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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본 제안서 내용의 외부유출, 무단전재 및 복제를 엄격히 금합니다.

Ⅰ. 개 요

Ⅰ. 개 요

바이어의 거래 제의 단계

바이어 실체 확인

바이어와 수출계약 검토 단계

바이어 신용정보 확인

Ⅱ. 바이어 실체확인
§ 바이어가 제공한 정보를 통한 실체 확인
바이어 제공 정보

바이어가 온라인 B2B 마켓플레이스에
구매 관심 품목에 대한 문의

바이어 이름

이메일

국가명

관심품목

기업명

주소

전화번호

기본방식 - 일반

• 동일한 메일 계정으로 다양한 상품 문의를 대량으로 하는 경우 주의
• 이메일 도메인 계정과 국가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주의 (ex: kr=한국, cn=중국)
• 확인되지 않는 첨부파일 또는 링크접속 유도를 통한 로그인, 비밀번호 입력 요청시 주의
• 홈페이지에 보여지는 정보와 기재한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도메인 정보가 다른 경우 주의
• 구글링을 통해 해당 이메일이 fraud list 또는 scam buyer로 검색될 경우 주의

Ⅱ. 바이어 실체확인
§ 바이어가 제공한 정보를 통한 실체 확인
심화방식 - 무역협회 온라인마케팅실
1

• 바이어 정보 178만개

과거 이상거래 내역 확인

• 거래알선 매칭내역 연간 13,000건 이상

한국무역협회
2

1억 43백만건의 D&B 기업정보와 교차 비교

•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업종, 직원명 일치여부
• 설립년도, 종업원수, 매출액을 통한 기업 신뢰성 제고
• 던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비교확인
D&B HOOVERS 문의: 02-2122-2317/1374

Ⅲ. 바이어 신용정보 확인
§ 무역보험공사 - 국외기업신용조사 신청절차
• 목적: 수출보험 보상한도 책정 및 거래기업의 신용정보 확인
•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버영업점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조사결과 확인
• 사이트 주소: https://cyber.ksure.or.kr
• 수수료/소요기간: 33,000원 (중소중견기업) / 약 3주

[국외기업 정보조회]

[기 조사업체 내역확인]

Ⅲ. 바이어 신용정보 확인
§ 무역보험공사 - 국외기업신용조사 신청절차

[약관동의]

[국외기업 정보입력-1]

Ⅲ. 바이어 신용정보 확인
§ 무역보험공사 - 국외기업신용조사 신청절차

[국외기업 정보입력-2]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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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보험공사 - 국외기업신용조사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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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보험공사 - 국외기업신용조사 조사결과

Ⅲ. 바이어 신용정보 확인
§ D&B - BIR (Business Information Report)

• 기업정보 보유량(3.2억 개), 시장 점유율 및 업력 기준 세계1위, 세계 최초(1841년 설립)의 기업정보 기업
법인명

D&B

대표자

Anthony Jabbour

매출액

17억 달러 (한화 약 2조)

홈페이지

www.dnb.com

설 립

1841년 (업력 178년)

종업원수

5,000명

Coverage

전세계 240개 이상의 국가 내 D&B 현지법인에 의한 직접 조사를 통한 정보 제공

ㆍ세계 최초의 기업신용평가회사. 업력, 시장점유율, 기업DB 기준 세계 1위
ㆍ전직 미국 대통령 4명이 직원(D&B Credit Reporter) 출신
(Abraham Lincoln, Ulysses S. Grant, Grover Cleveland, William Mckinley)
ㆍ신용평가사 Moody’s는 D&B 자회사에서 2000년 분사 설립
ㆍFortune지 선정 Financial Data Service 산업에서 3년 연속 No.1 Champion
ㆍ10년 연속(’09~’18)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World's Most Ethical Companies” by 「Ethisphere Institute」 )

Worldwide Network

단일시스템&정보체계

독점적 정보유통망 보유

• 240여개 국가

• 통일된 전산망

• 국제사업자번호

• 특화된 정보

• 3.2억개의 Database 보유

• 전세계 DB집중

• 전세계 단일화된 관리체계

• 수집, 가공, 서비스 제공

Ⅲ. 바이어 신용정보 확인
§ D&B - BIR (Business Information Report)
• D&B가 보유한 240개국의 Worldwide Network를 통해 전세계 모든 국가 내 기업에 대한 직접 조사가 가능
• 소요기간은
ü 6개월 이내에 업데이트 된 보고서 : 즉시 (전체 신청 건수의 약 40%)
ü 신규조사: 평균 5일 ~15일

D&B BIR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업 신용 조사 보고서입니다.

§ 전 세계 동일한 등급체계 로 해외 협력회사 간 비교가 가능합니다.

§ 외상매입금에 대한 지불 성향 정보(Paydex)를 제공합니다.

§ K-Sure에서 수출자 보험 책정 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보고서 입니다. (약 50%)

§ D&B등급은 대한민국 정부 외자 조달 시 필수로 사용됩니다. (조달청, 방위사업청)

§ 178년간 시장에서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 받은 보고서입니다.

