (v3.0)는 몇 가 

지 측면에서 기존 전자세금계산서와는 차이 

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표준 측면에서 XML 

전자문서 개발지침 v3.5에 기반을 둠에 따라 

국내 및 국제 표준에 근거해 정의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개발주체 측면에서는 국내 

전자문서 표준의 제정과 관리를 맡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국세청과 관 

련 업계를 망라한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의해 개발되었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기술 측 

면에서는 XML 전자문서뿐만 아니라 전자계 

산서의 전송방법과 전자서명 및 암호화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기존 전자세금 

계산서와는 달리 정해진 기간 안에 반드시 

국세청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하 

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2], 마지막으로 운용 측면에서 XML 문서 표 

준과 전송 표준 외에도 연계 사업자와 국세 

청 사이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테 

스트 베드와 인증 체계의 도입이다.

이와 같은 차이점 외에도 KEC XML 전자 

세금계산서는 국제 표준 및 방법론에 근거해 

개발된 전자문서로는 국가적인 범위에서 실 

제 적용 및 유통되는 첫 번째 사례로 꼽을 수 

있는데, 이는 향후 FTA 원산지 증명과 같은 

여타 XML 전자문서의 개발과 유통의 기준 

또는 참조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 

미를 가지고 있다. 표준전자세금계산서의 개 

발은 *KEC XML 표준전자세금계산서 v3.0 

개발 지침 vl.0'[2]을 통해 그 방법과 원칙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XML 표준전자세금계산서의 개발과 적용 과 

정이 포괄적으로 정리된 바는 없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 소개함 

으로써 향후 유사한 XML 전자문서의 개발 

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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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ML 표준 전자세금계산서 개발

2.1 개발 프로세스

XML 표준 전자세금계산서의 개발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자문서 표준 주관기관인 정 

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축이 되고 국세청과 

ASP 연계사업자, 그리고 법인 사업자 등 업 

계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전자세금계산서 

업종 표준화 그룹(SG)을 구성함으로써 추진 

되었다. 이 표준화 그룹(SG)을 통해 KEC 표 

준전자세금계산서 v3.0 전자문서 개발 방법에 

대한 업종, 부문 전문가의 검토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표준화 그룹의 작업 범위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신고 프로세스정 

의와 전자세금계산서의 항목 표준 정으］, 그리 

고 개발 방법의 도출이다. 특히 업종 표준화 

그룹의 운영은 UN/CEFACT의 개방형 개발 

프로세스(Open Development Process)를 준 

용했으며, 작업 결과는 KEC 산하의 컨텐츠 

워 킹그룹을 통해 기술적 인 사항, 즉, XML 전 

자문서 개발 지침 v3.5에 따른 표준 적합성 

검토를 거礼 기술평가그룹(TAG)의 최종 심 

의를 통해 표준으로 확정되었다•

개발 및 등록을 위한 절차〈표 1> 전자문서 표준

단계 비고

업종 표준화 그룹(SG) 

구성

• 비즈니스 프로세스 명세. 전자문서 표준, 

전자문서 유통 표준의 초안 개발

• 산출물에 대해 컨텐츠 WG의 기술 검토와 

수정 보완을 거쳐 표준 등록 주진

• 표준 주관기관(정보통신산업진 

흥원), 전자문서 사용자(산업 

계), 서비스 제공자, 전자 문 

서 개발 업계, 학계 등 관련 

이해 당사자의 참여 필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명세 개발

• 전자문서 적용 대상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범위 정의

• 개발된 비즈니스 프로세스 명세는 KEC 

컨텐츠 WG의 검토와 수정 보완

•KEC 비즈니스 프로세스 

명세 지침 vl.O 적용

전자문서 표준 

개발

, 문서 항목 도출하여 전자문서 항목표 정의

• 적용할 핵심 컴포넌트(CC) 및 비즈니스 

정보 개체 (BIE) 정의

. 전자문서 항목표, CC 및 BIE 목록 제출하 

여, 컨텐츠 WG 기술 검토와 수정 보완

•KEC XML 전자문서 개발 

지침 v3.5 적용

•KEC XML 핵심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적용

전자문서 표준
■주독

• 전자문서 항목표, CC 및 BIE 목록에 대한 

KEC TAG의 기술 심의 후 표준 적용 

범위에 따라 표준 등록

전자문서 개발 및 

유통 표준 개발

• 당사자 사이의 전자문서 유통을 위하여 

표준전자문서 메시지의 개발 방법, 

메시지의 전송과 수신, 보안 및 암호화 등 

유통을 위한 표준 개발

• 컨텐츠 WG 기술 검토와 수정 보완

•KEC 표준전자세금계산서

(v3.0) 개발 지침 vl.O 참조

- 기타 전송, 보안, 암호화 표준 

등 참조

전자문서 개발 및 

유통 표준 등록

•KEC TAG 기술 심의를 거쳐 푠준 
적용범위에 따라 표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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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는 KEC 규정에 따 

