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제1의 Global Commercial Credit Bureau, 국내 제 1의 금융 인프라 그룹인 NICE의 일원.

NICE디앤비는 국내와 해외의 모든 기업을 아우르는 국내 최고의 기업신용정보 인프라 회사입니다.

Source of Insight 기업신용평가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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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 결과는 대기업 납품·공공기관 입찰 뿐 아니라, 기술경쟁력과 함께 금융거래 의사 결정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NICE디앤비의 신용평가등급은 전문 연구원들이 피평가사의 재무, 사업,

기술 상태를 직접 심사해 산정하며, 신뢰성있는 평가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 신용평가(CLIP)

■협력회사 리스크 관리(NRM)

■조달청·공공기관 입찰용 기업신용평가

■기술신용평가(TCB)

기업신용평가

Enterprise

Credit

Evaluation

Source of Insight 기업신용평가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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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2)2122-2550/2542/1317    clip@nicednb.com

서비스 개요

서비스 특징

서비스 구성도

•�CLIP�신용평가�보고서 : 기업개요정보와 신용평가등급, 피평가사의 재무/비재무 현황을 시각화한 

자료는 물론 신용평가 연구원의 종합 의견 등 다양한 신용평가 컨텐츠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입니다.

•�신용모니터링 : 여신기관 및 신용정보(CB)컨소시엄으로부터 입수한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신용평가가 

완료된 회사의 실시간 신용 변동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서비스입니다.

체계적인�거래위험�관리

•협력회사 리스크 관리 시스템(NRM) 운영을 통한 실시간 부실위험 정보 제공

•수시 평가체계 구축으로 이슈 발생시 신속한 대응 가능

거래기업�데이터�확보

•800만 기업정보 DB를 활용하여 협력회사 현황정보 제공

•기초데이터(Raw data) 제공으로 협력회사 정보 활용 극대화

구매정책�수립�공정성�확보

•거래 관계에서 독립된 제 3자인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반영하여 정책의 공정성 확보

•구매절차 내 합리성과 객관성 확보, 투명한 구매정책 운영 가능

민간부문 협력회사 신용평가 CLIP 서비스는 협력회사의 선정/관리를 위해 협력회사의 상거래 신용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내용을 등급화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NICE디앤비의 CLIP 신용평가 보고서는  

산업별 300대 주요 대기업에서 신용인증서로 채택한 가장 공신력 있는 기업신용평가 보고서입니다.

민간부문 협력회사 신용평가

협력회사

구매기업
원청사

(1) 협력사 등록 신청

(4) 실
사
 방

문
 및

 평
가

(6
) 협

력
사
 정

보
 조

회

(2) 신용평가 보고서 제출 요청

(3) 신
용
평
가
 신

청

(5
) 신

용
평
가
 결

과
 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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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요

NRM(NICE Risk Monitoring) 서비스는 NICE디앤비만의 특화된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기업 부실과 상관관계가 높은 정보의 

변동 내역을 반영하여 협력회사의 사업중단 위험성을 수치화된 등급으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협력회사를 관리하며, 하도급 분쟁 및 관련 비용 증가 등의 위험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NRM 등급은 등급기준(7등급), 신호등 체계(3단계) 등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각 기준 별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협력회사 리스크 관리
(NRM, NICE RISK MONITORING)

서비스 구성도

서비스 특징

NRM 등급 정의

NICE
디앤비

협력사 원청사

신용평가신청
협력사

신용평가데이터 제공

협력사NRM등급/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제공

對 협력사 NRM 서비스

신용평가보고서 발급

WIN-WIN

1.�차별화된�동태정보�반영 2.�정기�신용평가의�적시성�보완 3.�편의성�제고

·법인/대표자 소유 부동산권리변동정보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 미지급정보
·금융권 대출 단기연체정보
· 중소기업의 신용도와 밀접한 상관관계 있는 

대표자 개인신용변동정보

·중간평가 결과 반영
·수시 정밀실사 결과 반영
·실시간 입수자료 반영

·다양한 형태(7등급, 신호등 체계 등)의 결과 제공
·원청사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활용 확장성 
   극대화 지원

등급 등급정의 신호 신호정의

NRM 1등급
우량한 상거래 신용도를 보유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충분한 수준

정상
현재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인정되고 현실화된 위험신호가 
감지되지 않아, 안정적인 거래 관계가 가능한 상황

NRM 2등급
양호한 상거래 신용도를 보유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상당한 수준

NRM 3등급
평양호한 상거래 신용도가 인정되나,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은 다소 제한적인 수준

NRM 4등급
단기적 상거래 신용도가 인정되나,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은 제한적인 수준

NRM 5등급
단기적 상거래 신용도가 인정되나,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은 미흡한 수준

주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하여 사업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은 수준으로 현재의 신용능력, 거래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거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

NRM 6등급 현 시점에서 신용위험 발생가능성이 내포된 수준

위험

현재 채무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채무상환능력 부족으로 채무
불이행 발생 가능성이 높아 협력사의 고강도 자구 노력 및 구매 
대기업의 거래 중단, 물량 축소, 대체업체 발굴 등의 조치를 검토
해야 하는 상황NRM 7등급 현 시점에서 신용위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

‘對 협력사 NRM 서비스’란?

02)2122-2550 문의처: clip@nicednb.com

對 협력회사 NRM 서비스는 원청사에 제공하는 협력회사의 NRM 등급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를 협력회사에도 동일하게 제공해, 

자사 신용문제발생 사전대비 및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사 신용 리스크 모니터링 서비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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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신용평가 서비스 (NRM3)

동반성장컨설팅

‘동반성장컨설팅�서비스’란?

• 대기업은 협력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해 NICE디앤비 재무진단 서비스를 통한 경영 개선책 및 

신용관리를 위한 방안 제시 및 (협의 시 추가 진행) 세무 위험 사전 진단 및 관리 방안을 위한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

서비스�특징��

•  NICE디앤비의 동반성장컨설팅은 1) 현장 실무중심의 컨설팅, 2) 해결책 강구 및 실행 방안 제시, 

   3) 전문 평가 연구원 참여로 협력 중소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컨설팅을 수행함 

서비스�구성

• 재무진단 서비스: 사업 및 재무 분석 그리고 기업신용관리 방안에 대한 컨설팅으로 회계자료를 기반으로 

정량적 분석을 통한 재무 현황 진단 및 신용등급 및 현금흐름등급 개선 방안을 제시함

• 세무 컨설팅 서비스: 장부기장, 세무조정, 각종 세금 신고 조언 및 세무위험 사전진단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함

민간부문 상생협력 지원 서비스

문의처:  02)2122-2550    clip@nicednb.com

‘자사�신용평가�서비스’란?