D&B BIR 문의: global.nicednb.com | 02-2122-2317/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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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 - BIR (Business Information Report)

항목

보고서 기재 사항

Identification
&
Summary

던스넘버,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이름, 주요업종, 신용등급(Rating), 설립년도, 매출액, 종업
원 수, 업력, 재무상태 등 기재

Special Event
(특이 사항 )

주소 변경, 도산, 인수/합병, 화재, 천재지변 등 최근에 발생한 주요 사건 등 기재

Rating (등급설명 )
Payment
(대금지불성향분석 )
Finance
(재무상황 )
Public Filings
(공공기록 )
History
(연혁 )
Operation
(운영 )

D&B Rating, Credit Score, Financial Stress Score, 등 각종 신용등급의 해석
외상 매입금에 대한 지불내역으로서 대금 결제 성향 파악 가능.
최고 여신금액, 현재잔액, 미지급금 등을 설명하며 지불성향 점수(PAYDEX)와 지불 방법 등을 분석
최근 3년 요약 재무제표, 최근년도 B/S, P/L, 주요 재무지표 등 재무 관련 자료
소송(Suit), 판결(Judgement), 세금체납(Lien), 담보설정(UCC Filings) 등의 공식 신고 사항
사업자 등록 내용, 설립년도, 경영자 약력 등.
경영자의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자료
주요업종, 지배구조, 수출입 유무 등 회사 전반에 걸친 영업 사항 기재

Ⅲ. 바이어 신용정보 확인
§ D&B - BIR (Business Information Report)
- 주요항목: D&B Rating
D&B Rating은 재무능력과 종합신용평점을 나타내는 2개 부문의 평가지표로 이루어져 있음

5A 3
재무 능력

종합신용평점

재무능력 (Financial Strength): 5A부터 HH까지 구분되며 순자산 혹은 자기자본(총자산-총부채) 근거로 부여
종합신용평점 (Composite Credit Appraisal): 1~4까지 구분이 되며, 회사의 재무상태, 영업실적, 업력,

대금결제, 은행관계, 소송관계, 산업전체의 경기상황, 대금결제실적, 전반적인 신용도 및 경영 능력 등을 고려한
종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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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 - BIR (Business Information Report)
- 주요항목: Payment Score
기업의 지불성향을 수치화 한 지표로서, 과거 2년간 대금 지급 소요기간 정보(Trade data)를 토대로 산출

• D&B Payment Score는 업체가 상거래 시에 대금을 지급기한에
맞춰 지급 하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

• 80점은 180일 이상 연체, 80점은 적기 지급 , 80점 이상은 할인
조건에 따른 조기 지급을 의미

Ⅲ. 바이어 신용정보 확인
§ D&B - BIR (Business Information Report)
- 추가 서비스: 국문번역 보고서
§사용자(구매담당자)의 빠른 이해와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국문보고서
§종합의견 및 상세 재무 분석(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분석), 국내등급 변환 및 CRI(Credit Risk Index) 제공
§실제 보고서의 종합의견 예시 (기업평가연구원이 직접 작성한 분석 보고서)

제공정보

내용

기업개요

주소, 설립일, 연락처, 홈페이지, 업종, 주요제품 등

신용등급

D&B 등급, 국내변환등급, CRI 및 설명자료

재무분석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분석을 바탕으로
당사 기업평가 부서의 의견 제공

종합의견

기업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

Ⅳ. 신규 거래처 확보를 위한 피평가의 중요성
§ 해외 거래처 확대를 위한 평가정보 등록
• D-U-N-S®Number(The Data Universal Numbering System): “국제사업자등록번호” 통용되는, 전 세계 기업 표준
기업식별코드
D-U-N-S® Number
(국제사업자번호) 획득

D&B
Database 등록

12-345-6789
Fortune300 기업 중
90%가 이용중인 D&B
DB에 등록 à 홍보효과

해외

주요

정부/공공기관

글로벌기업

거래 기본 자격

거래 기본 자격

주한미군 거래, 각국
정부기관 납품 등의
필수요건

글로벌기업 거래업체
등록의 필수요건

• 신용평가를 위한 자료 협조 요청을 받을 경우, 회사의 장점을 중심으로 최대한 많은 정보 제공이 필요
기본 제출서류
1) 기업 실태표

- 회사 기본 정보:
회사명, 주소, 사업개시일(등록일), 업종, 주요 주주 등
- 운영 정보
주요 매입/매출처, 판매 조건, 종업원 수 등
2)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공시되어 있을 경우 현지 D&B에서 직접 입수)
3) 소송, 거래정보 등의 기타 공공기록은 현지 D&B에서 확인

[기업실태표]

Ⅳ. 신규 거래처 확보를 위한 피평가의 중요성
§ 국내 거래처 확대를 위한 리스크 관리
• 신용평가보고서 이용 사례

조달청, 중기청 등 공공기관 제출용

• 모니터링 항목

국내 대기업 협력사 평가

신용정보 모니터링

Ⅳ. 신규 거래처 확보를 위한 피평가의 중요성
§ 국내 거래처 확대를 위한 리스크 관리
• 국내기업 상세신용정보 확인방법 - 나비서 애플리케이션 (무료 제공 중, 19년 내에 유료전환 예정)

[기업서비스 > 기업정보]

[기업정보 조회]

[기업기본정보]

[기업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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