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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개인 간 거래 C2C에 기반으로 해외직구 불법 거래에 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한다. 관세법에서

는 해외직구 물품이 일정 금액 (미화 150불, 단 미국은 미화 200불)이하 또는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과세를 면제받아 구매한 해외직구 물품을 온라인 등에서 되파는 행위는 무신고 밀수입

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온라인 중고 사이트에는 이에 대한 되팔이가 증가하여 지속적인 관세법 위반이라는 사회적 

이슈로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직구 관련 불특정 거래 내용을 수집하고, 정보를 빅데이터 방식으

로 데이터를 정제하여, 자연어 처리 등을 통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설계하여 판매자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키워드 

분석, 거래방식 분석, 동일성 판별 등을 분석하였다. 해외직구 물품의 불법 거래 단속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주제어 : 빅데이터, 융합, 해외직구, 데이터 분석, 테이터마이닝, 크롤링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monitoring system for illegal overseas direct purchase based on 

C2C transaction between individuals. The Customs Act stipulates that direct purchases from overseas 

are exempted from taxation only if they are less than a certain amount (US$150, but US$200 in the 

US) or are recognized as self-used goods. The act of reselling overseas direct purchase items purchased 

with exemption from taxation online, etc., is a crime of smuggling without a report. Nevertheless, the 

number of re-sells on online second-hand websites is increasing, and it is becoming a controversial 

social issue of continuous violation of the Customs Act. Therefore, this study collects unspecified 

transaction details related to overseas direct purchase, refines the data in a big data method, and 

designs it as a monitoring system through natural language processing, etc. analyzed. It will be possible 

to use it to crack down on illegal transactions of overseas direct purchase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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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4차 산업 혁명의 변화에 따라 모바일 컴퓨팅의 발달, 

소셜 미디어의 정보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거대한 융합 

데이터의 세상 속에 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 등

으로 비대면 온라인 쇼핑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온라인 

쇼핑몰의 플랫폼 중심으로 경제가 급성장하고 해외직구

도 편하게 쇼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해외 물품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형성 되

었다. 또한 그 사회적 분위기를 악용한 리셀러(되팔이)들

이 등장하여 제세를 면제하여서 구입한 해외직구 물품을 

온라인 오픈 마켓 또는 온라인 중고 사이트에서 개인 간 

되파는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관세법에서는 해외

직구 물품이 미화 150불, 단 미국은 미화 200불 이하이

고,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때에만 관세 등 제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세를 면제받아 구입한 해

외직구 물품을 온라인 등에서 되파는 행위는 관세법 제

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부정수입죄, 제270조 부정 감

면죄로 무신고 밀수입 죄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위반

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해외직구 물품이 자주 거래되는 중고 사이트를 중심으

로 전문적인 온라인 되팔이가 등장하여 2018년 이후 서

울본부세관에서 '해외직구 물품 되팔기' 근절을 위해 재

판매 거래가 활발한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지속적인 모

니터링을 시행해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1]. 그런데

도 면세혜택을 받고 들여온 제품을 국내에서 온라인 중

고 사이트와 모바일 오픈 마켓을 통해 되파는 리셀러 들

이 ‘21년 9월에도 적발되었으며 이중 상습․전문 판매자 

6명은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등 사회적으로 매우 물

의를 일으키고 있다[2][3]. 

본 연구는 우선 온라인 시장 플랫폼의 변화에 따라 해

외직구 물품이 자주 거래되는 온라인 중고 사이트를 중

심으로 개인 간 거래되는 C2C (Commerce to 

Commerce) 해외직구 물품 정보 등을 크롤링을 수행하

여 데이터를 수집한다. 

임시 저장소에 수집된 데이터를 모아 유의미한 데이터

와 무의미한 데이터를 정제 후 키워드 분석, 판매패턴 분

석, 동일성 분석 등을 할 수 있는 해외직구 물품 불법 거

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하고 관계성을 해석하였다. 

따라서 해외직구 물품의 리셀러(되팔이)의 불법거래 단

속과 사이버 불법 무역 방지 등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2. 관련 연구

2.1 해외직구 관련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통계 지표에 의한 2018년에서 

2020년까지 3년간 전자상거래물품 해외직구 수입통관 

현황에 대한 증감률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4].

Year number rate of changeA price rate of changeA

2018 3,226 36.8million 2,755% 30.6 million dollars

2019 4,299 33.3million 3,143% 14.1 million dollars

2020 6,357 47.9million 3,753% 19.4 million dollars

Table 1. E-commerce import customs clearance

해외직구의 수입 현황이 연간 지속해서, 대폭 증가한 

이유는 달러 및 엔화 약세로 환율 하락, 해외직구의 저변

확대, 광군절, 블랙 프라이데이 등 글로벌 할인 행사 등

과 함께 SNS의 활성화, 물류배송 안정화와 전자결제의 

편의성 등으로 나타내고 있다[5]. Fig. 1은 2016년 ～ 

2020년의 5년 동안,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동향을 나타

내고 있으며 해마다 건강식품, 가전제품, 의류 순으로 증

가하고 있다[6]. 