• 입찰제한, 협력사 등록 탈락, 위험업체 선정에 활용되는 자사의 신용정보를 사전에 확인, 분석함으로써 

건전성 관리 및 강화를 위한 자사 모니터링 서비스임

서비스�특징

• NICE디앤비의  NRM등급은 기업의 부실 위험 정도를 등급화한 지표로 신용등급, 여신정보, 부가세정보, 

여신정보, 국민연금정보, 대표자 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반영되어 상시 변동되는 자사의 등급을 산출함

서비스�구성

• 현 시점의 자사 신용등급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자사의 신용등급(평점), 평가의견은 물론이고 등급 변동현황 

및  동종업계 비교 분석 뿐 아니라 자사의 개선포인트 등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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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2)2122-2308/1350/1339    pps@nicednb.com

조달청·공공기관 입찰용 기술등급(TCB) 금융기관제출용(당좌거래용) 기업신용평가

조달청·공공기관 입찰용 기업신용평가

조달청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근거하여, 

적격심사에 활용되는 “기술능력평가”를 “기술등급(TCB)”으로 

대체하여 의무화하였습니다.

금융기관과 기업은 NICE디앤비의 전용 사이트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당좌개설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은 기업의 당좌거래 개설/지속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NICE디앤비는 은행연합회가 지정한 ‘금융기관 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기관입니다.

조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물품, 용역, 시설공사의 낙찰자 및 다수공급자(MAS) 선정 시 입찰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기업신용평가등급”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공공기관 입찰용 기업신용평가 업무를 시작한 NICE디앤비는 

조달청·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1위 업체로 그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 발행번호 : 1121130-202103-001

■ 교부일자 : 2021/03/16 

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주)나이스디앤비 
귀사의 의뢰에 의해 실시한 기업신용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기업명 (주)나이스디앤비 기업신용평가등급

대표자 노영훈 본 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법인등록번호 110111-2629347

사업자등록번호 107-86-24874

재무결산기준 2019년 12월 31일
에 준하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임

등급평가일 2021년 03월 10일 e-2+
등급유효기간 2021년 06월 30일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217 (아현동)

본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작성되었습니다.

본 확인서의 활용에 따른 판단이나 결정에 대하여 (주)나이스디앤비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조달청,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입찰용 경영상태평가 또는 업체 심사용으로
활용됩니다.

나이스디앤비는 본 확인서의 유효기간내에 대상업체의 신용상태에 변동이 있을 시 평가를 재실시
하고 그 결과를 수요 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기업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과 별도의 등급으로서 회사
채, 기업어음 등 유가증권의 상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며, 상장사 공시용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본 확인서에 대한 사실관계 및 등급 진위여부 확인은 홈페이지(http://www.nicers.co.kr) 하단의
'등급 진위여부 확인'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확인서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나이스디앤비 고객지원센터(02-2122-2308)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점유율1위/검증된�평가역량

•가장 많은 중소기업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외공신력

• 정보통신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대한건설협회 

등 전국 최다 170개 이상 주요협회 조합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회원사에게 양질의 기업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정확한�서비스

• 업계 최단기간 소요 급행서비스와 함께, 정교한 

평가모형을 통해 중소기업의 실정과 경쟁력을 정확히 

반영한 평가등급을 제공합니다.

고객지원서비스

• 다양한 무료교육 및 세미나를 통해 기업신용평가등급 

및 공공기관 입찰 제도 전반에 대한 고객의 이해도를 

배가시켜 드립니다.

기업신청�전용�사이트�:�www.nicers.co.kr

금융기관�조회�사이트�: www.ca-bank.co.kr

조달청�입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 5~10점 반영 

•「물품구매적격심사」10점 반영 

공공기관(공공구매제도)�입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 5~10점 반영 

조달청·공공기관 입찰용

기업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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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평가는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게 보다 좋은 조건으로 여신/투자 등의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최근 기술신용평가를 통해 은행 대출심사, 벤처캐피탈 및 투자기관의 

투자의사 결정, KRX상장심사, 조달청 입찰 등의 과정에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NICE디앤비는 기업의 신용정보와 기술정보를 결합해 산출한 '기술신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와 금융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특징

중소기업평가에�최적화된�사업�구조

•공공기관 입찰 및 구매 대기업 협력업체 신용평가 등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

•연간 4만 개 이상의 평가 수행으로 항시 최신화된 기업정보 보유

•최신 기업정보 보유에 따라 기술평가 시 절차 간소화 가능

국내�全�지역을�커버하는�실사�Network�구축

•자체 전담인력 충원 및 특허법인, 기술거래기업 업무 제휴

•효율적 인력운용을 통해 성수기 평가적체 최소화

동�업계�최대�고객지원(CS)�센터�운영

•CTI(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등 최적의 고객응대 시스템 구축

활동영역 평가서�종류 신청기준 평가서�목적

여신지원

표준 기술신용평가서
금융기관
(은행)

•일반 및 온렌딩 대출 관련 신규(최초) 평가 시
   (단, 은행 내부 기준에 따라 약식평가서 신청 가능) 

약식 기술신용평가서
•일반 및 온렌딩 대출 관련 재평가 시
   (단, 은행 내부 기준에 따라 표준평가서 신청 가능)

투자지원 기술평가서[투자] 투자기관 해당기업 •성장사다리펀드, 증권금융,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한 투.융자 자금 지원 시

상장지원 기술신용평가서[상장특례] 상장주관사
•한국거래소 기술상장기업 특례상장 제도를 통한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및
   코넥스 특례상장 신청 시

공공입찰(조달지원) 기술등급확인서 해당기업 •공공기관 입찰 및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기술신용평가서 종류 및 주요내용

투자용 TCB 서비스 소개

투자용�TCB�평가�:�투자유치를�검토하는�기업의�성장�가능성�및�기술력�파악

•투자 대상 기업발굴을 위한 심사기간 단축 및 딜소싱(Deal Sourcing) 업무 활용 가능

특례�상장�평가�:�기술력이�우수한�기술성장기업에게�외부�검증기관의�전문평가�후�상장�기회�부여

•전문평가기관 중 2개 기관의 기술평가 결과가 A등급 & BBB등급 이상 획득 시 상장예비심사청구자격 부여 

기술�가치�평가�:�사업화�하려는�기술�또는�사업화�된�기술이�사업을�통해�창출하는�경제적�가치�평가

•기술이전(기술매매)·현물출자·전략사업화(분사/M&A) 진행 시 보유 기술에 대한 정확한 가치 산출 제공

 
문의처:  02)2122-1334/1336    ohtg@nciednb.com / wschang@nicednb.com

02)2122-1300 gotcb@nicednb.com문의처:

