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2B 전자상거래 보증 서비스의 
효과 및 가치 분석

A Study on the Effects and Value Analysis of 
the B2B e-Commerce Guarantee Service

한창희(Chang Hee Han)
*
, 김민 (Min Kwan Kim)

**
,  임창규(Chang Kyu Lim)

***1)

   록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는 신용보증기 과 은행, e마켓 이스 간에 산시스템을 

연결하여 신용보증 신청에서부터 보증서 발 , 상거래 계약, 결제가 인터넷 상에서 이루

어지는 보증 서비스를 말한다.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는 기업에 비해 상 으로 규

모가 작고, 신용도가 낮으며, 여러 면에 있어 불리한 상태에 있는 소기업이 필요한 자 을 

원활히 공 받을 수 있도록 매개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의 다양

한 장 에도 불구하고 인지도 부족과 자보증에 한 잘못된 이해, 온라인상에서 결제하는 

데 한 막연한 심리  불안감 등으로 인해서 빠른 확산이 이 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의 효과  가치를 데이터와 사례들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해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  e-Marketplace에 한 분석을 시작

으로 서비스 이해 계자 별 성과항목 도출, 소기업 지원  사회 경제  성과 분석 등을 

진행하 다.

ABSTRACT

B2B e-commerce guarantee service is a guarantee service combining the electronic 

systems among Korea Credit Guarantee Fund(KCGF), banks and e-marketplaces to 

process all procedures on internet ranging from application for credit guarantee, issue of 

written guarantee and contracting for a commerce to payment. B2B e-commerce gua-

rantee service plays as an intermediary role in financial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ME), which are small size, low credit level, and unfavorable status in 

many aspects compared to major companies. Despite the B2B e-commerce guarantee 

service has various advantages conducive to promotion of e-commerce among small and 

medium businesses as well as development of e-commerce itself, it has yet to be diffused 

due to lack of acknowledgement, misunderstanding of its functions and vague psycholo-

gical fear of the on-line settlement. Thus, this study identifies the values and effec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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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2B e-commerce guarantee service using financial data and cases. The process of this 

study is 4 phase. first phase is analysis of B2B e-commerce guarantee service and e-Mar-

ketplace. second phase is analysis of performance from the Perspective of Diverse 

Participants. third phase is analysis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upport for SME. last 

phase is policy suggestions and conclusion.

키워드：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 e-마켓 이스 

e-Commerce, Guarantee Service, e-Maketplace

1. 서  론 

국내 자상거래 시장은 2009년 재 약 

670조 원 정도의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 

주체별로는 기업간(B2B) 자상거래가 약 

590조원, 기업-정부간(B2G) 자상거래가 약 

59조원, 기업-소비자간(B2C) 자상거래가 약 

12조 원 등을 차지하고 있다. 이  기업간(B2B) 

자상거래는 거래 액 면에서 볼 때, 2006년 

체 자상거래 시장의 88.54%를 차지하

고 2009년에는 체 시장의 약 85%(약 590조 

원)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03년 이후부터 

경기불황에 따른 기업의 비용 감  아웃 

소싱 차원에서 자 구매 행과 B2B 자결

제가 확 되면서 B2B 자상거래가 빠른 속

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B2B 자상거래 보증

의 도입으로 인해 B2B 자결제 상품이 확

 되면서 거래 액이 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12, 13].

2001년부터 산업자원부와 신용보증기 이 

B2B 자상거래 보증 제도를 통한 B2B 자

결제 인 라를 구축하면서 확 되기 시작한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는 기업들 사이

1) 통계청 산출 자료(총거래액：한국은행의 경제활

동별 국내 총 부가가치와 요소소득을 총 거래액

으로 추정하여 산출.

에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  매할 때, 자

상거래를 활용하는 것을 제로 이에 따르는 

지  채무를 보증하여 구매기업들 사이

에 거래 시 구매자  확보의 효율성을 높이고 

매 회수의 안정성을 극 화하기 한 

제도이다[8].

그러나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의 경

우 제공하는 가치와 순기능이 많음에도 불구

하고 체 자상거래 비 차지하는 비 은 

그 게 크지 않다(2009년 재 약 4.9조 원, 

체 자상거래 거래액 비 약 0.7%). 게다

가 많은 수의 기업들이 B2B 자상거래 보

증 서비스의 가치에 한 인식이 낮고, 이를 

극 으로 활용하거나 지 결제의 수단으로

는 여기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0]. 뿐만 

아니라 국가나 학술차원에서 이들 가치와 순

기능에 해서 검증하거나 측정하여 제시하

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2B 자상거래 보

증 서비스가 제공하는 가치  효과를 데

이터와 사례를 통해 검증하여, 성장성, 안정

성 등의 재무비율을 통해 구체 인 형태로 제

시하고자 하 다.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

스의 제공 가치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기 

해 이해 계자별 제공 가치 측면과 경기변

동 조  측면 그리고 소기업 거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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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 소기업 융지원 측면 등 다양한 