  

Fig. 1. E-commerce Product Trends 

2.2 해외직구 통관제도

해외직구 물품 통관 방법으로는 목록통관과 일반 통관

이 있다. 목록통관은 물품 가격, 미화 150불 이하이며,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만 특별수송 

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이다. 일반 통관은 목록통

관이 되지 않은 수입신고 건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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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후 통관되는 제도로 관세 및 부가

세를 부과한다[7]. 

해외직구에 의한 물품 주문, 대금결제 또는 일부가 전

자적 방식 또는 온라인을 이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이

루어지는 거래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째는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직접 

거래한 후 직접 배송을 받는 직접 구매 형태가 있고, 

둘째는 해외 판매자가 국내까지 직접 배송하지 않는 

물품, 소비자가 배송량이 많아 국내 소비자가 온라인 쇼

핑몰에서 직업 구매한 물품을 해외 배송 대행지로 보낸 

후 배송 대행업체를 통해 국내로 배송을 받는 형태가 있

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의 모든 행

위를 구매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물품 가격, 물류비, 수수

료 등을 지불하고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구매대행이 있

다.

2.3 해외직구 중고 거래의 증가 

온라인 중고 거래의 증가에 따라 사용자는 실시간으로 

해당 플랫폼에 대하여 검색하여 중고 거래 사이트를 이

용하는 사람들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8]. 중고 거래

의 사례로 중고나라는 네이버 카페에서 2003년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하여 2021년 현재 1,800만 명이 넘는 회

원 규모를 가지고 중고 거래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9]. 또한, 모바일 기기, SNS, 사물인터넷 등 기술의 발

달과 확산으로 인하여 정보의 양과 그 종류가 매우 많아

져 빅데이터로 발전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해당 기반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은 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빠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0, 11].

2.4 데이터마이닝

대용량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체계적이고 자동으로 통

계적 규칙 또는 패턴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데이터로부

터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저장한 빅데이터를 

정제하여 필요한 데이터 변경한 후 저장한 빅데이터를 

자동으로 통계적 규칙 또는 수치 패턴을 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Fig. 2와 같이 추출하게 된다. 목표 데이터

로부터 데이터 추출되면 전처리를 거쳐 변환하여 패턴을 

만들어 데이터 마이닝 분석으로 수행한다[12, 13]. 

Fig. 2. Data mining

2.5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 정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여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텍스트 형태로 만들어진 

정형화 되지 않은 데이터를 자연어 처리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주제어(검색어)나 문맥을 기반으로 Fig. 3과 같이 

데이터를 추출한다[14]. 

Fig. 3. Text mining

3. 시스템 설계

3.1 시스템 설계

본 논문에서 설계하고자 하는 해외직구 불법 거래 시

스템 전체 구조는 Fig. 4에 나타내었다. 해당 시스템은 

중고 사이트에서 개인 간 중고 거래의 전․후의 다양한 데

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해외직구와 관련한 데이

터를 정제한 후 자연어 처리 등을 진행하여 해외직구 물

품 불법거래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의 검색․분석, 시각화

하는 부분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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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ystem Configuration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윈도우10 컴퓨터를 사용하고 

파이썬을 이용 크롤러를 만들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

집된 데이터는 SAS로 전처리를 하여 관련 웹서비스를 구

현하였다.

3.2 데이터 수집

해외직구 물품이 자주 거래되는 온라인 중고 사이트 

중에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한 곳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

이트에서 해외직구 불법 거래 의심 판매 글 등 거래되고 

있는 불특정 거래 내용을 크롤링으로 수집하였다[15]. 수

집된 해당 데이터의 칼럼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Online Used Sites e-commerce)

․ Nickname ․ price

․ seller phone ․ trading area

․ product name ․ Date

․ title ․ URL

․ e-mail ․ payment method 

Table 2. Data Collection Column

수집 대상은 사전 지정해 놓은 키워드(직구, 해외, 공 

홈, 대행, 배송 대행지, 지역, 물품명, 국가명)로 필요한 

검색 조건을 활용하여 온라인 중고 사이트에서 판매 중

이거나 판매 완료된 해외직구 불법 거래 의심 판매 게시

글을 수집하였다. 판매 완료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판매자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판매하거나 빈도를 확인

할 수 있는 분석하는 근거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53만 건을 수집하였으며, 데이터의 해

당 수집 주기는 해당 웹 사이트에서 부하를 주지 않는 묵

시적 대기를 위해 20초 주기로 지속하였다. Fig. 5는 일

일 수집 건수를 보여주고 있다.

