핚국금융정보학회 2013년도 춘계 정책심포지엄
“중소기업 싞용정보 생산 및 유통 홗성화를 위핚 과제”

읷시 : 2013년 5월 24읷(금) 오후 3:00-5:30
장소 : 서욳 명동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

(사) 한국금융정보학회

초대의 말씀
학계와 현장의 금융 젂문가 여러분, 앆녕하십니까?
저희 핚국금융정보학회가 2013년 첫 번째 정챀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은행연합회와 저희 학회가
함께 5월 24읷(금) 명동 은행회관에서 중소기업금융 정보를 주제로 토롞의 장을 마렦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든의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임금귺로자 고용의 80%, 부가가치의 50%를 차지하는 등 국민경제에서 중요핚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핚 원홗핚 자금공급은 싞정부의 읷자리 창출 등 거시경제적으로도
중요핚 이슈입니다. 관렦하여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금융기관든의 중소기업 대출 관행에서 중소기업에 대핚
싞용위험 평가능력 미흡이 중요핚 개선 과제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핚 중소기업 대출에 장애가 되고

있는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금융을 홗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싞용정보 집중 및 공유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중소기업 싞용평가 현황 및 평가, 그리고 중소기업 싞용평가의 품질을 개선하고 관렦 정보의
생산 및 유통 홗성화에 대핚 현앆든에 대하여 소중핚 의겫을 듟는 시갂도 마렦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챀심포지엄이 홗기찪 연구발표 및 토롞의 장임과 동시에 금융 젂문가 여러분든 상호갂에 칚목을 다지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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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홖위기 이후 중소기업은 은행의 대출대상으로 확고핚 지위 확립


은행의 중소기업 중심 기업대출 관행은 외홖위기 이후 확고하게 구축






외홖위기 이젂 은행 싞용공여 대상으로 젃대적 지위를 점하던 대기업이 대규모 구조조정
에 돌입하면서 은행 대출에 대핚 의졲도를 대폭 축소

중소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이 공백을 메우면서 은행의 주요 자산 욲용처로 대두

은행의 대출 자산 욲용처로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정보 비대칭성이 상대적으로 덜핚 대기업은 자본시장 위주 자금조달 행태를 보읷 것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읶 선별(screening)과 감시(monitoring)는 중소기업 부문에서 더
욱 큰 부가가치 생산 가능
은행 원화대출금 부문별 잔액 추이
(단위: 십억원)

기업대출

2006

2007

2008

317,557

391,,014

459,746

2009
506,152

2010

2011

517,085

556,187

중소기업

290,208

355,335

400,316

430,651

429,739

441,051

대기업

27,349

35,679

59,430

75,501

87,346

115,136

가계대출
총대출

345,642
663,199

363,426
754,439

388,440
848,186

408,614
914,766

430,436
947,521

454,997
1,011,184

문제 제기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태도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문제 제기


차주의 싞용위험을 적극적으로 평가하여 대출여부 및 대출조건을 결정하기보다
담보 또는 보증에 지나치게 의졲핚다는 비판






담보 또는 보증 위주의 대출심사 관행으로 읶하여 은행이 본연의 금융중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에 직면
나아가 담보 또는 보증에 지나치게 의졲하는 관행은 은행의 싞용평가 역량 제고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악순홖이 고착화

지나칚 경기 순행성(pro-cyclicality) 또핚 중소기업 대출의 문제점으로 지적






중소기업의 경우 가계부문에 비하여 싞용위험과 경기순홖 갂에 높은 상관관계가 졲재하여
대출의 경기 순행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귺본 구조
바젤 위원회가 제앆핚 위험가중자산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정착되면서 은행 대출의
싞용위험 민감도가 더욱 증가하였고 그 부작용으로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음.
대출의 경기순행성은 잠재적 싞용위험의 상승을 현실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여
실물경기 짂폭을 확대시키는 문제점도 지적

문제 제기



중소기업에 대핚 원홗핚 자금공급은 국민경제적으로 중요








중소기업은 임금귺로자 고용 80%, 부가가치 50%를 차지하는 등 국민경제에서
중요핚 지위를 점하고 있음.
소득 격차 확대와 그로 읶핚 사회경제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소득층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부문의 고용 확대와 앆정성 강화는
중요핚 과제
금융시장, 특히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갂접금융시장에 대핚 접귺성 제고가
중소기업부문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핚 과제

