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 -

 1. 차주사 소개 및 대출개요

  가. 신청사는 2013년 설립된 부실채권 매입 및 추심대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대부법인으로서 2018년 12월말 현재
     직원수 527명이며, 총자산 1조1천여억원, 자기자본 2,075억원, 영업이익 329억원을 시현한 회사임.

  나. 동사는 채무조정채권, 무담보채권, 담보부채권, 특별채권 등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9. 7월 기준 
     약 2,758억원, 누적기준으로 1.6조원 채권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1년 월 평균 약 281억원의 채권회수 실적을 
     보이고 있음.

  다. 동사는 ○○○○○이차유동화전문회사 및 ○○○○○삼차유동화전문회사 및 ○○○○○오차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후순위로 매입하였으며, 이 자산유동화증권을 담보(질권설정)로 10억원을 
     조달하는 것임.
      - 선순위 질권담보로 법인투자자 확정 9억 모집
      - 후순위 질권담보로 일반투자자 1억 모집 (모집 미달시 투자 확정된 법인투자로 모집완료)
     
  라. 신청사가 동업계(추심대부업)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말 기준 자산 1.1조원, 
     자기자본 2,075억원, 영업이익 329억원 등의 재무구조가 우량하고, 신청사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없을거라 판단되어 대출취급 하고자 함.

  마. 당사 대출 실행조건 : 
     - 후순위 유동화증권에 질권설정
     - 발행회사의 근질권설정 승낙서 징구

  바. 상환계획
     - 후순위 유동화 기초채권 상환금으로 대출금상환
     - 자체자금으로 상환
       * 최근 1년간 월 평균 281억원 채권회수 및 2019. 6월말 현재 현금성 예금 213억 보유

  2. 승인 신청 내용

   가. 차주개요

   

   나. 신청여신

    

차  주  명 ㈜한빛자산관리대부 나이스기업평가등급 AA- (첨부 참조)

설 립 일 자 2013년 03월 14일 업종 / 업태
금융업 / 부실채권매입매각, 

대부업
소  재  지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과목 신청금액 이자율 기간 상환방법 기 타

일반자금대출
 9억원 연  8.5%

6개월 만기일시
선순위질권, 법인투자 확정 건

 1억원 연 13.5% 후순위질권, 일반투자자 모집건

계 10억원 평균 연 9.0%

* 본 상품은 펀딩N 1호 및 2호의 차주와 동일 차주임.

* 총 10억 모집액 중 9억원은 확정된 법인투자로 펀딩예정이고, 1억원은 일반투자자의 수익율 제고를 위해 

  트렌치를 나누어 펀딩하는 상품임.

* 모집 미달시 투자 확정된 법인투자자의 투자로 모집완료



- 3 -

   다. 담보 내역

     - 후순위 사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 대출채권을 유동화하여 발행한 사모사채권의 후순위 유동화증권에 질권설정하여 대출 취급

        * 담보가액 1,365백만원 (총 담보가 4,887 – 선순위 사채권 3,522)

        * OPB란 채권원금 잔액을 말함

        * 기초채권에 대한 담보는 전체 아파트담보로 구성되어 있음 

         

   라. 채권보전

   

   마. 자금용도

   

 3. 주요 재무제표

    가. 주요재무 현황                                                                      (단위 : 백만원)

   ** 2019년 6월은 반기 가결산 자료이며, 2018년/2017년 자료는 금감원 다트공시 자료임    

  

 4. 기타

     - 금융감독원 표창장 수상 (2016.12.30)

     - 금융위원회 표창장 수상 (2017.12.31)

5. 종합의견

 가. 신청사는 2013년 설립된 부실채권 매입 및 추심대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대부법인으로서 현재 직원수 527명이며,  

      2018년 12월말 현재 총자산 1조1천여억원, 자기자본 2,075억원, 영업이익 329억원을 시현한 회사임.

  나. 신청사가 동업계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말 기준 자산 1.1조원, 자기자본 2,075억원, 

     영업이익 329억원 등의 재무상태 및 손익구조가 우량하고, 신청사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없을거라 판단되어 대출취급 하고자 함.                                                             - 끝 -

내    역

담보 후순위 사모사채권에 대한 근질권설정

기    타 발행회사의 근질권설정승낙서 징구

구   분 금    액 비    고

운영자금 1,000,000,000원  

구 분 총자산 총부채 자본금 자본총계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이익 순이익

2019. 06 1,330,584 1,095,263 500 235,321 106,866 68,319 38,546 29,842

2018. 12 1,158,579 951,018 500 207,561 137,259 104,356 32,902 26,307

2017. 12 720,035 623,294 500 96,741 83,461 63,527 19,934 16,444

2018. 12 414,237 330,887 500 83,350 67,750 42,999 24,751 18,733

구분
최초 투자시점  현재 

비    고
 OPB  매입액 매입잔액 담보가

선순위
20,352

18,767 3,522
4,887

현재까지 152억 기 상환

후순위 1,617 1,570 질권설정 예정

계 20,352 20,384 5,092 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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