Fig. 5. System Configuration

3.3 비정형 데이터의 정제

Fig. 6은 데이터가 저장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수집된 비정형 데이터는 유의미한 데이터와 무의미한 데

이터를 분류하여 데이터 저장소에 구조화하고 각 분류를 

만들어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되도록 하였다. 

Fig. 6. Data Flow Diagram

비정형 데이터는 판매자의 닉네임, 제목, 휴대 전화번

호, 제품명, 가격, 거래지역, 결제 방법, 작성일자 등은 

방대한 텍스트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활용하

기 위해 자연어 처리를 거쳐 데이터를 구조화하였다. 수

집된 외부 데이터에서 판매자 전화번호를 추출하여 문자 

및 특수문자를 제거하고 숫자 형 변환을 통해 내부 데이

터와 전화번호 형태로 정제하였으며, 판매금액 정제 시

에도 수집된 외부 데이터에서 판매금액을 추출하여 문자 

및 특수문자 제거와 숫자 형 변환을 통해 금액 형식의 값

으로 정제하였다. 거래지역 정제 때 수집된 외부 데이터

에서 거래지역을 추출하여 특수문자, 중복단어 제거를 

통해 지역명 형식으로 정제하였다.

게시글 주소 URL(uniform resource locator)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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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자가 본인이 작성한 글을 삭제해도 모니터링 분석 시

스템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수집하였다.

3.4 시스템 탑재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를 선정하여 일정 시간 간격

으로 크롤링 한 데이터를 데이터 저장소에 수집한다. 

Fig. 7은 자동으로 매일 저장되는 CSV (Comma 

Separsted Values) 파일을 나타내었다.

Fig. 7. CSV saved daily

Fig. 8과 같이 수집된 데이터를 임시 저장소에 저장 

후 유의미한 데이터 여부를 판별한 뒤 무의미한 데이터

와 구분하여, 데이터 전처리 후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데

이터베이스에 기록된다. 

Fig. 8. System Flow Diagram

4. 시스템 분석

4.1 데이터의 시각화

수집된 데이터를 정제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그 결과

를 확인하고, 수집현황 등을 실시간 관찰할 수 있도록 대

시보드로 Fig. 9에 나타내었다. 대시보드를 통하여 수집

현황과 판매 키워드 등 사용자 요구에 대응한 유연성과 

편리성을 시각화 표현을 보유하고 있다.

Fig. 9. System Dashboard

4.2 수집데이터의 유사도

Fig. 10는 외부 수집데이터의 기준으로 검색기능을 

수행한 결과이다. 조회 기간, 닉네임, 휴대 전화번호, 게

시글 제목, 제품명, 거래지역을 세부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 불법 거래 의심 판매 게시글을 

수집하여 판매자 정보와 제품 판매 유사도를 확인하고 

자주 거래하는 제품, 유사함 제품군, 게시글 등록 빈도, 

거래지역 등으로 관계 예측을 위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

다.

Fig. 10. Search and Result

Fig. 11은 수집된 자료를 이용해서 주로 거래하는 품

목, 구매 지역, 등록 빈도수와 거래지역 등에 대하여 순

위를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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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Ranking of Status

4.3 키워드 정합성과 예측

Fig. 12는 일 일 수집되는 데이터의 정합성을 확인하

기 위해 외부 데이터의 수집과 함께 저장소에서 수집현

황을 구현하였다.

전주 대비 증감을, 금주 비율, 전주 비율에 대해전 처

리한 과거의 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가능한 추세를 전망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2. Collection of Status

Fig. 13은 자주 판매되는 품목에 따라 여러 명의 판매

자가 나타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판매 분산 반입 의

심 대상자의 판매 내용을 생성하여, 품목별 선호도에 따

라 다수의 판매자와 품목별 연결을 나타낼 수 있다.

Fig. 13. Sales Correlation Analysis

5. 결론

온라인 쇼핑의 극대화에 따라 직구 물품을 선호하는 

구매자와 사회적 분위기를 악용한 해외직구 재판매자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온라인 중

고 사이트의 개인 간 거래를 중심으로 해외직구 물품 불

법 거래에 관한 분석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하

고 분석하였다. 

해당 시스템은 닉네임, 휴대 전화번호, 제품명(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변환형식에 맞게 최적화한 후 구조

화하였다. 거래하는 제품이나 게시글 등록, 해당 빈도수, 

거래지역 등을 판매자 정보와 제품명의 유사도를 분석하

고, 닉네임 또는 전화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할 때도 동

일성을 판별,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거래방식을 기준으

로 관련 패턴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판매자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거래방식. 동일성 판별 등 정합성으로 관

계 예측을 분석할 수 있었다.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해외

직구 물품의 리셀러의 불법 거래 단속에 활용할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는 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확대하여 

해외직구 불법 거래 연구가 필요하고 사이버 불법 무역 

방지 등 사회적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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