에서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의 제공

가치  효과를 조사해 보았다. 특히 B2B 

e-Marketplace2)(이하: e-MP)를 통해 B2B 자

상거래 보증 서비스를 사용한 기업들의 재무 

데이터와 일반 기업들의 재무 데이터를 비교

함으로써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 사용 

기업과 비사용 기업 사이에 재무  특징의 차

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연구의 차

B2B 

자상거래보증서비스

 e-MP 분석

B2B 자상거래 보증서비스

의 진화과정  황 분석

e-MP의 이해와 특성 분석

이해 계자 별

성과항목 도출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 

이해 계자별 성과항목 도출

성과 사례  데이터 분석

소기업 지원  사회 

경제 성과 분석

소기업 자 지원 성과 분석

출  경기 조  성과 분석

경기회복, 경제안정 성과 분석

결언  시사  도출

B2B 자상거래 보증서비스 

활성화를 한 성과 리  

산업분석의 필요성 도출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의 제공가치 

 효과 분석 연구를 통해 B2B 자상

거래 보증 서비스에 한 사회  심 증

와 다양한 B2B 자상거래 서비스 창출  

활성화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2) B2B e-Marketplace : 기업간 자상거래를 

한 가상의 공간으로서 다수의 구매기업과 매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거래하고, 기업 활동 

련 정보를 획득하며, 융지원 등의 부가서

비스를 제공받는 온라인 시장.

2.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

와 e-Marketplace

2.1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와 

Marketplace의 정의

2.1.1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는 <그림 1>

과 같이 기업간(B2B) 자상거래에 따르는 

지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보증 상기업

(구매기업)이 보증기 의 평가에 의하여 기업

의 순수 신용으로 신용 구매한도를 부여 받은 

후, 매업체에 지불할 자 을 은행에서 직  

매처로 결제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는 기업 간 구매

와 매 시 자상거래를 활용하여 e-Mar-

ketplace를 통해 거래하는 것을 제로 보증기

의 보증을 통해 구매자  확보의 효율성을 

높이고 매  회수의 안정성을 극 화하기 

한 제도이다.

2.1.2 B2B e-MP와 B2B 자상거래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에서 e-MP란, 

기업 간 자상거래를 한 가상의 공간으로

서 다수의 구매기업과 매기업이 제품과 서

비스를 거래하고, 기업활동 련 정보를 획득

하며, 융지원 등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온라인 시장을 말한다[8, 9].

B2B e-MP는 경매․역경매, 거래소, 입찰, 

공동구매 등 B2C 쇼핑몰 사이트에서 제공하

는 상거래 기능은 물론, 공 망 리(S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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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희 외, “RFID 기반 B2B 자상거래 보증 계 서비스의 성과 리를 한 KPI 개발에 한 연구”,

Information Systems Review, Vol. 11, No. 3, 2009.

<그림 1>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 개념도

공동 생산계획과 같은 지능 인 기능과 다양

한 공 자  구매자 정보, 범 한 상품 카

달라그 등 다양한 콘텐츠와 커뮤니 이션 서

비스를 제공한다[14, 17].

특히 B2C 거래와 달리 기업 간 거래에서

는 여신 행 하에서 월합으로 결제가 빈번이 

발생하기 때문에 B2B e-MP의 결제시스템은 

자 으로 담보  보증 등의 리가 필요

하다. 한 결제 액이 상 으로 크기 때문

에 자기자 만으로 결제가 아닌 융기 의 

결제성여신상품과 연동이 필요하고 거래증빙

이 매우 요하므로, 세 계산서나 거래명세

서 등의 증빙 처리가 원활해야한다.

2.1.3 B2B 자상거래 보증

이와 같이, B2B e-MP의 지 보장기

능은 B2C와는  다른 시스템  요구와 

보증에 한 국가 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하

고, 2001년부터 시작된 신용보증기 의 B2B 

자보증제도에 기반 한 B2B 결제 인 라를 

구축을 시작으로, B2B e-MP에서 보증결제 

 담보결제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후에 연계

된 융상품이 잇달아 출시되면서, 사용자 이

용기반이 확  되고 있다.

(단 ：억 원)

구 분 2007 2008 2009

신용보증기 18,030 26,890 36,347

기술보증기 1,640 7,800 11,500

신용보증재단 - - 240

총액 19,670 34,690 48,177

주) 각 기 별 집계(※기 별 연차보고서 합계).

   <표 2> 기 별 B2B 자상거래 보증 

공  규모

신용보증기 의 경우 시행 첫해 2001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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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실  19억에 불과하던 보증 공 액이 2002

년 921억 원, 2003년 3,608억 원, 2004년 7,486

억 원, 2005년 1조 886억 원, 2006년 1조 6705

억 원 2007년 2조 1228억 원 2008년 3조 972

억 원으로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3) 체 

B2B 보증 공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9년 재 약 4조 8,177억 원으로 연도별로 

꾸 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표 2>.