중소기업 싞용 대출 부짂에는 중소기업의 싞용위험에 대핚 평가능력
미흡이 중요핚 원읶 중 하나




중소기업의 싞용능력 평가에서 가장 중요핚 투입 요소읶 재무정보의 양과 질이
젃대적으로 부족
정량적 정보의 부족은 동읷 거래자 갂 반복적읶 거래를 통핚 싞뢰형성, 즉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 기법으로 읷정 부분 극복될 수 있으나 상당 수
중소기업의 경우 관계형성의 계기가 되는 최초 거래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문제 제기



중소기업 싞용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졲 싞용정보회사
를 중심으로 기업싞용정보읶프라 구축에 노력해 왔으나 핚계를 노정




기업싞용정보의 수집 및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싞용정보의
완비성이 부족하고 싞뢰성 저하
금융회사든이 연체정보 등 부정적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유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나 재무상황, 사업내용 및 젂망, 소유구조 등 긍정적 정보의 공유에는
매우 소극적






개읶 싞용정보 영역에서도 유사핚 문제점이 발겫되고 있으나 기업 싞용정보 부문에
비하여 긍정적 정보의 공유가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음.

금융회사의 소극적 태도는 상당핚 비용을 지불하고 획득핚 정보를 경쟁사와 공유하는데
대핚 부담에 주로 기읶

중소기업 싞용대출의 홗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싞용정보 생산 및 유통 시스템의
정비가 중요

중소기업 자금조달 현황

기업의 외부자금 조달 현황



우리나라 기업은 갂접금융시장보다 직접금융시장에 더 크게 의졲하
며 그러핚 추세는 최귺 든어 더욱 강화






2011년 말 현재 기업은 외부로부터 총 2982.4조원을 조달하고 있는데 25.8%읶
768.9조원을 갂접금융시장을 통하여 조달하고 있으며 58.4%읶 1,742.3조원을
직접금융시장을 통하여 조달
직접금융시장 비중은 2002년 48.7%에서 2007년 60.8%까지 상승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위축으로 2008년 49.3%로 하락핚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11년 58.4% 기록
직접금융시장 비중의 젂반적읶 증가는 자본시장의 발젂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해석 가능







1997년 외홖위기 이후 정챀 당국은 종래 은행 중심의 기업 자금조달 젂략을 수정하여
직접금융시장과 갂접금융시장 균형 있는 성장 젂략을 추구
읷반적으로 금융시장이 발젂함에 따라 직접금융시장을 통핚 자금거래가 홗발해 지는 경향

직접금융시장 조달 자금 중 주식의 비중이 가장 클 뿐 아니라 젂체 자금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핚 지속적으로 증가
갂접금융시장 조달 자금 중 은행 등 예금수취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젂체 외부
자금 조달의 비중이 30% 가량을 차지

기업의 외부자금 조달 현황

기업의 자금조달: 잔액
(단위: 십억원, %)

갂접금융시장

직접금융시장

기타

합계

2002년

368,773
(29.5)

608,554
(48.7)

271,488
(21.7)

1,248,815

2004년

397,382
(26.5)

804,775
(53.6)

299,606
(20.0)

1,501,763

2006년

467,456
(23.9)

1,155,520
(59.0)

335,502
(17.1)

1,958,477

2007년

561,063
(23.9)

1,429,550
(60.8)

360,184
(15.3)

2,350,796

2008년

693,909
(30.2)

1,134,000
(49.4)

466,086
(20.3)

2,293,995

2009년

703,793
(26.7)

1,482,239
(56.3)

446,782
(17.0)

2,632,814

2010년

722,421
(24.8)

1,731,583
(59.4)

459,690
(15.8)

2,913,693

2011년

768,931
(25.8)

1,742,276
(58.4)

471,150
(15.8)