기술신용평가
(TCB, Tech Credit Bur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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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디앤비는 기업신용정보 서비스인 CREPORT를 통하여 광범위하고 신뢰성 있는 기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정보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NICE 그룹에 집적된 정보 처리 노하우와 금융권 평가모형 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신용위험지수를 적시에 

제공하여 효율적인 경영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합 기업신용정보 서비스(CREPORT)

■국내외기업정보 Open API 서비스

■고객 맞춤형 영업지원 및 판매처 관리 솔루션(Sales Manager)

■기업신용 리스크 컨설팅

기업신용정보

Enterprise

Credit

Evaluation

Source of Insight 기업신용평가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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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2)2122-2559/2334    creport@nicednb.com

국내 기업의
상세현황 정보

다양한
기업상태정보 제공

신뢰성 있는
기업신용등급

신속하고 정확한
실시간 신용정보

재무제표의
종합진단/분석

사용자 맞춤형
보고서

통합기업신용정보 서비스
(CREPORT)

서비스 개요

서비스 특징

CREPORT는 국내 약 900만개 기업(2020년 기준)에 대한 개요, 현황, 

재무정보 및 각종 분석정보, NICE디앤비 자체개발 기업등급, 국내신용평가사 

신용등급,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 판단정보 및 신설법인정보 등 국내 최대의 

기업정보를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조회하여 마케팅 대상 선정 및 거래기업에 

대한 각종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제공정보

재무정보

•재무제표

•재무지표

•재무진단

•재무분석

대표자정보

•기본 인적사항

•주요 경력사항

•대표자 신용정보 등

산업·그룹정보

•산업재무

•산업통계

•산업분석

•그룹개요

•그룹재무

•그룹지분구조 등

기업개요

•기업개요

•사업현황정보

•기업 재무정보 및 재무분석

•신용등급 및 종합의견

•경쟁기업비교분석 등

기업신용정보

•채무불이행정보

•국세체납 및 행정처분정보

•당좌거래정지정보

•휴폐업정보

•여신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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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화면 예시

신용 모니터링 항목

통합기업신용정보 서비스
(CREPORT)

모니터링�구분 기업 대표자 설명

신용등급정보 기업 CRI 등급 (대표자 CB점수 반영)

신용
정보

신용판단정보 대출 및 지급보증 연체 정보

신용판단정보(신) 3개월이상 10만원 이상의 체납자(상거래 연체)

세금체납정보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연체 정보

공공정보 금융질서문란 등 금융거래법규 위반 정보

당좌거래정지정보 - 당좌 및 약속어음의 미지급 정보

단기연체정보 - 10일 이상 5만원 이상의 대출금 단기 연체 정보

모니터링�구분 기업 대표자 설명

상태
정보

휴폐업정보 - 휴업 및 폐업 상태 정보

기업회생정보 - 법정관리, 화의, 청산 등의 기업 부실 정보

 행정처분정보 - 행정기관으로부터의 법률적 제재 처분 정보

기업변동정보 - 기업의 사명, 주소, 대표자의 변동 현황 정보

고용지표정보 - 국민연금의 월별 종업원수 변동 정보

부동산경매정보 - 기업의 보유 부동산의 경매 처분 정보

부정당체재업체정보 - 공공용역 미수행 내역 정보

단기연체정보 - - 외감 이상 기업의 공시 변동정보 모니터링 제공

우량기업/신설법인�검색

거래처�신용변동현황

업종/지역별�기업�검색

거래처�신용모니터링�메일�수신

기업�맞춤�검색

기업�상세정보�조회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방식

거래처를�시스템에�등록

CREPORT
거래처 상세정보, 
기업정보 조회

회원사거래처�불량
메일링 알림제공

거래처�불량발생
일일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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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업정보 Open API 서비스
(Open API)

서비스 특징

서비스 특징

Open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를 

의미합니다. 국내 최대 기업신용정보 제공기관 NICE디앤비는 OpenAPI 사용자 및 개발자를 위한 서비스 

포탈을 통해 900만 국내 사업자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세계 각국의 D&B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구축된 총 

100여개의 국내외 기업정보 API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API 상품은 통신, 유통, 제조 등 다양한 산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표준화되어 

있으며 대내외 서비스 개발 목적에 따라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이 가능합니다.

Easy

편리한�API

이용신청

• 국내외 기업정보에 가장 

쉬운 접근을 제공

• API 상품 선택에서부터 

테스트 및 이용 신청, 

사용현황 관리 전체 서비스 

환경을 제공

Fast

최신�데이터�이용

&�빠른�고객지원

• 호출시점의 현행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최신 기업정보를 제공

• Swagger 문서와 다양한 

표준 개발가이드를 통한  

개발자 지원도구 마련

• 신속한 고객지원 핫라인 운영

Exact

정합성�높은

데이터�운영

• D&B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국내외 최대 기업정보 

커버리지

• 최대규모 데이터베이스 관리 

조직을 활용한  정합성 높은  

데이터 제공

Stable

안정성�높은

통신환경

• 전용 서버와 최신 

게이트웨이(Gateway)

• 안정성 및 보안성 높은 

서비스 환경 제공

• 무중단 서비스로 안정적인 

대외 서비스 제공을 지원

기업검색�기업검색 API를 활용하여 오픈 플랫폼, 

채용정보사이트 등 다양한 웹 및 모바일 서비스에 국문 기업명 

검색 기능을 구현

기준정보�구축 기업개요, 경영진정보, 그룹정보, 재무정보 

등 다양한 기업정보 API를 활용하여 기준정보를 구축하고 

운영(MDM) 할 수 있으며, SAP, ERP등 내부 시스템에 연계

입점심사 기업개요, 신용등급 API를 활용하여 오픈마켓 

및 각 분야별 유통 플랫폼 운영 시 간편 입점신청/입점심사, 

기업정보 입력 자동화 등의 서비스를 구현

가맹점�관리 기업개요, 휴폐업정보, 단기연체정보 등의 API를 

활용한 가맹점 심사와 거래 리스크 관리(RM) 지원 서비스 구현

기업�지도 기업좌표 API를 활용한 위치기반 기업정보 

서비스 구현

민간데이터

기업검색

공공데이터

기준정보�구축

D&B데이터

입점심사

금융데이터

가맹점�관리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API상품별 설명은
NICE디앤비 OpenAPI 포탈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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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 담당자 1. 거래처별
 경보등급 제공