라 이 같은 개발 절차를 따랐지만, 산업 표준 

혹은 국가 표준 등록 목적으로 하는 전자문서의 

개발과 유통은 특히, 관련 당사자 참여에 의 

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도출된 표준 자체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만큼 유사한 

전자문서의 개발에도 이 같은 절차의 적용이 

요구되는데,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전자거래기본법 규정에 

따라 한국전자문서위원회(KEC)는 현재 정보 

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민간위원회로 위 

상이 전환되었지만, 전자문서 개발 및 표준 

등록에 대한 업무는 지속되고 있디、

2.2 전자세금계산서 프로세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 프로세스를 

'비즈니스 프로세스 명세 지침 vi.(y에 따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4]. 비즈니스 프로세스 

명세 지침의 '범위'에서는 비즈니스 도메인 관 

점 (Business Domain View, BDV) 의 주요 산 

출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세금계산서 프 

로세스에 대한 비즈니스 도메인 모델과 비즈 

니스 운영 맵(BOM)은 각각〈표 2>와(그림 

1>처럼 정의될 수 있다

，비즈니스 요구사항'은 크게 비즈니스 요구 

사항 관점, 비즈니스 규칙, 용어 정의로 구성

대한 비즈니스 도메인 모델(BDV)〈표 2〉전자세금계산서 사례에

< <bDomain> > 

세금계산서 발행

해당 산업명 (Industry) 전 산업

정당성 (Justification) 이 명세는 전 산업에 걸쳐 적용되는 것으료 특정 도메인에 국한되지 ? 다.

참고 (I也ference) UN/CEFACT Unified Modeling Methodology

관련 이해당사자(Stakeholders) 공급자, 공급받는 자, 국세청

〈그림 1> 전자세금계산서 사례에 대한 비즈니스 운영 맵(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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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전자세금계산서 사례에서는〈그림 

1＞과 같이 모두 3가지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가 식별되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국세 

청 전송; 그리고，처리결과 확인，이 그것이다.

2.3 XML 전자세금계산서

KEC 표준전자세금계산서의 항목과 메시 

지 구조는 국제 및 국내 표준 지침에 따라 개 

발하였다 특히, 메시지 항목과 구조는 KEC XML 

전자문서 개발지 침 v3.5⑴와 UN/CEFACT 

CCL08A 및 KEC CCL08［4］을, 그리 고 전자서 

명은 W3C의 XML DSig 규격을 기 반으로 정 

의하였다. 도출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비 

즈니스 문서 모델은 ＜그림 2＞의 클래스 다 

이어그램처 럼 세금계산서를 나타내는 Tax- 

Invoice 클래스와 세금계산서의 관리정보를 

표현하는 ExchangeDocument, 세금계산서 기 

본정보를 표현하는 TaxInvoiceDocument, 거 

래처 및 결제 정보를 표현하는 Taxinvoice 

TradeSettlement, 상품정보를 표현하는 Tax 

InvoiceLineltem 하위 클래스로 구성된다.

〈그림 2＞의 비즈니스 문서 모델을 토대로, 

XML 전자문서 개발 지침 v3.5'에 따라 핵심 

컴포넌트와 비즈니스 정보 개체(BIE)를 도출 

하는데, 이는〈그림 2＞의 클래스에 해당하는 

적절한 핵심컴포넌트를 라이브러리［3］로부터 

발견해서 비즈니스정보개체를 정의함으로써

Re&ggeDgag涕 t ]
时河,[母油&旋g 象fit縮 [

Okx訪Amount | Unit,丽如疗 t

〈그림 2〉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비즈니스 문서 모델



268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저)16권 제3호

〈그림 3> 전자세금계산서의 스키마 구조

<?xml 帰 W 期面g스‘UTF8?>

<!- 

<!

<i 

uh 느 Taxlnvoke Schers Modde; 3.0 ====== •-> 

-= 亚준전자세금겨산서======

l^duie: Taxlnvoice

他盼: Korea Institute f이 Bectronic Commerce

Version : 3,6

La^ Change: 2009.02.19

而盛谖1注亍芸—〕丄：.，-

Copyrght (Q Korea Institute for Bectronic Commerce (2009). All Rights Resewed.