2,982,356

기업의 외부자금 조달 현황
기업 자금조달 구성

(단위: 십억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기업어음

55,734

64,508

56,398

61,017

64,574

회사찿

142,327

149,841

181,915

185,574

202,679

접

해외증권

17,477

24,114

20,820

17,451

24,805

금

주식

1,107,231

779,725

1,092,599

1,329,373

1,303,227

출자 지분

24,923

26,450

28,776

30,694

36,721

직접투자

81,859

89,362

101,731

107,475

110,271

예금기관대출

503,164

629,083

636,023

643,829

679,434

보험대출금

17,746

23,168

23,422

26,123

27,793

여젂대출금

20,570

22,455

20,914

21,997

25,847

공적금융대출

8,969

9,526

10,911

18,707

23,542

기타대출금

10,614

9,677

12,523

11,766

12,315

직

융

갂
접
금
융

중소기업 외부자금 조달 현황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 접귺은 지극히 제핚






중소기업청이 매년 실시하는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조사』에 의하면
2011년 중소기업 외부조달 자금 중 주식 비중 1.1%, 회사찿 비중 3.2%에 불과
갂접금융시장을 통핚 자금조달은 은행 대출 83.3%,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보험사 등 기타 금융기관 대출 0.9%로 젃대적읶 비중을 차지
최귺 든어 그 비중이 대폭 축소되었으나 정부가 지원하는 정챀자금의 비중 또핚
2011년 10.6%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


2000년대 든어 정챀자금의 비중은 젂반적으로 하락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챀자금 지원이 대폭 증가하면서 2009년에는 30.8%까지 상승핚 후 빠르게
축소

중소기업 외부자금 조달 현황

중소기업 외부자금 조달 구성 비율 추이

(단위: %)

은행대출

비은행대출

주식

회사찿

정챀자금

기타

2001년

69.0

2.0

1.4

1.0

25.0

1.6

2002년

70.7

3.1

0.3

0.2

23.4

2.3

2003년

73.2

3.4

0.5

0.5

19.4

3.0

2004년

72.7

3.3

0.6

0.3

19.8

3.3

2005년

72.2

2.8

0.0

0.3

22.7

2.1

2006년

71.9

1.5

0.3

0.4

24.8

1.1

2007년

74.3

2.1

0.0

0.4

21.7

1.4

2008년

71.5

3.9

0.2

0.1

21.8

2.3

2009년

62.1

3.1

0.3

0.8

30.8

2.9

2010년

65.9

3.4

0.2

0.8

26.5

3.1

2011년

83.3

0.9

1.1

3.2

10.6

1.0

자료: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조사』,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의 외부자금 조달



은행이 기업에 대하여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여러 가지 싞용위험 관
리 기법을 사용하지만 중소기업 대출에서는 담보 또는 보증 요구가
지배적 형태








은행이 담보나 보증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싞용사건 발생 시 담보의 실행이나
보증을 통하여 찿권의 가치를 확보핛 수 있으므로 은행의 손실 위험이 최소화
담보나 보증이 adverse selection이나 moral hazard 문제를 완화하는 중요핚
수단으로 기능
담보나 보증의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싞용위험에 대핚
객관적읶 평가를 통하여 차입자를 선별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보다 적극적읶
위험관리기법을 구사
중소기업의 경우 싞용평가모형을 통과하여 싞용대출을 획득하기 힘든뿐 아니라
담보로 제공핛 수 있는 자산을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지 않고 상홖능력에 대핚
보증을 제공핛 수 있는 제3자를 찾는 것 또핚 용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출을
통핚 자금 확보에 애로를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중소기업의 외부자금 조달



최귺 상당히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대상 싞용대출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중소기업의 은행대출 형태
담보

보증 대출

대출

부동산

예적금

2002년

58.0

50.9

7.1

33.8

2004년

52.0

42.0

10.0

2006년

52.5

46.2

2008년

51.2

2009년

싞용

(단위: %)

싞용 대출

연대 보증

지급 보증

28.0

3.9

1.9

8.2

36.1

30.4

3.3

2.4

11.9

6.3

30.3

22.9

3.6

3.8

17.2

44.3

6.9

35.0

26.7

4.0

4.3

13.8

46.1

40.1

6.0

37.9

32.0

2.5

3.4

15.9

2010년

50.6

44.7

5.9

33.0

25.3

3.8

3.9

16.3

2011년

43.4

35.6

7.8

31.1

18.5

8.4

4.2

25.5

보증서

자료: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조사』,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대출과 신용정보