2.2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의 

이해 계자 별 제공 혜택

B2B 자상거래보증 서비스는 온라인상에

서 이루어지는 비 면 거래의  회수 불

확실성을 제거하여 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하여 도

입된 제도이다. 즉, 구매업체는 자  운 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구매 액에 한 

법인세 소득공제혜택과 결제로 인한 구

매할인 등의 혜택을 릴 수 있고, 매사는 

매 의 안정 이고 즉각 인 회수가 가

능하며, 자거래에 따른 거래비용 감 등의 

혜택을 릴 수 있다[6].

2.2.1 매업체에게 제공되는 혜택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는 매업체

로 하여  안정 인 매  회수를 통한 

손실 감과 매출 증 , 구매 차  세 계

산서 발행 등의 거래 차 감소 등을 통한 시

간과 비용을 감할 수 있다.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는 출  

는 외상구매자 의 결제를 공신력 있는 

3) 신용보증기 연차보고서, 2009.

보증기 의 보증을 통해 담보하는 기능을 수

행하기 때문에 자상거래에서 있어서 불특

정 거래상 방과의 비 면 거래의 불확실성

이 제거되어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따라

서 매사 입장에서는 매한 물품 는 서

비스에 한 외상매출  회수가 확실해 지

고, 미회수 매출채권에 한 손실을 일 수 

있기 때문에 결과 으로 안정 인 거래가 가

능하다.

이 밖에도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는 

매업체에게 세 계산서 발행, 수  업무 등

의 간 비용이 감되고 매기간 단축 등의 

운 의 효율성을 제공한다. 한, e-MP를 통

해 거래를 진행함으로써 소기업 단독으로 

수행하기 부담스러운 해외시장 진출  새로

운 시장 개척에 요구되는 시간과 비용을 

이는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2.2 구매업체에게 제공되는 혜택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는 구매업체

로 하여  보증한도 증액  세제지원 등의 

 혜택과 더불어 구매 차 감소 등으로 

인한 효율성 향상  비용 감을 가져올 수 

있다.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 이용을 통해 

구매업체는 보증한도를 증액받고, 보증료할

인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B2B 자상

거래 보증은 일반 보증에 비해 최고 70억 한

도 내에서 보증이 가능하며, 그 기 도 일반

보증에 비해 완화되어 있다. 세제 지원 사항

의 경우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를 사용

함으로서 B2B 구매자 출과 B2B 구매카드 

결제에 한해서 결제 액의 0.4%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설비투자 세액공제로서, B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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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거래 련 당해 설비투자 액의 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표 3>.

구 분 자상거래보증 일반보증 

최고보증한도 최고 70억 원 최고 30억 원 

보증한도
당기매출액의 1/4

(B+이상 : 1/3)

당기매출액의1/6

(B+이상 : 1/4)  

보증료 0.7%～2.5%, 신용등  BB-이상-0.2%차감 0.7%～2.5%

세제지원 

법인(소득)세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소기업간 B2B 구매자 출, B2B 구매카드에 의한 결제 액 × 0.4%
해당없음 

설비투자(소 트웨어포함)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당해투자 액 × 7%( 기업 : 3%) 
해당없음 

마켓 이스 이용수수료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마켓 이스이용수수료 × 7% 
해당없음 

<표 3>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를 통한 보증한도 증액  세제지원 황

B2B 자상거래 보증은 일반보증과 비교

할 경우 원하는 시기에 더 많은 보증한도액

으로 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자재의 시 

수 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의 제고가 가능하

다. 즉, 원활한 자  출로 인해 시장선  

등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쟁

업체 비해 큰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2>의 경우 2002년 원자재 값이 상

승하고 가치가 떨어지는 어려운 경제시

기에 H제철은 B2B 보증을 시행하여 일반보

증보다 더 많은 보증액으로 경쟁사 D제강보

다 원자재를 많이 구입할 수 있었고 원활한 

자재공 으로 매출을 극 화할 수 있었다.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는 한 구매

업체가 e-Marketplace를 통해 자 으로 거

래를 수행하기 때문에 구매 차 감소  부

비용 감소를 통한 비용 감이 가능하다. 

를 들어 오 라인 거래시 복잡한 구매 차와 

인력, 시간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온

라인 거래에서는 이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거래 차도 감소하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비용 감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는 

결제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B2B 구매 카드의 

경우에는 구매업체가 이자 없이 B2B 구매자

 사용이 가능하며, 결제에 따른 단가조

정 등이 가능하여 물품이나 서비스를 보다 

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단, 오 라인 일반 보증 서비스와 달리 거래 

내역이 실시간으로 e-Marketplace를 통해 제 

3자에게 노출되는 것과 구매자  등에 해 

국한되어 자 의 용도가 제한 이라는 , 그

리고 결제를 한 시스템을 갖춰야하는  

등이 구매업체로 하여  비용과 부담으로 작

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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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2B 자상거래 보증을 통한 경쟁력 향상 사례

2.2.3 융기 에게 제공되는 혜택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는 공신력 있

는 보증기 이 은행 출 에 한 확실한 보

증을 하기 때문에 소기업 출자 에 한 

회수가 확실해 지고, 이에 따라 소기업 

출이 출 업의 다수를 차지하는 융기

<그림 3>은 자연 으로 출을 통한 안정

인 수익성 증 를 꾀할 수 있다.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 사용 기업이 

보증 사고를 발생시켰을 시에 보증기 이 

7～80% 이상 보상해 주기 때문에 융기

으로써는 담보나 신용이 부족하여 출을 불

허했던 역의 기업들에게 추가 인 출을 

할 수 있어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를 

많은 소기업이 사용하게 되면서 융기

은 업 상 역을 확 할 수 있다.