:二W；二三二三工"["".I .. ■■. ：：. : . ■: _"「「「["" Li；"三m三壬三WMW춰:펴WlfflW춇텨흻흟蚤潔茶즲彖WIW

<xsd ^diema xn^ns 3(sd=Bhttp 7/ww.w3.org/2001/XMLSchemaB xmlns='um :kr :or tec:standard :Tax: ReusableAggregateBusinessInformationEntitySchemaModule :1:0u 

targetName^ace="um Jcr :or:kec standard :Tax:Reusable^regateBusinessInformationEntitySchemdModule 1:0" elementFormDefau血"qualified" 

attribute榆mDefauk 外 n河 tied"〉

<!-r :;赣쯐퍼낪尽三云专注=규云芸뇨京茶*；辻潔参滂藏壬느寥W퓷귮호 === = ：：

<!- ===== 血段就허mmwqm

- lin^rt of raisable UN/CEFACTAggregate Busies Information Entity -->
<!- 三我菱추==壬壬士土느三그三壬========

<xsd:include $chemalocation="http :/闸解.kecskr/stan血M/Tax/ReusableAggregateBusines 血ormationEnhtySchemaModule」.0)5d7>

— 흐：츠啓五三：云====：：===三：：====：====三：=专三：=：========= ：=== —>

:h Root element --><!-

<!-

<xsd :아으诳ent name="TaxInvoice" type-"TaxlnvoiceType7>

<xsd :complexType name^ajdnvoiceType^

<xsd sequence>

</xsd :schema>

<xsd :element name="Exchanged Document- type=!'ExchangedDocumentType7>

<xsd :element na^laxInvoiceDocufnent" type='TaxInvoiceDocumentType7>

서sd :elerront name=1'a)teiceTradeSettlement" type="T3xInvoiceTradeSettlementType'7>

<x$d :element name^laxInvoiceTradeLineltem" type='Tax!nvoic雨adeLineHemType" maxOccurs=r997>

<Asd :sequence>

.寸湖:cor稲館咖>

〈그림 4> 표준전자세금계산서의 루트 스키마(TaxInvoiceSchemaMod니.0).xsd

7/ww.w3.org/2001/XMLSchem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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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개발된 전 

자세금계산서의 스키마 구조는 ＜그림 3＞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는데, 루트 스키마를 나타내 

는 집합 비즈니스 정보 개체（ABIE） Taxinvoice. 

Details'와 그 속성으로 'Exchanged」Etooiment. 

Details', *TaxInvoce_ Document. Details', 

'Taxlnvoice_ TradeSettlement. Details', 

Taxlnvoice_ TradeLineltem. Details', 그리 

고 'Signature. Details' 비즈니스 정보 개체 

로 구성된다. 한편 루트 스키마에 해당되는 

•Taxinvoice. Details'를 나타내는 XML 스키 

마 문서는〈그림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4 메시징과 보안

2.4.1 메시징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기 위해 

서 가장 중심이 되는 프로세스는 세금계산서

전송과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수신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 사업자들은 메시지 통신 프 

로토콜로 SOAP vl.l 또는 SOAP vl.2를 채 

택하여 국세청과 연계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메시지 교환은 1） 사업자가 국세청에 전자세 

금계산서를 전송하는 단계, 2） 사업자가 국세 

청으로부터 처리 결과를 수신하는 단계로 처 

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사업자가 처리 

결과를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수신할 수 없는 

경우나 처리결과 수신에 실패한 경우에는 선 

택적 방안으로 3） 사업자가 국세청에 처리결 

과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처리결과문서를 

수신하는 단계를 추가할 수 있다. 각 단계는 

SOAP Request-Response 메시지교환양식 

（MEP : Message Exchange Pattern） 에 따라 

동기식 요청과 응답메시지로 구성도〕며, 각 단 

계들 간에는 비동기식으로 처리가 이루어진 

다. 전송 프로세스에 대한 전체 흐름은〈그 

일반 기업 또는 ASP 사업자 국세청

전자세금계신서 전 송 단계

（전자세금계산서）

（동기 식 SOAP Request Message）

처리결用 수신 댠쳬

（수신확인 또는 （오류） 
邃기 직”女W耘而竝抵歸g&

i ............... Fb '…… （처리결고D 1
（메시지구조 !5'

및 서명 검증: ' : '

丨 식 SOAP Request Message） |
_____  ■（순신확인）. 또느 •（오듁） 一 —  ______ J 

（동기 식 SOAP™Response Message）_____ !