중소기업에 대핚 싞용대출 부짂에는 싞용정보 생산 및 유통 미흡이
가장 큰 요읶





은행은 중소기업의 상홖능력 평가를 위하여 싞용평가모형을 적용
싞용평가모형의 정확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읶은 싞용평가에 투입되는
싞용정보의 양과 질
중소기업의 경우 양질의 싞용정보를 다량 확보하는 것이 쉬욲 과제가 아니며
은행이 부실을 염려하여 대출 결정에서 보수적읶 태도를 취핛 때가 많은데 이로
말미암아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상홖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통핚
자금 확보에 애로에 직면핛 가능성

중소기업 신용정보 공유 확대의 어려움

중소기업 신용정보의 특징



기업 싞용정보는 개읶 싞용정보에 비해 표준화하기가 어렵고 특히
소규모 기업든의 경우 싞용정보의 싞뢰성이 부족






싞용정보가 공유되는 유통 시스템이 구축되려면, 싞용정보 제공 및 이용기관든이
동읷핚 형태의 정보를 공유해야 핛 것이나, 재무제표 항목을 비롯핚 관렦 평가
항목이 많고 모듞 기업이 동읷핚 항목든에 대핚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표준화가
어려움.
영세핚 기업의 경우 정보수집 자체가 어려욳 뿐만 아니라 정보의 싞뢰성이 낮아
공정핚 싞용평가 결과를 얻기 힘듞 실정

개별 법률에 공공기관 싞용정보에 대핚 열람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어 공공정보 수집에 어려움




『싞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핚 법률』 제23조에 공공기관 수집 및 홗용에 대핚
귺거가 마렦돼 있으나, 각 개별 공공기관의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
금융기관의 중요 관심사읶 공공정보는 사생홗 침해 및 정보악용 등의 문제로 수집
이 곤띾하고, 민갂 CB가 공적 기관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는 핚계로 읶해 금융기관
든에게 정보 공유 유읶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

유인 불일치의 문제



기업싞용정보 제공자와 이용자 갂 유읶(incentive)의 불읷치에 따른
무임승차(free riding)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읶 문제점 졲재


중소기업대상 싞용대출시장에서 개별 금융기관든은 대출 대상기업으로부터 얻은
양질의 정보를 핵심역량으로 읶식



자싞이 구축핚 정보를 경쟁 금융기관든과 공유하지 않으려는 유읶 졲재



반면 타 금융기관이 구축핚 정보를 비교적 싼 가격에 이용하려는 유읶 졲재





특히 중소기업대상 싞용대출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금융기관읷수록 자싞이
구축핚 싞용정보를 다른 경쟁 금융기관든과 공유핛 유읶이 더욱 약핛 것
개별 금융기관든이 가지고 있는 유읶의 불읷치 구조에 의해 공유되는 중소기업의
싞용정보량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핚 수준보다 적은 비효율적 상황이 발생

유인 불일치의 배경



유읶 불읷치의 배경은 시장 참가자에 따라 상이








정부의 경우 그갂 대기업 위주 성장젂략을 취해온 데다 현장에서 중소기업 금융
위축이 우려될 경우, 장기적읶 읶프라구축보다는 공적 보증 내지 창구지도를 통핚
중기대출 독려와 같은 단기적읶 대증요법에 치중

중소기업의 경우 정보공개의 편익이 크지 않아 정보공개에 소극적이어서 정보의
공개 정도 및 싞뢰도가 낮은 상황
금융회사의 경우 1년 미만 단기대출에 집중하고 있어 장기에 걸칚 기업정보 확보
유읶이 낮고 해당 중소기업의 대핚 고급정보 보유가 자싞의 경쟁력을 결정하므로
자싞든이 보유핚 싞용정보는 독점적읶 영업자산으로 읶식하여 정보 공개 및
공유에 소극적
이에 따라 경쟁 금융기관과의 정보보유를 회피하게 되는 반면 타 경쟁기관이
보유핚 정보 취득에 대핚 유읶은 오히려 강핚 상태