더욱이 종래에 기업 여신은 자 의 용도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일반 출이 주

류를 이루어 기업운 자 이 부동산투기자  

등 타 용도로 용되는 부작용이 있었으나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의 경우 거래가 확인

(e-MP를 통한 매매계약서 송 등)되어야만 

출이 실행되기 때문에 융기 의 여신 건

화에 기여할 수 있다.

(단 ：%)

<그림 3> 소기업 외부자  조달

‣ 은행권의 소기업 출 규모는 지속 으로 확

되고 있고 총 출   소기업 출 비

도 증가 추세에 있어 은행을 통한 소기업의 

자 조달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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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재 융기 (  : 우리은행_3년 3,000

억 정도, 시설자  출의 경우 1년에 3조

_2009년)의 경우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

스 자체의 상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상품지

원이나 혜택 등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

고 있는 것 실이다. 그 이유는 B2B 자상

거래 보증 서비스는 e-MP를 통해 자 으

로 거래가 성사되기 때문에 일반 으로 오

라인에서 거래하는 기업에 비해 그 거래 규

모가 작다. 게다가 자상거래를 한 시스템 

구축  사용방법에 한 이해를 제하기 

때문에 고객응 나 추가 인 서비스가 은행

으로써 비용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융기 으로써는 자상거래 자체

를 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고 고객응 와 신뢰를 통해 고객 계

를 유지하는 은행의 례상 보이지 않는 웹상

에서 거래가 발생하고 진행되는 것에 해 

험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거래를 주도

하는 e-MP에 해서도 재 21개(19개～

2009년) e-MP 가운데에서도 거래가 빈번히 

발생하는 곳도 있으나 그 지 않은 곳도 있는 

등 e-MP 자체의 건 성에 해서도 신뢰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확인 가능한 거래정보

매매계약 정보

  - 거래처정보(판매기업, 구매기업 등)

  - 제품정보(제품명, 단가, 세액 등)

  - 계약정보(계약서명, 수수료, 도착지 등)

  - 결제정보(결제은행/수단, 만기일 등)

세금계산서 정보

  - 계약번호, 공급자, 발행일, 세액 등

기타

  - 거래처정보, 만기일정보, 거래 현황 등

<그림 4> 일반거래(오 라인)와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의 거래 로세스 비교

2.2.4 보증기 에게 제공되는 혜택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는 보증기 에

게 발행된 보증서의 사용처에 해 실시간 정

보를 제공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제공한다.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는 e-MP를 

통해 거래정보(매매계약 정보, 세 계산서 정

보, 결제정보 등)의 실시간 공유  축 이 

가능하다.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를 통

해 거래정보에 한 실시간 공유가 가능하며 

련 이해 계자들이 기업간 거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고, 거래내역  보

증서 사용처에 한 확인이 가능하다. 즉, 일

반보증(여신)이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반면,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는 

기업간 거래(결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

할 수 있고, 확보된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기

업의 경상  업활동을 한 자  활용여부

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여신)의 건

성을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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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과거 오 라인 보증서의 경우 

보증서 발행 이후 보증서의 사용처가 거래가 

완료된 후 는 거래상의 문제가 발생하 을 

경우 확인할 수 있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 과거 거래정보에 한 확인이 실시간으로 

불가능 했을 경우에는 부실발생 이 에 해당 

자 의 사용처나 활용여부를 악하기 힘들

고,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부실의 원인을 쉽

게 악할 수 없었다.

e-MP를 통해 확보된 거래내역 분석을 통

해 기업의 경상  업활동을 한 자  활

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B2B 자

상거래 보증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해

당 자 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다거나 용도 

외 자 으로 이용할 수 없다.

2.2.5 사회  기여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는 e-MP를 통

한 자  거래를 기반 하기 때문에 무자료 거

래를 할 수 없고, 거래의 투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거래의 안정성이 높고 세수확 에 기

여할 수 있다.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는 

기업 간 거래에서 어음 사용을 임으로써 어

음 발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이고, 어음 부

도에 따른 연쇄도산을 방지하여 거래 실패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과 손실을 제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의 

용 상인 결제성 여신 상품의 경우 경 활

동과 직  련된 거래에 보증 지원이 이루어

져 출 의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하고, 보증이

용의 편의성을 제고하여 기업 간 장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는 e-MP

를 통한 자  거래를 기반 하기 때문에 무

자료 거래를 할 수 없고, 거래의 투명성이 보

장되기 때문에 거래의 안정성이 높고 안정

인 거래를 바탕으로 국가차원에서는 세수확

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 온라인상

에서 자  거래를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

에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가 발달하고 

활성화 되어 많은 기업과 기 들이 참여하게 

될수록 자상거래 인 라가 확산되는 등 사

회 인 라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단, 재의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는 