동태징후점검 동태징후점검 사후조치관리

영업 담당자
3. 동태징후 정검
  실시 및 위험거래처
  조치사항 등록

4. 등록된 조치사항
   승인/ 거절

2. 위험거래처 경보 및
  등급 별 조치사항 확인    

우량거래처 A
(거래 Up, 인센티브 Up)

정상거래 B
(거래유지)

위험거래처 C
(거래 Down, 담보 Up, 채권회수)

Sales Manager

고객 맞춤형 영업지원 및 판매처 관리 솔루션
(Sales Manager)

서비스 개요

서비스 구성도

서비스 특징

고객사가 자체 관리하는 내부정보와 NICE디앤비가 제공하는 신용정보를 결합한 종합 신용관리 솔루션으로, 고객사 맞춤형 거래

처 신용등급과 법인영업을 위한 기초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거래처별�조기경보등급�제공

•외부등급(신용평가사 제공)과 내부거래 실적을 반영하여

   기업 맞춤형 평가등급을 매월 제공

•경보등급별 위험수준에 따른 채권관리 및 영업관리

   전략을 수립 가능

신속한�사후관리�지원

•위험거래처 발생시 영업담당자에게 자동으로 메일 알람

•영업담당자가 담당 거래처의 경보등급별 관리지침 및

   사유를 조회/등록

•시스템을 통한 즉각적인 조치 및 채권관리 기준 운영

영업담당자의�거래처�점검기능

•영업담당자가 거래처의 현장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담당거래선 관리를 강화

•경보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어도 부실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동태징후를 점검 가능

맞춤형�기능�강화

•고객사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Admin 기능 지원

•다양한 기업 및 모니터링 정보 조회 기능 등 부가기능 강화

•거래처별 조기경보 보고서 생성

02)2122-2536 salesmanager@nicednb.com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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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manager@nicednb.com

기업신용 리스크 컨설팅

서비스 개요

서비스 특징

NICE디앤비의 전문인력은 다양한 금융기관의 여신 및 리스크 관리 분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축적된 풍부한 신용평가 솔루션 개발 및 컨설팅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사적 관점에서 고객사의 기업신용위험관리를 위한 리스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프로젝트로 진행하며, NICE디앤비의 컨설턴트가 고객사에 적합한 평가모형을 개발해 드립니다. 

•종합적 지표분석을 통해 부실화를 대비한 위험지수를 산출합니다.

•전통적인 모형 개발 방법론과 Big Data 기반의 최신 기법(Machine Learning 등)을 활용하여 최근 시장환경과 내부환경에

   특화된 평가모형을 제공합니다.

•국내외 최대 기업정보를 토대로 최적의 서비스를 맞춤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구성도

�국내�신용평가

고객의 현황과 전략을 반영하는 

기업신용평가

조기경보

부실가능기업 사전 예방 및 

자산건전성 제고

�국외�신용평가

D&B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특화 기업신용평가

거래 상대방의 신용상태 파악을 통한 
고객의 안정성 & 업무 효율성 제고

A1

등급구분 부도율 구성비

1 0.0% 2.8%

2 0.7% 4.9%

3 2.1% 8.9%

⋮

6 8.0% 19.3%

7 16.4% 8.1%

⋮

등급구분 부도율 구성비

정상 5.1% 78.8%

관찰 20.8% 11.6%

주의 52.0% 6.2%

경고 74.2%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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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2)2122-2317    nathan@nicednb.com

NICE디앤비는 세계 최고 기업정보 솔루션 기업 D&B의 서비스를 국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오래전

부터 이용해 온 전세계 200여 개국, 4억 개 이상의 최신 고품질 데이터를 바탕으로 NICE디앤비와 함께 세계로 진출해보세요.

■국제사업자등록번호 (D-U-N-S  NumberⓇ)

■기업 신용 조사(D&B Report, BIR)

■기업정보 통합 검색 플랫폼(D&B Hoovers / GRS)

■Compliance 및 AML 솔루션(D&B Onboard)

■해외기업정보 Open API (D&B Direct+)

■기업정보 DB 기준정보 구축 및 정비(MDM, DR)

■수출 지원 서비스

■해외 시장 조사 서비스

글로벌

Global

Source of Insight 기업신용평가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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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업자등록번호
(D-U-N-S  NumberⓇ)

서비스 개요

D-U-N-S  NumberⓇ(The Data Universal Numbering System)는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국제사업자등록번호’로서 

외국정부기관 납품 또는 다국적 기업과의 거래 등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필수적인 글로벌 표준 기업식별코드입니다. 

NICE디앤비를 통해 발급받은 던스번호 및 그 인증서는 회사 홈페이지 및 이메일 등에 게시하실 수 있으며 미국연방정부, FDA, 

글로벌 대기업 등에 기본 정보로 제출하는 등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특징

서비스 샘플

NICE D&B
D-U-N-S Number Ⓡ

(국제사업자번호)

획득
Fortune 300 기업 중 90%가

이용중인 D&B DB에 등록
홍보효과

주한미군 거래,
각국 정보기관 납품 등의

필수요건

글로벌기업
거래업체 등록의

필수요건

D&B
Database

등록

주요
글로벌기업

거래기본자격

해외
정보 / 공공기관
거래기본자격

D-U-N-SⓇ Number 인증서 예시

<등록회사�웹사이트>

등록/인증  및  인증  Seal 부여

등록신청

회사명, 주소,
대표자, 전화,

팩스 등 정보제공

기업명
주소

등록번호
설립일자

산업분류코드
종업원수

수출입여부

기업정보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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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용 조사
(D&B Report, BIR)

서비스 개요

보고서 샘플 제공 내용

전세계 200여개국에서 고객사의 의뢰기업을 조사하여 각종 기업정보 및 D&B신용평가등급과 함께 제공하는 기업조사보고서로 

D&B보고서라고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기업평가보고서이며 180여년의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D&B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 각국의 지사와 현지조사원이 의뢰기업을 조사하고 평가하며, 수집가능한 최신정보를 

제공합니다. 기본형 보고서(Business Information Report)와 심화형 보고서(Comprehensive Report)의 두 가지 유형이 

제공됩니다.