처리곁과 요容 깇 재전송 단계

（처리결과 요청）

（동기 식 SOAP Req니它여: Message） 

一」천 리결곤卜） 또는 •（올류）_____

（동기 식 SOAP Re&pons순 Message）

n （메시지 구조,

: 송신자 확인
名二 및 서명 검증）

（송신자 홖인.

처리 결과
검색 후 채전송）

〈그림 5＞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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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5＞와 같다.

요청 및 응답 메시지는 'SOAP Messages 

with AttachmentsXhttp ://www.w3.org/TR 

/SOAP-attachrments）규약에 따라 기본적으 

로 Multipart-MIME 형식으로 구성되는데, 

〈그림 6＞에 그 구조가 나타나 있다. 첫 번째 

MIME 파트에는 SOAP Envelope 메시지가 

들어가고 두 번째 MIME 파트에는 전자세금 

계산서, 접수증 그리고 처리결과와 같은 업무 

문서가 들어간다. 두 번째 MIME의 Content- 

Type은 'application/octet-stream'으로 설정 

하고 첨부문서는 인코딩하지 않은 binary 형 

태로 첨부한다. 업무에 따라 첨부문서가 없는 

처리결과요청 메시지나 처리결과 수신확인메 

시지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MIME이 없 

이 메시지가 구성된다. SOAP Envelope 메시 

지는 전송을 위한 메타 데이터를 담고 있는 

SOAP Header와 업무 정보를 담고 있는 

SOAP Body로 구성된다.

2.4.2 보안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기 위해 

서는 발행자의 전자서명과 암호화, 그리고 전 

송사업자의 전자서명을 거치게 된다. 전자세 

금계산서에 대한 공급사업자 본인확인, 무결 

성 확보 및 부인 방지를 위해서 전자세금계 

산서에 대한 전자서명의 주체는 전자세금계 

산서를 발행하는 공급사업자（또는 위수탁세 

금계산서의 경우 '수탁사업자'）가 된다. 다음 

으로 전송사업자와 국세청 간의 온라인 전송 

시 안전한 데이터의 전달을 위해서 암호화를 

수행하는데, 이때 암호화는 실제 국세청과 연 

계되는 전송사업자가 수행한다. 전자세금계 

산서에 대한 전자서명과 암호화의 개략적인 

절차와 흐름은〈그림 7＞과 같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법적 효력 발생을 위해

〈그림 6＞ 요청 및 응답 메시지 기본 구성

://www.w3.org/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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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어L 꾼서 芸당

TransiorrnM
Canonicalization 수행

Transfom2j XpatR 예 

따라 대상 Node 추출 
_____ ______ 点_____ ______

5事0 생성 幸

Signed!nfo2| 천자서명 

방벌에 땨른学차선멸 수행

인증서 정보 추가

~ ~ --- 卬—* ~ -

' 완정되 S&福tw숀薑…

XML 묻서에살압
고或点인용

R값 추가

선택한 알고리증에 따라 , 

. 랜덤 대짇키로암호화 . „ ； 

알고러즁 정로 曲학한H허百*휘합 :: 

（타、cryptedCont 色 nHnf。）
二二二二二：=二二二 

랜덤 대창키롤 국셰청의

............ 공갠카로앙혼화 _ ： 

알고라즘장里, 암로화한 카를 취합 j
（K 은 yTransReCpi 은 nUnfo! <

母쩐 며!시지 퐁辱 등 i
기 타정.봏추가 ...

"” 송신올 여한-탐*是완®—

_ （EnvelopedData） ___

〈그림 7>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전자서명 및 암호화 프로세스

전자서명을 수행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에 대 

해 서명이 검증된다고 이를 유효한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즉, 전자서명 검증 후 전자세 

금계산서의 공급사업자와 전자 서명문 생성 

자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는 vID 검증 방법을 통해 수행 

하게 된다. 검증 절차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규격인 '식별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 기술규 

격 （Subscriber Identification Based on vir

tual ID） vl.ir< 따르며, 세금계산서에 대해 

전자서명 수행 후 수신자 측에서 이를 검증 

하기 위해 필요한 난수 정보（해당 규격 상의 

*R 정보"）는 세금계산서와 함께 암호화해서 

전달하도록 한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국세청 

전송사업자는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전송단 

계에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송사업자에 의 

해 다시 한 번 전송 메시지에 대한 전자서명 

이 이루어진다. 역으로, 국세청에서 수신확인 

을 위한 접수증이나 처리결과를 전송할 때는 

메시지 내용에 대한 기밀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암호화는 수행하지 않고 전자 

서명만 하게 된다.