가공거래  장거래 등의 허 거래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

에 허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부실거래의 경

우 충분히 비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3.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

의 소기업 지원성과

3.1 안정성은 취약하나 성장성  수익

성이 높은 소기업 지원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를 통해 상

으로 재무  안정성은 취약하나 성장성  

수익성이 높은 소기업들이 출자   

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해 2010년 4월 한 달 동안 

B2B 자상거래 e-Marketplace(이상 네트웍

스 : 업계 유율 45% 이상, 계형 B2B e-MP)

를 통해 거래를 완료한 거래 데이터 에서 

기업(구매기업)의 재무 데이터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기업 재무비율을 조사하여 비교 분

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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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성장성과 안정성을 나타내는 주요 재무비율

구 분 재무지표 의미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기업의 총자산 규모가 기말에 비하여 얼마나 증가하 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기업의 외형  성장을 악

총자산증가율전기말총자산
당기말총자산전기말총자산

매출액증가율

기업의 매출액이 기에 비하여 얼마나 증가하 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기

업의 외형  성장을 악

매출액증가율전기매출액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안정성

부채비율

차 조표 상의 모든 부채의 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  것, 기업의 타인자

본 의존도와 장기  부채지 능력을 분석

부채비율자기자본
총부채

차입 의존도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차입 비 을 백분율로 표시한 재무지표, 기업재무구

조의 건실도와 수익성을 가늠하는 지수

차입금의존도총자산
장·단기기타차입금사채등

×

본 연구를 하여 수집된 자료는 이상네트

웍스 B2B e-Marketplace를 통해 2010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 한 달 동안 거래(주문 완료)

가 발생한 기업들을 상으로 거래 련 데이

터와 기업별 재무자료(2009. 9월 재)이고, 

이와 함께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성장성  안정성에 한 지표를 함

께 비교하 다.

2010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 한 달 동안 

거래가 발생한 기업들(1,145개 구매사<표 5>)

의 보증 황을 살펴보면, 보증 받은 기업이 

1,125개, 비보증 거래 기업이 20개 이며, 보증 

받은 기업들 에서 공공기 4)(신보, 기보, 

지역신보, 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 서비스를 

4) 공공기  : 정책목 을 달성하기 해 정부출

연  등을 재원으로 소기업, 주택임차인, 농

림수산업자 등을 상으로 보증을 공 함(신용

보증기 , 2009).

이용한 기업이 1,068개, 기타 공제조합  

융기 의 보증을 받은 기업이 57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B2B 자상거래 이용 기

업들은 보증을 받으며, 특히 업보증기 5) 

 공공기 의 보증을 주로 공 받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표 5> 거래 데이터 황

구 분 상세 DATA

거래

체 거래 건수 6,060(건)

B2B 자상거래 

참여기업(구매사)
1,145(개)

분석

상

기업

Ⓐ 재무데이터 확보 기업 778(개)

Ⓑ 최종 분석 상

     (표본 30개 이상)
736(개)

5) 업보증기  : 보증업무만을 하는 업보증

기 과 융업무를 취 하면서 보증업무를 부수

으로 수행하는 비 업보증기 으로 구분함(신

용보증기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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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 사용 기업(구매사) 업종 분포 황

업종 분포( 분류) 기업 수(개)

A：농업, 임업  어업(01～03) 1

C：제조업(10～33) 424

E：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37～39) 6

F：건설업(41～42) 61

G：도매  소매업(45～47) 251

H：운수업(49～52) 6

J：출 , 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58～ 63) 18

L：부동산업  임 업(68～69) 1

M： 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70～73) 2

N： 사업시설 리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1

P： 교육 서비스업(85) 1

Q：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1

합계 783

<표 7> 성장성에 한지표 데이터 황

* 통계표 ID : DT_027Y316

* 통계표명 : 성장성에 한지표(2007～)

* 수록기간 : (년 : 2007 ～ 2008 )

* 조회기간 : [년] 2007 ～ 2008

<표 8> 안정성에 한지표 데이터 황

* 통계표 ID : DT_027Y320

* 통계표명 : 자산․자본 계비율(2007～)

* 수록기간 : (년 : 2007 ～ 2008 )

* 조회기간 : [년] 2007 ～ 2008

통계청 데이터의 경우, 통계청이 제공하는 

국가통계포털(KOSIS)의 통계 DB를 조회하

여 성장성에 한 데이터와 안정성에 한 

데이터를 각각 조건들을 입력하여 검색하

다. 한 이상네트웍스 거래데이터에 나타난 

기업들의 재무데이터가 2007～2008기간 동안

의 자료이기 때문에 조회기간 역시 이 시기

와 일치 시켜 데이터를 추출하 다.