Summary�(요약)

•사업정보, DUNS 넘버 등

Rating�(등급)

•신용등급 표기 및 해석

Payment�Summary

(대금지불성향분석)

•지불성향,방법 등을 분석

•대금결제 성향 파악

Finance�(재무제표)

Public�Filing�(공공기록)

•소송, 재판, 파산신고 등

Operation�(운영)

•지배구조, 영업상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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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 통합 검색 플랫폼
(D&B Hoovers / GRS)

서비스 개요

서비스 구성도

D&B Hoover's

• 세계 각국에서 현재 사업을 영위 중인 1억 7천만개 이상의 기업정보, 13백만명 이상의 

인물정보, 각종 산업분석보고서, 경쟁사정보, 리스크지표, 주요뉴스 등을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업정보 특화 검색 플랫폼입니다.

• Marketline을 포함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연구보고서(Research Paper) 등을 추가 

과금없이 무제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상위계정기준)

GRS 서비스 개요
GRS

D&B가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4억여 개 이상의 기업정보를 국가, 산업,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다양한 기준으로 검색 및 조회 할 

수 있으며, 기업정보와 기업관계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전 세계 4억여 개 이상 기업정보 즉시 & 무제한 조회 가능
2. 개요정보를 통한 간편검색, 상세정보를 이용한 조건검색 가능
3. Family Tree를 통해 해당 기업의 타국에 위치한 모회사 - 자회사 관계까지 파악

서비스 제공항목
Company�Records�(기업정보)

Company�Records�(기업정보) News�(미디어정보)

Industry�Records�(산업분석정보)

제공정보 평가서�목적

Full Overview 영위 업종, 시장상황, 기업현황, D-U-N-SⓇ Number 등

History 기업 연혁

Industry 산업분류표상 해당기업의 영역 / 전문가 산업전망 (동영상)

Products Operation 상품별 매출 / 국가별 매출 / 취급 상품 리스트 등

Competitive Landscape 주요 경쟁사 재무제표 비교 자료

People 대표자, 주요 임원의 인물 정보

News 해당 기업의 미디어 자료

Financial 재무자료 / 주가 / 재무분석 / 투자의견 / 기업, 산업, 시장비교 등

연봉, 소속 기업, 업력, Biography 관련 자료 대상 기업에 대한 전 세계 미디어 자료

제공정보 평가서�목적

Overview 산업현황, 경쟁업체, 수익성 등 분석 자료

Selected Company 해당 산업 관련 주요 기업 리스트 정보 제공

Industry Watch 전문가 산업 분석 자료 (인터뷰 동영상)
News /

Web Resources
미디어와 웹 상에 나타난 관련 산업 기사 자료

Related Industries 관련 산업 리스트

�Family
Tree

GRS

각 기업의
관계 파악이 어려움 Family Tree 파악 계열사 위험 발생 시 빠른 조치 가능

GRS

e.g.  [유럽 내 종업원 수가 200명 이상이면서

매출 $ 100,000 이상인 자동차 부품 제조사]
e.g. [유럽 내 종업원 수가 200명 이상이면서 
매출 $ 100,000이상인 자동차 부품 제조사]

�Family
Tree

D&B 
Hoover's

D&B
Hoo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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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및 AML 솔루션
(D&B Onboard)

서비스 개요

서비스 특징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국제 금융·경제 제재 환경 속에서 규제준수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D&B WWN이 구축한 세계 최대 커버리지의 고품질 기업정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온보드(Onboard)’는 실제소유주 

및 지배구조 확인을 지원하고, 스크리닝(Sanction, PEP, Adverse Media)을 제공하여 보다 포괄적인 리스크 관리를 지원합니다.

한눈에�파악할�수�있는�소유자�현황

• 1억 개 이상 주주정보를 기반으로 구성된 실제 소유자 수, 소유비율, 

관계기업수, 소유자형태 등의 현황 제공

OFAC�및�미국·유럽�등�대표�Sanction�List�스크리닝

• 미국 정부, 영국 정부 및 유럽 국가들의 정부 지정 제재 리스트

   -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COMMITTEE (UN 안전보장이사회)

   -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CANADA (캐나다 외교통상부)

   -  UK FOREIGN & COMMONWEALTH OFFICE (영국 외무부) 

   -   AUSTRALIA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호주 외교통상부)

   -  To EU CONSOLIDATED SANCTIONS (유럽 연합 통합)

   -  HM TREASURY (영국 재무부)

   -  US Department of State (미국 국무부)

•   PEP List (정치적 주요인물, Politically Exposed Persons)

   - 범죄자 및 범죄자 특수관계인 등

 - 각 국가 고위 공무원, 군인, 사법부, 선출직 공무원, 정치인 포함 등

전세계�Sanction�List�및�Adverse�Medica�통합�스크리닝

 - 600백만개 글로벌 불량 미디어 정보 보유 (Adverse Media)

 - 50만개 이상의 제재 대상 기업 정보 및 10만개 이상 데이터 소스

 - 과거 15년 이상의 시계열 정보 보유

 - 총 200여개국  커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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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정보 Open API
(D&B Direct+)

서비스 개요

서비스 제공항목

NICE디앤비가 D&B WWN과 함께 구축한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정보를 Open API로 제공합니다. Open API상품인 Direct 

Plus를 통해 각 사업환경에 맞는 거래처정보관리, 공급망관리,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합니다.

항시 일정주기로 업데이트 되는 최신정보를 기반으로 국제화, 선진화된 사업 환경에 필요한 위험관리, 고객확인, 금융규제대응 

등의 솔루션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주요�항목 설명

기업개요 4억건 이상 해외기업 개요정보

재무정보 기업의 상세 재무정보

패밀리트리 기업 가계도 정보

실제소유자 지분, 경영지배권 등을 고려한 실제소유자정보

등급정보 거래신용 판단을 지원하는 등급정보

HQ(구매결정권자) 구매결정권을 갖는 계열사 정보

실제소유자/소유관계도 실제소유자와의 관계 도식화 

소액주주정보 50% 미만 지분 소유권자 정보

다우존스 워치리스트 테러, 자금세탁방지 위한 스크리닝(Screening) 정보

상세정보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를 위한 상세 정보

지배기업정보 모회사 및 본사 정보

데이터블록 원하는 정보만을 선택하여 API 구성

SEARCH�&�MATCH�API

•DB정비 및 최적검색

•조건검색

•자동완성검색

•신규조사

MONITORING

• 평균 500만개의 기업데이터 

매일 업데이트

• 업데이트 된 정보는 실시간으로 

DB연동 가능

DATA�API

•200여개국 4억개 이상의 기업정보

•개요정보

•등급정보

•재무정보

•주주정보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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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DB 기준정보 구축·정비
(MDM, DR)

서비스 프로세스

서비스 개요

D&B가 수집·보유한 전세계 200여개국 4억개 이상 기업에 대한 검증된 정보를 기반으로 회사 내부의 글로벌 기업 DB 구축 및 

정비를 지원합니다.