3. 상호 운용성 검증과 인증

전자세금계산서의 운영 단계에서 공급사업 

자와 공급사업자를 대리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는 전송사업자는 각자 고유의 설비와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 전송하게 되는더］, XML 문서 표 

준과 전송 표준만으로는 이들 공급（전송）사 

업자와 국세청 사이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 

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내 전자세금계산서의 

원활한 전송을 위해서는 사업자별로 전자세 

금계산서 및 웹 서비스 메시지에 대한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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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과 전송시스템에 대한 상호운용성 검증 

이 요구되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가 

전자세금계산서 상호운용성 검증과 전송사업 

자 인증 체계이다.

3.1 전자세금계산서 인증

인증 업무 흐름을 간단히 요약하면《그림 8>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사업자가 정보통 

신산업진흥원에 인증신청을 하면, 정보통신 

산업진흥원은 전송방식과 전자세금계산서 항 

목, 전자서명 그리고 암호 방식 등에 대한 표 

준적합성을 시험하고, 시험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정보통신산업진진흥원은 전자거 래기본 

법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인증 주체（인증기관） 

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인증신청 주체（피인증기관）는 전자세금계 

산서의 발행자가 아니라 국세청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전송해야 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하 

는데, 국세청에 직접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 

할 법인사업자 또는 대용량 연계사업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인증 대상은 대용량 

연계 사업자 등 인증신청 주체가 전자세금계 

산서의 교부 및 전송을 위해 유지, 운용하는 

설비 및 시스템이며, 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 

서의 교부 등을 통해 인증이 이루어진다.

3.2 상호운용성 검증

전자세금계산서의 실제 운영환경과 유사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상호 운용성을 검증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 이를 통해 연 

계사업자는 자체 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고 

국세청은 운영시스템의 오류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상호운용성 검증 시스템은 정보 

통신산업진흥원과 국세청에 동일한 운영 환 

경으로 구축하였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인증 사이트는 연계 

시스템 인증을 위한 사전 시험 환경을 제공 

하고, 모듈별 적합성 시험을 통해 발생 가능 

한 오류를 점검토록 하고 있다. 또한 인증 프

〈그림 8>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인증업무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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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세스 자동화를 통해 인증 업무를 지원한다. 

국세청에 구축한 테스트 베드는 대용량 연계 

운영 환경과 동일한 환경을 통해 전송된 세 

금계산서의 오류 발생 시 오류 유형을 분석 

하고, 연계사업자의 시스템 환경 변환에 따른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결  론

XML 전자문서의 사용 증가에 따라 산업 

별로 다양한 XML 전자문서 가 개발되고, 이를 

표준화 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대51 KEC XML 

전자문서 개발 지침은 국내 및 국제 표준에 

근거해 XML 전자문서를 개발하고, 개발된 

전자문서를 표준으로 활용토록 지원하기 위 

해 작성되었다. 표준 전자문서의 산업 내 원 

활한 유통을 위해서는 산업 내 관련 이해당 

사자의 참여와 조정을 통해 전자문서가 개발 

될 필요가 있다.

XML 표준전자세금계산서는 국내 및 국제 

표준에 근거해서 개발되 었으며, 또한 관련 이 

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방형 개발 프로 

세스를 통해 조정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다. 

XML 전자세금계산서 프로세스가 도출되고, 

관련 데이터 항목이 정의되었으며, 표준 XML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XML 스키마가 개발되 

었다. 이렇게 개발된 XML 표준 전자문서가 

특정 산업 범주를 넘어 범산업적인 규모에서 

유통되는 것은 표준 전자문서의 개발에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XML 표준전자세금 

계산서의 유통은 실제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메시징 및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와 이 

를 실현할 수 있도록 상호운용성 검증 환경 

을 제공한 데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번에 개 발된 XML 표준전자세금계산서 는 

법령에 근거한 공급사업자와 국세청 사이의 

유통뿐만 아니라 향후, 공급사업자와 공급받 

는 사업자 사이의 민간 유통으로까지 확장될 

전망이 다. 또한 XML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의 

개발과 유통 경험은 이후, FTA 원산지 증명 

과 같은 국제 표준 전자문서의 개발과 유통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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