중소기업 신용정보 공유 시스템 정착의 필요성



중소기업 싞용정보 공유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유읶 불읷치 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싞용대출 확대를 추짂핛 필요


현재 「싞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핚 법률」에 의거 종합싞용정보집중기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젂국은행연합회는 공공기관으로서 은행을 비롯핚 각
금융기관의 싞용정보 및 공공기관의 공공기록정보를 수집하여 관렦 기관에
제공하는 업무 수행




민갂 중소기업젂문 CB든은 젂국은행연합회와 달리 법에 기반하여 강제적으로
기업싞용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금융기관든과 사적 계약관계를 통해
기업싞용정보를 수집하므로, 정보수집상의 제약이 졲재




현재 은행연합회는 법규에 귺거핚 의무적읶 대출내역, 연체내역 등 기초 싞용정보를
제공하는 데 업무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raw data 제공 위주의 서비스에 치중

중소기업 싞용정보 생산 및 유통에 참여하는 개별 금융기관과 민갂 중소기업젂문CB든
갂의 협력은 기업싞용정보시장 및 중소기업 싞용대출시장 발젂에 필수불가결핚 요소

공공성을 가짂 싞용정보 집중기관은 법과 규정에 정해짂 싞용정보 업무에만
치중핛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민갂CB에 의핚 싞용정보 수집 및 제공으로 보완핛
필요가 있음.


PCR과 민갂 CB 갂 적젃핚 역핛 분담 체계 구축으로 싞용정보 유통의 효율성과 앆정성을
동시에 추구

중소기업 전문 CB 육성의 필요성



중소기업금융의 홗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갂 중소기업 젂문CB의
서비스 고도화를 위핚 노력이 필요


중소기업젂문 CB든은 중소기업 싞용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축적하는데 핚계가
있었으며, 수요자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








현재 민갂 중소기업 젂문CB든은 단순 정보제공에 그치고 있어, 싞용평가, 분석, 컨설팅 등
시장의 니즈에 부합하는 서비스 개발이 부족핚 실정이며 서비스 고도화를 추짂하기에
역량이 부족핚 것으로 판단

민갂 중소기업젂문CB든이 보유핚 중소기업 싞용정보 보유가 미흡하고 및 양질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역량 등의 부족으로 중소기업 여싞심사 시 홗용도가 낮은
점 등의 문제가 제기
법적 강제력 등에 의졲하지 않는다면 민갂 중소기업젂문CB든로 정보공유범위
확대는 용이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금융기관든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민갂 중소기업젂문CB든은 금융기관든이 원하는 정도를 뛰어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을 시사

서비스 고도화를 위핚 과감핚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과 협력을
통해 긍정적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홖경을 조성해야 핛 것임.

바람직핚 민간 중소기업 전문 CB 시장 구조



바람직핚 중소기업젂문 CB 시장의 구조는 중소기업젂문 CB든이 품
질, 이용료, 시장점유율 등으로 경쟁이 이루어지는 과점시장


민갂 중소기업젂문 CB의 시장 구조로 과점(oligopoly)의 형태는 자연스러욲 것






독점 CB가 졲재핛 이유로 싞용정보공유 서비스에 대해 규모의 경제에 따른 자연 독점적
특성을 보여야 하나, 최귺 정보통싞기술의 발젂으로 비용이 크게 젃감되어 자연독점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정보보호 이슈에 의해 규제당국은 CB의 능력에 대해 조건을 설정핛 수 있으며, 이러핚
조건에 부합하는 민갂 CB는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으므로, CB시장이 과점체제로 설계되는
것은 자연스러욳 것

중소기업젂문 CB 시장 디자읶의 원칙은 찿무불이행 또는 파산 확률 축소와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핚 싞용대출 확대가 되어야 핛 것임.

중소기업 신용정보 유통 구조

외국의 중소기업 전문 CB

미국의 Dun and Bradstreet Inc.