글로벌 표준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제사업자등록번호(DUNS NumberⓇ)에 의거한 기준정보구축을 시작으로 

오류정보·과거정보의 수정 및 업데이트, 중복데이터의 제거, 기업간 계열관계 기반 상하관계도 구축 등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특징

거래처�정보�오류�상황�개선

복수의 담당자로부터 파편적으로 수집되거나 획득시점이 오래되어 부정확한 거래처 정보에 대해 D&B WWN이 보유한 최신의 

기업정보DB를 바탕으로 수정 및 업데이트함으로써 정보오류상황을 개선하고 사내 기업정보 가치를 제고합니다.

중복�거래처�정보�제거

여러 번 중복 등록될 수 있는 거래처 정보의를 DUNS NumberⓇ기준의 단일  정보로 통일함으로써 정확한 통계 산출 및 비즈니스 

활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합니다. 

기업관계도�구축�및�리스트�예방

기업관계도 구축을 통해 거래처별 계열 관계 파악 및 소속 기업집단에 대한 통합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여 더욱 정확한 정보 수집 및 

사고 사전 예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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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 서비스

서비스 개요

서비스 내용

•글로벌�e-마켓플레이스�tradeKorea.com(무역협회),�gobizKorea(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를�통한�제품홍보

  대표 무역거래 B2B 사이트인 tradeKorea.com 및 gobizKorea.com에 제품을 등록하여, 전 세계 해외 바이어

를 대상으로 수출상품을 홍보합니다.

•마케팅�기초자료�제작

  거래제의서, 카탈로그, 모바일 카탈로그, 전시회용 리플렛, 홍보 동영상 등 마케팅에 필요한 홍보자료를 외국어로 제작합니다.

•바이어�DB�타깃�마케팅

 NICE디앤비와 수출유관기관이 보유한 바이어 DB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바이어리스트를 제공합니다.

•바이어�인콰이어리�매칭

  다양한 채널(전시회/마케팅 오피스/웹사이트 등)을 통한 세계 각국 바이어 인콰이어리를 발굴하고, 이에 적합한 수출기업과 

매칭하여 수출거래를 알선합니다.

•방한�바이어(Visiting�Buyer)�매칭

  한국 제품 구매 의사가 있는 해외 바이어가 한국 방문 시, 관심 있는 국내 업체와의 미팅 주선 및 공장 방문 등을 지원합니다.

•주요�해외�전시회�샘플�전시�대행

  해외 전시회에 수출유관기관의 부스를 운영하여 유망 수출 기업의 제품 샘플을 직접 전시하고, 이를 통해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제품홍보를 지원합니다.

•온라인�화상상담회�및�오프라인�수출상담회�개최·운영

  온·오프라인 상담회를 통해 신규 바이어 매칭 및 기존 바이어와 상호간 신뢰도를 높이고 거래조건 협의를 이끌어 냅니다.

•수출바우처�www.exportvoucher.com�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서 해외시장에 대한 차별화된 심층 분석정보(바이어리스트 포함)를 제공합니다.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

�세계�최대의�글로벌�네트워크

200여개국 4억 개 기업정보

�산업,�시장,�기업분석�역량

자체 글로벌 리서치 조직 보유

�중소기업�수출지원�노하우

수출유관기관 수출지원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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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제품

서비스 개요

보고서 샘플

세계 최대의 글로벌 네트워크, 산업·시장·기업 분석 노하우를  갖춘 당사 조사 전문 인력 및 제휴 전문가 풀을 활용해 수출 기업

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시장 조사/분석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장 개척 및 확대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보고서 콘텐츠

시장 현황 기업 분석 경쟁 제품

항목 정보

국가 정보 국가 개요, 위험등급 및 전망, 거시경제 및 무역통상 환경, 경제 지표 등

시장 규모 및 전망 산업 분석, 시장 규모 및 전망, 수출입 통계 등

시장 트렌드 정책 동향 및 이슈, 제품 트렌드, 소비 경향, 유통 트렌드, 소비자 인터뷰 등

경쟁 현황 온/ 오프라인 경쟁 제품 정보, 경쟁 기업 정보 등

유통채널 유통구조, 유통채널별 점유율, 개별 유통채널 분석, 입점 담당자 인터뷰 등

통관 및 제도 통관 및 검역, 관세율, HS CODE, FTA, 라벨링, 인증 등

전문가 인터뷰 학계, 연구원, 업계 관계자 등과의 FGI 수행

수출 제언 타깃 시장 진출 전략 제시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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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 신청     평가담당 연구원 배정     평가진행     평가결과조회
나이스디앤알의 다양한 솔루션과 서비스는 중소사업자의 사업 경쟁력 강화와 대기업-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체불예방 시스템(노무비닷컴)

■전자입찰·전자계약 임대 서비스(나이스다큐)

■동반성장 지원 서비스

나이스디앤알
NICE D&R

비즈큐 링커 주요 기능

MY 인맥으로 당신만의 인맥 비서를 고용하세요!

•17개 언어를 지원하며, 세계 최고 인식률을 자랑하는 OCR 엔진 

    탑재(직접 사진 촬영으로 명함 등록 가능)

•단순히 명함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정보, 만남이력, 주변인맥, 

    연관인맥 관리 기능을 추가하여 활용도가 높음

•인맥의 인맥을 무한대로 검색 가능

•통합기업정보 제공 - 나이스디앤비의 700만 기업정보를 기반으로 거래

   처 관리에 필요한 통합기업정보 제공(신용정보, 사업정보, 재무정보, 조

   기경보 등)

•거래처 부실위험 관리 - 부실 발생 수개월전에 거래 위험을 알려주는 부

   실예측등급을 제공해 적시에 거래처 부실 위험관리 가능

•잠재고객 발굴 - 36개 업종별 산업 전망, 주요 상품, 매출, 영업이익, 

   그룹 및 계열사 현황, 거래 기반의 각종 자료 등을 분석하여 잠재고객 발

   굴 및 추천 기능 제공

나이스디앤비 기업신용평가 조회 기능을 탑재해 평가진행 및 결과를 

한번에 편리하게 조회 및 관리 가능

통합인맥
검색

통합관리
•공개/비공개 단체 개설 가능
•개설 단체 소개 페이지 제공
•단체 가입하기, 초대 기능 제공
•최근 가입한 단체 회원 소개
•공지사항 게시판 제공