성장성에 한 데이터는 성장성에 한 통

계자료  이상네트웍스 거래 데이터와 일치

시키기 해 업종별(A～M), 규모별( 체, 

기업, 소기업), 계정(총자산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등의 항목을 선택하여 조사하 으며, 

안정성에 한 데이터 한 자산․자본의 

계비율 통계자료   이상네트웍스 거래 데

이터와 일치시키기 해 업종별(A～M), 규모

별( 체, 기업, 소기업), 계정(부채비율, 

차입 의존도) 등의 항목을 선택하여 조사하

다.

특히 주요 업종별 선별 비교하기 해 거

래데이터  30개 이상의 기업이 속한 3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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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제조업, F. 건설업, G. 도매  소매업 등)

만을 추출하여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

를 이용한 기업과 일반 기업의 성장성과 안

정성 비율을 비교하 다.

구 분 재무지표 기업특성 산출결과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일반기업( 체)6) (16.36%)

B2B 자상거래 기업 (40.95%)

매출액증가율

일반기업( 체) (17.18%)

B2B 자상거래 기업 (135.95%)

‣ 총자산증가율이 일반기업(16.36%)보다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 사용 기업(40.95%)이 높게 나타남.

‣ 매출액증가율 한 일반기업(17.18%)보다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 사용 기업(135.95%)이 높게 나타남.

‣ 이는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가 성장이 유망한 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소기업의 경 규모와 

매출증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함.

<표 9> 성장성에 한 데이터 비교 결과

구 분 재무지표 기업특성 산출결과

안정성

부채비율

일반기업( 체) (141.07%)

B2B 자상거래 기업 (226.98%)

차입 의존도

일반기업( 체) (27.77%)

B2B 자상거래 기업 (32.43%)

‣ 부채비율이 일반기업(141.07%)보다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 사용 기업(226.98%)에서 더 높게 나타남.

‣ 차입 의존도 한 일반기업(27.77%)보다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 사용 기업(32.43%)에서 더 높게 

나타남.

‣ 이는 재무  안정성이 낮아 일반 출이나 직 융 조달(기업공개 는 유상증자 등)이 불가능한 소

기업들이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를 통해 많은 지원을 받고 있음을 시사함.

<표 10> 안정성에 한 데이터 비교 결과

6) 일반기업( 체) : 본 연구의 비교 상인 일반기업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의 상으로 일반기

업 내에는 오 라인 거래기업과 B2B 자상거래 이용 기업 모두의 데이터가 반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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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류
체

사업체수 종사자수

체 산업 2,974,185 11,149,134

A. 농업, 임업  어업 592 9,161

B. 업 1,777 13,684

C. 제조업 328,944 2,684,368

D. 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370 8,334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4,416 48,246

F. 건설업 92,060 743,241

G. 도매  소매업 844,515 2,351,081

H. 운수업 335,203 768,668

I. 숙박  음식업 594,951 1,609,708

J. 출 , 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 20,119 262,229

K. 융  보험업 9,264 90,748

L. 부동산업  임 업 99,499 227,633

M. 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57,474 341,167

N. 사업시설 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27,893 367,422

P. 교육 서비스업 132,574 476,632

Q.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63,776 376,995

R. 술, 스포츠, 여가 련 서비스업 92,766 221,494

S. 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업 267,992 548,323

소기업청, 2009년도 소기업에 한 연차보고서, 2009, 10.

<표 11> 소기업 산업분류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일반기업(B2B 포함)과 B2B 자상거래 보

증 서비스 사용 기업의 재무성과(성장성 : 총

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분석 결과에 따르

면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 사용 기업의 

총자산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등 성장성에 

한 주요 재무지표가 일반기업 보다 뛰어난 것

으로 나타나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 사

용 기업의 성장성이 우수함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기업(B2B 포함)과 B2B 자상

거래 보증 서비스 사용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계비율(안정성 : 부채비율, 차입 의존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B2B 자상거래 보증 서

비스 사용 기업의 부채비율, 차입 의존도 등

의 안정성에 한 주요 재무비율이 일반기업 

보다 우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B2B 자

상거래 보증 서비스 사용 기업의 재무  안정

성이 부족함을 의미하고 있다.

(일반기업의 경우 B2B 자상거래 보증 서

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과 사용하는 기업 

모두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실제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 사용기업과 비사

용기업의 재무성과  비율의 차이는 더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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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를 이용

하는 기업의 황을 나타내는 결과로서,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가 자기자본이나 신

용부족 등으로 재무  안정성이 취약하나, 성

장가능성  수익창출능력이 높은 소기업

을 선별,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소기업이 성

장할 수 있는 토 를 제공하는 순기능을 하

고 있음을 보여 다.

3.2 경기침체기에 소기업 출지원  

경기변동 조

경기변동에 따른 소기업의 자 조달과 

운 상의 문제는 소기업 자체의 경기 민감

도, 융기 의 험회피  성향,  최근 발

생한 로벌 경기침체와 신BIS 약(바젤Ⅱ) 

등의 규제 등에 의해 발행하게 되는데,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는 이 같은 충격을 

완화시키고 경기변동으로부터 소기업을 보

호할 수 있다.