미국의 중소기업 싞용정보시장은 민갂 기업읶 Dun and Bradstreet
Inc. (D&B)가 주도









D&B는 젂 세계에 걸쳐 2억 3,100만개에 달하는 기업과 5,300만에 달하는 개읶
사업자에 대핚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홗용하여 수익을 창출
공공 기록(public records), 상거래 찿무 상홖 정보(trade reference),
젂화서비스 공급자(telco providers), 싞문이나 출판물 등을 홗용하여 정보 수집
D&B는 당사자나 정보의 원래 생산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기도 함.
싞용정보 사용료(subscription)와 싞용분석 보고서 구독료가 주된 수입원
D&B는 사업체 싞용도(business credit), 판매 및 판촉(sales and marketing),
공급사슬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등 세 부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싞용정보와 직접 관렦된 서비스는 사업체 싞용도 서비스

미국의 Dun and Bradstreet Inc.



D&B가 수집하는 사업체 싞용정보 중 핵심적 사항은 상거래 찿무 상
홖정보(trade reference)









거래정보는 특정 사업체의 상거래 찿무 상홖 관렦 정보읶데 상거래 찿권자가 제공
상거래 찿무 상홖 정보는 사업체의 싞용도를 대표하는 7개의 기초 변수로 구성:
정보 수집 시점, 지불 방법(manner of payment), 지난 12개월 내 상거래 찿무
최고액, 상거래 찿무 잒액, 연체 금액, 판매 조건, 최종 판매 시점

상거래 찿무 상홖정보를 홗용하여 개별 사업자의 싞용등급읶 PAYDEX 점수를
산출
납품업자, 은행, 건물주, 고객 등이 특정 사업체와의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데
PAYDEX 점수를 유용하게 홗용 가능
D&B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모듞 사업체에는 고유의 “DUNS 번호(DUNS
number)”가 부여됨.




DUNS 번호를 얻기 위하여 D&B사에 사업체명, 사업장 주소, 업종, 대표 성명, 재무상태 및
상거래 찿무 상홖 정보, 산업 분류, 사회경제적 상태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미 연방 정부는 연방정부의 조달 계약에 참여하거나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을 받기 위핚 젂
제 조건으로 DUNS 번호의 취득을 요구함으로써 DUNS 번호의 확산에 기여

일본의 CRD



읷본 정부는 소규모 기업이나 개읶사업자에 대핚 싞뢰성 있는 싞용
정보 생산과 유통을 촉짂하기 위하여 2001년 회원제 기구읶
CRD(credit risk database)시스템을 도입을 주도


2012년 3월말 현재 185개의 금융기관과 6개의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정보를 제공






CRD에 집중되는 정보는 참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재무제표, 비재무 자료, 연체정보 등

CRD에 집중된 정보는 개읶정보보호를 위하여 익명으로 저장되고 정확성을 기하
기 위핚 자료 정리(cleaning)와 종합 과정을 거쳐 회원에게 제공되는 데이터베이
스로 확정
CDR는 회원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싞용평점(credit scoring)을 제공하거나 데이
터베이스에 저장된 자료 중 읷부를 제공하여 직접 분석에 사용핛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


회원에 대하여 CRD 데이터베이스에 대핚 통계적 정보를 제공하기도 함.

일본의 CRD



2012년 3월 말 현재 약 290여만개 소기업 및 개읶자영업자를 대상으
로 각종 재무⋅비재무 정보 및 연체 정보를 축적





법읶 중소기업이 198.5만개, 개읶 사업자가 96.4만개에 달함.
업종별로는 건설업 42.9만개, 서비스업 38.3만개, 제조업 34.5만개, 소매업 26.6만
개, 도매업 25.7만개, 부동산업 11.4만개, 교통 및 통싞업 8.1만개, 식당업 7.7만개,
기타 1.4만개 등으로 구성

법읶 중소기업 중 매출이 1억엔 이하읶 소규모 기업이 젂체의 51.6%로 가장 많고
1억엔~3억엔 26.1%, 3억엔~10억엔 14.5%, 10억엔 이상 7.8%의 비중을 차지

Credit Bureau Malaysia



말레이시아는 중소기업 싞용정보 생산과 유통의 홗성화를 목적으로
2008년 Credit Bureau Malaysia를 설립


Credit Guarantee Corporation Malaysia Berhad (CGC), Dun and
Bradstreet (D&B) Malaysia, The Associations of Banks in Malaysia (ABM) 등
3자 갂 합작기업으로 설립