모임/행사
•단체 세미나, 모임 등록 기능
•모임 참가 신청 기능 제공
•참석 회원간 1 : N, N : N 
   명함교환 서비스 기본 제공
•SMS, 푸쉬 발송 기능 제공

회원명부
•단체에 가입한 회원 정보 보기
•단체 운영진 회원 정보 보기
•회원간 명함 교환 기능 제공
•개별 명함 교환, 일괄 교환 가능

회원사PR
•단체 회원들의 홍보 게시판 운영
•개인 PR WEB을 통해 상품, 
   서비스등을 홍보 가능
•홍보 내역 클릭시 개인에게 제공된    
   모바일 WEB 페이지 이동

통합그룹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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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Link에서 사업 홍보 자료 작성

수요/공급 키워드 등록 후 노출

판매자·수요자 자동 매칭 후 메시지 알림

신규 비즈니스 창출로 매출 증대

수요자-공급자 
매칭

기업정보
관리

자동매칭

비즈큐 링커
Matching
System

판매자 수요자

키워드 매칭

홍보
컨텐츠 등록

매칭 리스트
알림(푸쉬)

매칭 리스트
알림(푸쉬)

키워드 등록

스마트 업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명함들을 회사 자산으로 관리? 

•영업직원들의 활동실적? 

•퇴사하는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사 명함? 

•기존 고객 담당자? 

•상품을 공급하고 있는 협력사의 신용 정보 변동 내용? 

•미팅보고, 회의록, 업무 협조, 지출 결의 같은 서비스?

•나이스디앤비를 통해 비즈큐 기업 명함 자산 관리 서비스 도입시 

   30일 무료 지원

•기업의 담당자 명함을 회사에 공유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명함 자산 CRM 관리 시스템

편리한 
스마트 업무

신용평가
관리

070)7602-277002)2122-2536 bizq@bizq.krcreport@nicednb.com 현대:나이스디앤비:

나이스디앤비 영업용 브로셔(1122).indd   22-23 2018. 11. 22.   오후 5:29

NICE디앤알의 다양한 솔루션과 서비스는 중소사업자의 사업 경쟁력 강화와 대기업-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로서 협력 사업 부문]

■협력사 체불예방 시스템(노무비닷컴)

■전자입찰·전자계약 ·전자근로계약 서비스(나이스다큐)

■동반성장 지원 서비스

NICE디앤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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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제로 확인서

협력사의 신용도를 파악하기 위해 노무비닷컴 체불제로 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협력사 

모집 시, 기존 협력사 정기평가 시, 공사계약 체결 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상지급,
체불이력

주거래 원청
및 현장

대금지급
소요일

신규,�
현재�거래처

협력사
자사�홍보

금융(보증)기관,
신용평가사

체불제로
확인서

확인서�구성내용 확인서�주요제출처

1차 협력사의 체불로 인한 대위변제 손실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영세 사업자에게 임금 및 대금이 안전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구조화된 협력사 체불예방 시스템(노무비닷컴)을 제공합니다. 노무비닷컴은 체불 

문제가 발생하는 모든 산업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문 제가 심각한 건설산업에서는 협력사 

체불예방 시스템의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 이용을 통해, 근로자와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확산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요

노무비닷컴 전용계좌(=에스크로계좌)를 통해,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근로자, 영세 사업자 등)에게 체불없이 대금을 지급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선제적 체불예방 시스템으로, 가장 효과적인 협력사 리스크 관리 솔루션입니다.

건설업, 조선업, 제조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

’20년 지급보호금액 : 약 34.4조원
’20년 지급보호건수 : 약468만건

※ 발주처 직불 / 채권(B2B, 외담대 등) 결제 방식도 적용 가능

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항목 지정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가점항목 지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할인 대상 지정

협력사�체불관리�시스템의�표준

도입사

지급보호실적

정책지원

2.내역서 확인

5.지급확인

1.내역서 작성

3. Make interim payment ※ 임의출금/해지 불가

 작성/승인된 내역대로만 이체 가능

 협력사 명의 계좌

4.이체실행

시스템�이용�프로세스(건설업�기준)

도입사

근로자계좌 장비/
자재업자 계좌

협력사
일반계좌

협력사

전용계좌

노무비닷컴 플러스

노무비닷컴  플러스(=스마트  출결관리)는  최신 

생체인증 기술장비를 통해 건설현장에 출입하는 

인원을  안전하게  통제하고,  출입기록을  노무비 

닷컴과 연계하여 노무비닷컴의 선제적 체불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솔루션�구성도

현장출입관리,�출입기록 전산연계 지급계획�검증,�체불예방

협력사 체불예방 시스템
(노무비닷컴)

문의처:  02)788-9088/9071    cjchoi@nicednr.co.kr, jhjang@nicedn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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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전자계약 임대 서비스
(나이스다큐)

02)788-9097/9098 http://www.nicedacu.com

서비스 개요

서비스 이용업종

시스템 구성

나이스다큐는 모든 직 · 간접 구매 건에 대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약체결 후 협력사의 실적분석 및 

업체 Pool 운영을 지원하는 임대서비스이며, 쉽고 빠르게 저렴한 비용으로 도입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업종 20만개사 이상의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서 나이스다큐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견적관리 •다양한 입찰방법 지원(일반경쟁, 지명경쟁, 제한경쟁, 수의)

•다양한 낙찰자 선정방법 지원(최저가, 제한적 최저가, 최고가, 협상에 의한 계약, 2단계경쟁, 

   적격심사)

•내역입찰에 대한 입찰대비표 자동 생성

•모든 오프라인 계약서식 전자문서 지원

•계약 진행 시 서식별 결재라인 적용 가능

•다양한 인증수단 지원(공동인증서, 핸드폰 본인인증+자필서명+TSA, Toss간편인증

입찰관리

계약관리

시스템 구성 주요기능

협력사관리
•협력사에 대한 평가관리 지원(정기/수시평가)

통계관리 •견적/입찰/계약 결과정보에 대해 다양한 통계 자료 지원

제조 IT유통 서비스금융 건설

구매규정을 준수한 

업무 처리

국가(지방)계약법을 

준용한 업무 처리

고객사 

기간계시스템과 연계

문의처:

협력사 체불예방 시스템 
(노무비닷컴)

1차 협력사의 체불로 인한 대위변제 손실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영세 사업자에게 임금 및 대금이 안전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구조화된 

협력사 체불예방 시스템(노무비닷컴)을 제공합니다. 노무비닷컴은 체불 문제가 발생하는 모든 산업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문

제가 심각한 건설산업에서는 협력사 체불예방 시스템의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 이용을 통해, 근로자와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확산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요

노무비닷컴 플러스

체불제로 확인서

노무비닷컴 전용계좌(=에스크로계좌)를 통해,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근로자, 영세 사업자 등)에게 체불없이 대금을 지급 하도

록 유도할 수 있는 선제적 체불예방 시스템으로, 가장 효과적인 협력사 리스크 관리 솔루션입니다.