3.2.1 소기업 자체의 경기 민감도

제조업의 부가가치  사업체수를 기 으

로 소기업 참여율이 높은 업종(음식료품, 

조립 속, 기타기계  장비업 등)은 그 지 

않은 업종(담배제조, 코크스, 석유정제  핵

연료 등)에 비해 경기변동에 민감하다. 이 같

은 소기업의 경기 민감도는 불경기에는 신

용경색 상으로 자 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

하고 호경기에는 투자가 과잉되어 투기를 조

장할 우려가 있다[1].

소기업은 규모별로 소기업(제조업․

업․건설업․운송업은 50인 미만, 기타는 10

인 미만)이 체사업체수의 96.6%(2,875천개), 

체종사자의 61.2%(7,724천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은 각각 3.3%(99천개)와 27.2% 

(3,425천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수 기

으로는 소기업의 비 이 높은 산업분야는 

숙박․음식 업(85.1%), 업(77.7%), 회  

단체․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업(77.4%), 

술․스포츠  여가 련 서비스업(75.3%), 도 

․소매업(70.9%)이며, 기․가스  수도업

(4.8%)  사업시설 리  사업지원 서비스

업(10.3%), 융․보험업(12.37%)은 소기업의 

비 이 상 으로 낮다.

   <그림 5> 주요은행의 소기업 출 

증가율7)

3.2.2 융기 의 경기 순응  출태도

융기 의 경우 경기침체기에 출  회

수, 출요건 강화 미 출  축소를 통해 유

동성을 확보하려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출

을 축소하고 반 로 호경기에는 출을 증가

하려는 경기순응성을 보인다(2009, 노용환). 

를 들어 채무불이행률이 높아지는 불경기

에는 많은 담보를 요구하여 소기업의 출

7) 소기업연구원, 융 기 하에서 은행의 소

기업 출과 경 성과와의 상 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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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GDP 증가율  신용보증 증가율 추이8)

수요를 이고 동 확률이 낮아지는 호경기에

는 담보율을 낮춰 소기업의 출 수요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기업의 자 수요

가 집 되는 불경기에 오히려 은행의 출기

능이 경색되어 경기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

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

최근에는 로벌 융 기의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와 신용경색으로 인한 소기업의 

자 난이 심화되고 연체율  부도업체가 

증하는 상도 나타나고 있다.

3.2.4 경기변동 조   충격완화 작용

보증은 소기업의 경기변동에 한 조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며, 보증공 은 소기

업 생산 활동  GDP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그림 6>. 특히, 불경기에 시 은행  

지방은행의 소기업 출 축소를 억제하는 

8) 소기업연구원 보도자료, 향후 5년 간 소 신

용보증지원 5조 이상 늘려야…, 2007.

완충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기변동을 완화하

는 정책수단으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즉, 보증이 경기침체기에 신용보증 출을 지

원함으로써 소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고 나

아가 투자확 와 고용증 를 유발하여 경기

상승을 견인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재 우리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투자, 고용 등 거시경

제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성이 높

은 정책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9)

이처럼 소기업자체의 경기변동에 한 

높은 민감도, 융기 의 경기순응성 출태

도, 로벌 융 기, 바젤Ⅱ 등의 정책 시행 

등 소기업 경기침체기에 기사항  융 

애로사항들을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

를 통해 해결하고 그 충격을 완화 시킬 수 있

다. 나아가 보증의 정 인 순기능을 바탕으

로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는 융기

9) 소기업연구원 보도자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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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업들의 참여를 기 할 수 있다.

3.3 소기업 거래 활성화를 통한 경기

회복과 경제 안정

3.3.1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소기업의 비

소기업청에서 발간한 2009년도 소기업

에 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도 기

으로 소기업 사업체수는 2,974천개, 종사자

수는 11,149천명으로 체사업체의 99.9%, 

체고용의 88.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소

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이 어떠

한가에 해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이 국민경제에 요한 역할을 차지하

는 소기업의 거래 활성화는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며 기업들에게 필요한 산업기반을 

이루게 한다. 뿐만 아니라 소기업들은 체

로 조직이나 생산구조가 유연하여 새로운 사

업 기회를 쉽게 잡을 수 있으며, 총 고용의 

많은 부분을 책임짐으로써 소기업 거래활

성화를 통해 소기업이 안정화 되면 사회 , 

경제  안정도 기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소기업 자 조달이 축되

고 소기업 거래 활성화가 둔화되면 기업부

실을 래함은 물론이고 2009년 1월말 재 

국내 은행 원화 출의 소기업 비 이 

46.1% 수 ( 체 은행 출의 45～60% 소

기업 출)( 융감독원, 2009)에 달함을 고려

할 때 소기업 출 비 이 높은 <그림 7> 

은행의 수익성악화로까지 이어져 융시장의 

불안 한 가 시키는 악순환을 래할 우려

가 있다[2].

3.3.2 B2B 자상거래 보증의 소기업 자

지원

B2B 자상거래 보증은 신용이 부족한 

소기업에게 신용을 보완해 으로써 기업이 

필요한 자 을 융시장에서 원활하게 조달

할 수 있게 한다. 