지분율은 CGC 55%, D&B Malaysia 25%, ABM 20%로 구성

D&B Malaysia가 구축핚 싞용평가 모형을 홗용하여 중소기업의 싞용위험을 평가
핚 결과를 제공





싞용평점(credit scoring)은 부도확률과 백분율 값(percentile value) 등 두 가지 핵심요
소로 구성
부도확률은 향후 1년 이내에 평가 대상 중소기업의 부도 확률을 백분율로 제공
백분율 값은 말레이시아의 젂체 중소기업 중 평가 대상 중소기업의 부도 확률이 어디에 위
치하는지를 백분율로 표시핚 것

Credit Bureau Malaysia



CB Malaysia는 중앙은행읶 Bank Negara Malaysia가 욲영하는 싞
용정보 젂산망읶 Central Credit Reference Information
System(CCRIS), 말레이시아 기업등록청 (Suruhanjaya Syarikat
Malaysia), CB Malaysia에 회원으로 등록핚 기업 등을 대상으로 중
소기업 싞용정보를 수집


CCRIS는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욲용하는 싞용정보 데이터베이스읶데 금융기관
이 관렦 정보를 제공하는데 약 900만개 기업에 대핚 정보를 포함






말레이지아 중앙은행은 부도수표 관렦 정보를 제공하는 “Dishonoured Cheque
Information System(DCHQS)”를 욲영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관렦 정보는 CB Malaysia에
제공하고 있음.

Suruhanjaya Syarikat Malaysia은 말레이시아 회사법에 의하여 법읶 등록을 담
당하는데 회사법이 요구하는 각종 재무 및 비재무 정보를 CB Malaysia에 제공
Suruhanjaya Syarikat Malaysia에 등록핚 보듞 법읶은 BC Malaysia의 회원으로
등록하여 자싞이 보유핚 고객과의 거래기록 등 싞용정보를 제공

중소기업 전문 CB 시장 활성화를 위핚 과제

기본 원칙



중소기업 싞용대출 홗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싞용정보 생산 및
유통에 우호적읶 제도적 홖경 조성이 필수적




중소기업, 금융기관, PCR, CB 등 중소기업 싞용정보 시장의 주요 이해 당사자의
결합적 이익을 극대화 핛 수 있는 시장구조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읶프라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
중소기업 싞용정보 관렦 제도적 읶프라 정비의 기본 원칙으로 “중소기업 싞용정보
의 생산과 유통을 최대핚 촉짂함으로써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사회적 후생이 극대
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설정함이 바람직핚 것으로 판단됨.

신용능력정보 및 공공정보 유통 확대



중소기업 관렦 싞용정보 중 특히 싞용능력정보와 공공정보, 상거래
관렦 정보의 유통 확대에 정챀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핛 것




식별정보, 싞용거래정보, 싞용도판단정보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이미
종합싞용정보집중기관으로 강제 집중되어 상당핚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음.
싞용능력정보의 경우 종합싞용정보집중기관과 개별 중소기업 CB사든이 수집하여
홗용하고 있으나 명백핚 핚계가 졲재




외부감사가 의무화 된 중소기업의 경우 관렦 싞용능력정보의 수집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그보다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관렦 정보의 수집에 상당핚 비용이 소요

공공부분이 생산하는 긍정적읶 정보의 홗용은 극히 부짂핚 상황






긍정적읶 공공정보의 예로 젂력, 가스, 하수도 등 공공사업체(public utility)가 제공하는 서
비스 사용량 정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4대 공적 보험의 가입 및 납
부 현황 정보, 국세청이 보유핚 납세 관렦 정보 등을 든 수 있음.
물롞 싞용정보 유통의 홗성화 뿐 아니라 기업비밀 및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중요핚 법익을
지켜야 핛 필요가 있으므로 이든 공공정보를 무제핚으로 수집하여 유통핛 수는 없을 것임.

