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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한국전자거래협회의 “Korea Data Pool (약칭 KDP)”은 국내 유일의 글로벌 표준 GDSN Data 

Pool로서 국내외 유통업체와 공급업체간의 표준화된 상품 정보의 동기화를 지원합니다.

Korea Data Pool

Korea Data Pool

1

공급업체

유통업체

Korea Data Pool에 상품정보를 등록함으로

써, 국내외 대형 유통업체와 상품정보를 동기

화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새로운 글로벌 유통

시장 진출의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Korea Data Pool내 동기화된 상품정보를 구

독함으로써 에러 정보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 

나아가 글로벌 직소싱의 기회를 얻으실 수 있

습니다

Easy Data Synchronization 
with Korea Data Pool,
Your Business will be Happy!



서비스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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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Data Pool

공급업체유통업체

글로벌 전자 
카탈로그 서비스

글로벌 
전자 카탈로그

서비스

Global 
Registry

사용자는 다음의 간단한 5단계를 통하여, 최신 국제 표준을 사용한 정확한 상품 정보의 입력, 저장 및 거래 파트너와

의 공유,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Step1 상품 정보 등록

Step2 상품 정보 검증

Step3 상품 정보 저장

Step4 상품 정보 공유

Step5 상품 정보 관리

●Korea Data Pool은 사용자가 상품 정보를 빠르고, 간단하게 입력 가능하도록 
  사용자중심(User Friendly)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상품 정보는 GDSN 표준에 기반한 Korea Data Pool의 규칙에 의해 
  자동적으로 검증되어, 표준화되고 정확한 정보로 유지됩니다. 또한 PDQ UDEX 연계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Korea Data Pool은 사용자의 상품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가능한 단일화된 보안 환경을 
  제공합니다.

●상품 정보의 검증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사용자는 거래 파트너와 자사의 상품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품 정보에 변경 또는 수정이 발생한다면, Korea Data Pool은 사용자의 거래 파트너
  에게 업데이트된 상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합니다. 즉, 사용자와 거래 파트너는 항상 동

  일한 최신 버전의 정확한 상품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Foundation = Data Quality

Korea Data Pool

기대효과Korea Data Pool

기존의 공급업체는 유통업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품정보를 제공, 관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정보의 다중 입력과 이로 

인한 엄청난 인력과 비용의 손실, 그리고 거래파트너간의 마스터 데이터의 불일치와 에러데이터 전달로 인한 재고관

리 및 기업이익의 손실이 막대하였습니다. 공급업체는 위와 같은 문제를 Korea Data Pool에 상품정보를 등록함으로

써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글로벌 표준을 기준으로 작성된 데이터를 Korea Data Pool에 등록하시면 국내

외 대형 유통업체와 상품정보를 동기화 할 수 있어 상호 인력 및 시간,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데

이터 관리를 통해 데이터의 오류를 줄이며 데이터의 내부활용 가시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GDSN은 유통업체에게도 큰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실제로 글로벌 상위 20개 유통업체의 절반 이상이 GDSN을 사용

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와의 표준화된 데이터 동기화를 통하여 유통업체는 거래파트너 간 물류비용의 감소, 데이

터 에러율감소를 얻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 내부 회계 오류와 재고가 감소하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GDSN은 

Supply Chain의 데이터를 동기화하여 줌으로서 모든 곳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보다 빠른 신상품 소개로 판매량 증

가를 가능하게 하여줍니다.  

＊출처 : GS1, Item Synchronization

공급업체 기대효과 

유통업체 기대효과 

판매증대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유통업체 기대이익 공급업체

0.5~1%

2~4%

5~10%

1% more

1000+hours

2weeks

재고감소

결품률

데이터 에러에 따른비용

고객서비스 및 물류비용

입고 리드타임

신제품 출시기간

0.5~1%

2~4%

10~20%

1% more

1000+hours

2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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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상품이 증가하면서 기업 내 표준을 글로벌 표준과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등장하였으며 표준화된 데이터를 동

기화함으로써(GDSN)거래 파트너간 더욱 단순화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거래파트너간 불일

치 데이터는 비용 손실뿐만 아니라 잘못된 배송 및 판매 기회 손실이 발생시켰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문제는 데이터 

동기화 즉, 항상 정확하고 동일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환경 구축을 통하여 거래파트너간 정확하고 단순한 커뮤니케이

션을 가능하게 해주며 Supply Chain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여 줍니다. 실제적으로 10,000여개가 넘는 유통업체와 공

급업체가 GDSN 사용을 통한 개선효과를 보았습니다.  

비즈니스 측면의 기대효과 

Global Data 
Synchronization

Supply Chain

유통업체 공급업체



Korea Data Pool

주요 서비스Korea Data Pool

공급업체가 GDS 표준에 따라 자사 상품정보를 KDP 에 입력하면, 해당상품의 GLN, GTIN, 타겟마켓™ 국가코드, 

GPC(글로벌 상품분류)가 Global Registry에 등록되며, 공급업체는 해당 상품 정보를 전세계의 특정 유통업체에게 공

개함으로써 유통업체에게 상품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통업체는 수신받기를 희망하는 공급업체의 상품정보를 신청하기 위해 GLN, GTIN, 타겟마켓™ 국가코드, GPC(글

로벌 상품분류)의 조합으로 상품신청(CIS) 메시지를 Global Registry에 전송하면,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는 상품정보

를 GDSN 내 전세계 공급업체용 DataPool 로부터 상품통지(CIN) 메시지를 수신 받을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를 위한 DataPool 서비스

유통업체를 위한 DataPool 서비스

● 상품정보 등록 및 관리

● 상품정보 공개

● EXEL 파일을 활용한 손쉬운 상품정보 일괄 등록

● 자사 상품 분류 관리

● 상품 카탈로그 보고서

● 글로벌 표준연계 모듈지원 등

● 상품신청(CIS _ Catalogue Item Subscription)

● 상품통지(CIN _ Catalogue Item Notification)

● 상품확인(CIC _ Catalogue Item Confirmation) 

● 상품통지요청 (RFCIN _ Requests For Catalogue Item Notification)

● 대형 유통업체 연계 서비스 지원 등

● 유통업체 자체 속성 및 이미지, 견적서 기능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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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안내Korea Data Pool

이용문의

                                         tel : +82.2.2040.1100 / 1137      fax : 02.2040.1102      e-mail : help@koreadp.co.kr      www.koreadp.com

공급업체유통업체

www.koreadp.com 접속 후, 서비스 가입 신청

고객 상담 신청 (이메일, 전화, 방문 등)

부가 서류 제출 (우편, 방문 등)

서비스 안정성, 효율성 등 파악 및 
자사에 적합한 서비스 이용 방안 결정

관리자 승인 및 로그인 정보 부여

사용자 교육 실시 및 서비스 이용 개시

상품정보 신청 및 수신 상품정보 등록 및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