일반 인 융기 의 차입 조건은 상 기

업의 재무상태와 담보능력을 종합하여 평가

한다. 그러나 소기업에 한 정확한 신용평

가가 곤란함에 따라 상업 융기 들은 신용

평가에 입각한 신용 출 보다는 담보 출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경우 신용평가 기회  능력을 상실

할 수 있으며, 성장가능성이 있는 소기업의 

경우 한 자  지원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 2007년 소기업 융이용 애로실태조

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융기  자  차입 

시 출조건은 “부동산 담보 출”이 47.2％로 

가장 높았고, “신용보증서 출” 21.1％, “순

수 신용 출” 16.9％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표 12>.

융기 에서 신용등 을 산출할 때 재무

등 이 매우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어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신생 는 소기업의 경

우는 융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일반 이다.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의 

경우 출을 한 보증 상에 한 평가를 

일반 융기  차입시 필요한 부동산 담보나 

신용 등의 매출액 는  기 이 아닌 

재무상태와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기업에 

합한 평가 방식으로 평가하여 보증을 제공

한다.

기술보증기 의 경우 신청 기업의 기술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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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

구    분
부동산

담  보

신  용

보증서 담  보
연 보증 순수신용

은행지

보   증

2007년(A) 47.2 21.1 7.8 4.1 16.9 2.9

2006년(B) 46.2 22.9 6.3 3.6 17.2 3.8

증감(A-B, ％p) 1.0 △1.8 1.5 0.5 △0.3 △0.9

주) 소기업 융이용 애로실태조사 결과, 소기업 앙회(2007).

<표 12> 융기  자  차입시 출조건( 액기 )

가10)를 통해 보증지원을 결정하며, 보증 지 

기업과 보증제한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에 해, 기술평가 차에 의한 “기술사업 평

가등 ”과 “신용도 유의기업” 여부를 종합

으로 검토하여 보증지원 가능여부를 결정하

고 있다.

신용보증 기 의 경우 ｢신용평가시스템 운

용기 ｣에 따라 업력 3년 이상 기업은 ‘기업신

용평가 시스템’(Corporate Credit Rating Sys-

tem, SSRS), 3년 미만의 기업은 ‘창업기업신용

평가시스템’(Startup Business Scoring Sys-

tem, SBSS)에 의한 종합신용 등 을 기 으로 

보증지원을 결정하고 있다.

재무정보의 신뢰성이 낮고 정보의 비 칭

성11)이 높아 재무  신용평가가 곤란한 소

기업 는 신생기업의 경우 이와 같이 재무

 평가 방식 이외에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

되는 보증 평가 시스템들을 통해 창업기업 

10) 기술평가 : (기술평가보증 : 기술수 과 험수

을 기술 평가모형(KTRS)에 의해 종합평가, 

신용도 검토, (기술심사보증 : 기술 평가등 이 

일정등  미만이나 사업안정성이 우수한 기업

에 해 재무 등  는 기업평가등 에 의해 

심사, 단기지  능력․차입  추이․신용도 검

토).

11) 세무당국에 보고하는 정보와 융기 에 제출

하는 정보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비

칭성.

는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소기업  소

상공인의 보증 서비스 이용 확 와 보증에 

기 한 소기업 출자  운용이 가능해 질 

수 있다. 이는 나아가 투자확 와 고용증  

 소기업 거래활성화에 기여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B2B 자상거래 보증 서

비스의 가치 는 순기능에 해 흔히 언

되는 거래의 투명성 제고, 안정성 확보, 효율

성 증 , 자상거래 활성화, 소기업자 지

원 등의 추상 인 사항들에 해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검증해 보

고자 하 고, 먼  B2B 자상거래 보증 서

비스에 참여하는 참여주체별로 제공되는 순

기능과 한계 을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확인

해 볼 수 있었고 융지원 측면, 경기변동 조

 측면, 소기업 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아

래와 같이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먼  소기업 융지원 측면에서는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를 통해 안정성은 상

으로 취약하나 성장성  수익성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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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실제 

e-Marketplace 이용 소기업들의 재무데이

터를 활용해 검증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경

기변동 조  기능 측면에서는 경기변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을 소기업자체, 융

기 , 정책이나 경제  이슈 등에서 찾아보고 

이를 B2B 자상거래 보증서비스가 조 하

고 완화 시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세 

번째는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가 소

기업에 신용을 보완하여 기업이 필요한 자

을 융시장에 원활하게 조달하게 함으로써, 

소기업 거래 활성화와 경기회복에 기여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B2B 자상거래 보증 서

비스에 한 사회  심 증 와 기업들의 

극 인 활용을 기 하며, B2B 자상거래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해 계자들에게는 

다양한 B2B 자상거래 서비스 창출의 기회

와 B2B 자상거래 활성화의 기반을 제공하

고자 한다. 아울러 B2B 자상거래의 지속  

발 과 발 방향 모색을 한 안 논의와 

정책개발, 성과측정 등에 한 연구  활동

이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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