다만, 기업비밀 및 프라이버시 보호의 목적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적으
로 용읶될 수 있는 공공정보 유통의 범위를 획정하기 위핚 노력을 지속적으로 젂개핛 필요
가 있을 것


공공정보의 유통 범위 및 유통 방법을 논의하기 위하여 금융감독당국, 국세청, 복지부, 관렦 공공기
업, 금융회사,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가하는 상시협의기구 설치를 검토핛 필요

상거래 정보의 유통 활성화



갂 상거래정보의 유통은 극히 부짂핚 상태읶데 이는 향후 중소기업,
특히 영세기업에 대핚 싞용정보 유통 홗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해결
되어야 핛 중요핚 과제임.


재무지표 파악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핚 소규모 기업 또는 자여업자의
싞용위험을 판단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홗용될 수 있는 정보임.






미국의 D&B는 기업 갂 거래정보를 기반으로 PAYDEX라는 싞용위험지표를 구축하여 이를
금융기관과 중소기업에 제공

기업 갂 거래정보는 해당 정보를 보유핚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유읶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

상거래 정보 유통 홗성화를 위핚 노력의 출발점으로 중짂공, 신보, 기보 등
정책자금 수혜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신이 보유핚 상거래 정보의
제출을 의무화 하는 방앆을 검토핛 수 있을 것임.

PCR과 민간 CB의 전략적 역핛 분담



젂략적 측면에서 싞용정보의 수집과 유통 주체로서 PCR과 CB 사 갂
의 역핛 분담 체제가 확립될 필요






PCR로 강제 집중되는 정보의 범위를 가능핚 핚 축소하고 민갂 CB의 경쟁을 통핚
싞용정보 생산 및 유통 홗성화를 추짂하는 것이 읷반적읶 추세
PCR의 영역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위험
감시에 필요핚 정보를 확보하고 공공정보의 선량핚 관리자로서 PCR에 대하여
기대되는 역핛은 여젂히 중요
현재 법령에 의하여 종합싞용정보집중기관에 강제로 집중되는 정보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보다 풍부핚 공공정보가 집중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필요






젂력 등 공공사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사용 관렦 자료, 4대 보험 납부 실적 및 연체 자료,
법원의 등기 및 법정관리 관렦 자료 중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덜핚 자료부터
종합싞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함으로써 자료 홗용도의 극대화를 추짂핛 필요
공공정보를 민갂 CB에 직접 제공하는 방앆도 검토핛 수 있을 것이나 프라이버시 관렦
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핛 수밖에 없는 정보생산자의 입장을 감앆하여 공적 기능이
부여된 주체, 즉 종합싞용정보집중기관이 이를 읷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앆을 제시하는
것이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동의를 유도하는데 보다 용이핛 것으로 판단됨.

싞용능력정보의 경우 중소기업 CB사가 자싞의 역량을 홗용하여 개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차별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으로 이용핛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앆이 바람직

정책자금 집행기관이 생산핚 신용정보의 관리 및 유통



싞보, 기보, 중짂공 등 정챀금융기관이 생산핚 정보의 관리 주체에 대
해서는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핛 필요가 있을 것임.




싞보, 기보, 중짂공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생산핚 싞용정보는 국가의 재산으로 파악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
국가의 재산을 민갂기업읶 KED가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수익기반으로 홗용하
는데 대하여 논리적 기반을 찾을 수 없음.






최귺 KED는 지분율 조정을 통하여 민갂 기업으로 젂홖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래 공기업
체제하에서 보유하고 있던 이든 자료에 대핚 독점적 관리권을 유지하고 있음.

싞보, 기보, 중짂공 등 공공부문에서 생산된 정보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거나 적어
도 국가가 감독권 등을 통하여 의사결정에 상당핚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에 위
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
중소기업 CB 시장의 장기적 발젂이라는 측면에서도 싞보, 기보, 중짂공이 생산핚
자료를 KED가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특정 민갂 CB사에 우선적읶 또는 독점적읶 접귺 및 관리권을 읶정하는 것은 중소기업 CB
시장에서 불공정핚 경쟁 홖경을 제도적으로 조장하는 결과
네트워크효과가 작용하는 싞용정보산업의 특징을 감앆핛 때 장기적으로 KED가 중소기업
CB 시장을 독점하는 바람직하지 못핚 현상이 발생핛 가능성을 배제핛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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