노무비닷컴 플러스(=스마트 출결관리)는 최신 

생체인증 기술장비를 통해 건설현장에 출입하는 

인원을 안전하게 통제하고, 출입기록을 노무비

닷컴과 연계하여 노무비닷컴의 선제적 체불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협력사의 신용도를 파악하기 위해 노무비닷컴 체불제로 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협력사 

모집 시, 기존 협력사 정기평가 시, 공사계약 체결 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입사 도입사

지급보호실적

정책지원

전용계좌

장비/자재업자
계좌

근로자계좌 협력사 
일반계좌

협력사

2.내역서 확인 1.내역서 작성

5.지급확인

3.기성 대금 지급

건설업, 조선업, 제조업, 

문화컨텐츠산업 등

’17년 지급보호금액 : 약 23조원

’17년 지급보호건수 : 약 330만건

※ 임의출금/해지 불가

     작성/승인된 내역대로만 이체 가능

     협력사 명의 계좌

※ 발주처 직불 / 채권(B2B, 외담대 등) 결제 방식도 적용 가능

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항목 지정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가점항목 지정

현장출입관리, 출입기록

정상지급, 

체불이력
신규, 현재 

거래처

체불제로

확인서주거래 원청사 

및 현장
금융(보증)기관, 

신용평가사

대금지급

소요일
협력사 

자사 홍보

전산연계 지급계획 검증, 체불예방

4.이체실행

시스템 이용 프로세스(건설업 기준)

솔루션 구성도

확인서 구성내용 확인서 주요제출처

협력사 체불관리 시스템의 표준

02)788-9087 moonh@nicedata.co.kr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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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전자계약·전자근로계약 서비스
(나이스다큐)

서비스 개요

나이스다큐는 모든 직·간접 구매 건에 대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모바일 전자근로계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약체결 후 

협력사의 실적분석 및 업체 Pool 운영을 지원하는 임대서비스이며, 쉽고 빠르게 저렴한 비용으로 도입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02)788-9082    sikim@nicedn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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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지원 서비스

나이스윙크

협력기업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인터랙션을 통해 동반성장과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 하고 

안정적인 Supplier Management 를 가능하게 하는 신개념 서비스입니다.

2012년 최초 서비스 이후, 26개의 대기업이 1.1만 여 개에 달하는 1차/2차 협력사를 나이스윙크 서비스를 통해 관리하였습니다. 

나이스윙크를 통해 진행되는 서비스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가 해마다 진행하는 동반성장지수평가 실적에 반영 

됩니다.

개요도

협력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지원 서비스

나이스윙크

상생구매카드

협력기업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인터랙션을 통해 동반성장과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

하고 안정적인 Supplier Management 를 가능하게 하는 신개념 서비스입니다.

2012년 최초 서비스 이후, 35개의 대기업이 30만 여 개에 달하는 1차/2차 협력사를 나이스윙크 서비스를 통해 관리하였습니다. 

나이스윙크를 통해 진행되는 서비스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가 해마다 진행하는 동반성장지수평가 실적에 반영

됩니다.

대기업과 동일한 금리로 1차, 2차, N차 협력사가 동일하게 선지급(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결제 금액의 1%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신개념 결제 상품입니다.

협력사가 상생구매카드(2017년 삼성카드와 제휴를 통해 출시)를 이용하여 결제할 경우, 주거래은행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며 

상환청구권이 없으므로 안심하고 결제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윙크 제공 서비스

•1차 협력사–2차 협력사 간 대금지급 모니터링 (현금/어음)

•동반성장 우수이행 협력사 관리

•협력사 모니터링 이행실적 관리

•대기업-1차협력사 대금지급 시뮬레이션

•동반성장위원회 온라인 실적 제출

•협력사 대상 SMS/메일링/알림톡

•대기업-1차협력사-2차협력사-3차협력사 간 공정거래 

   전자협약

•협력기업 동반성장 V.O.C 툴

•1차 협력사 시스템 경영진단

대기업

카드사

1차 2차 N차

1.상생구매카드 결제
(母 카드 결제)

카드 사용금액
상환

2.상생구매카드 결제
(子 카드 결제)

가맹점 가입/상생구매카드 발급

3.상생구매카드 결제
(孫 카드 결제)

02)788-9087 moonh@nicedata.co.kr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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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02)788-9058    parkwh94@nicednr.co.kr



협력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지원 서비스

개요도

협력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지원 서비스

나이스윙크

상생구매카드

협력기업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인터랙션을 통해 동반성장과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

하고 안정적인 Supplier Management 를 가능하게 하는 신개념 서비스입니다.

2012년 최초 서비스 이후, 35개의 대기업이 30만 여 개에 달하는 1차/2차 협력사를 나이스윙크 서비스를 통해 관리하였습니다. 

나이스윙크를 통해 진행되는 서비스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가 해마다 진행하는 동반성장지수평가 실적에 반영

됩니다.

대기업과 동일한 금리로 1차, 2차, N차 협력사가 동일하게 선지급(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결제 금액의 1%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신개념 결제 상품입니다.

협력사가 상생구매카드(2017년 삼성카드와 제휴를 통해 출시)를 이용하여 결제할 경우, 주거래은행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며 

상환청구권이 없으므로 안심하고 결제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윙크 제공 서비스

•1차 협력사–2차 협력사 간 대금지급 모니터링 (현금/어음)

•동반성장 우수이행 협력사 관리

•협력사 모니터링 이행실적 관리

•대기업-1차협력사 대금지급 시뮬레이션

•동반성장위원회 온라인 실적 제출

•협력사 대상 SMS/메일링/알림톡

•대기업-1차협력사-2차협력사-3차협력사 간 공정거래 

   전자협약

•협력기업 동반성장 V.O.C 툴

•1차 협력사 시스템 경영진단

대기업

카드사

1차 2차 N차

1.상생구매카드 결제
(母 카드 결제)

카드 사용금액
상환

2.상생구매카드 결제
(子 카드 결제)

가맹점 가입/상생구매카드 발급

3.상생구매카드 결제
(孫 카드 결제)

02)788-9087 moonh@nicedata.co.kr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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