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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주사 소개 및 대출개요

  가. 신청사는 2011년 설립된 부실채권 매입 및 채권회수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대부법인으로서 채무조정채권, 

     무담보채권 등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말 현재 직원수 36명, 총자산 약 417억원, 

     자기자본 53억원, 순이익 8.6억원을 시현한 회사임.

  나. 본 대출은 ㈜프라미스대부가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관리 중인 무담보NPL채권 후순위

     담보로 총 5억원 조달하는 건임.

     * 총 35억원 중 30억원은 OO캐피탈(1순위), 5억원은 펀딩N 모집 (동시 기표 예정)

  라. 신청사가 담보로 제공하는 채권(OPB : 731억, 평가액 54억)과, 우량한 재무구조(총자산 417억, 자기자본 53억,

     순이익 8.6억) 및 신청사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없을거라 판단되어 대출취급 하고자 함.

  마. 당사 대출 실행조건 

     - 2순위 예금근질권 설정

     - 2순위 양도담보계약서 징구

  바. 상환계획

     - 담보채권의 회수를 통한 상환

     - 자체자금으로 상환

     - 리파이낸싱으로 상환

  2. 승인 신청 내용

   가. 차주개요

   

   나. 신청여신

   

차  주  명 ㈜프라미스대부 나이스기업평가등급 A+ (첨부 참조)

설 립 일 자 2011년 09월 28일 업종 / 업태 금융업 / 채권매매

소  재  지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과목 신청금액 이자율 기간 상환방법 기 타

일반자금대출
4.5억원 연  8.5%

6개월 만기일시
선순위(법인투자 확정 건)

0.5억원 연 13.5% 후순위(일반투자자 모집 건)

계 5.0억원 평균 연 9.0%

* 총 5억 모집액 중 4.5억원은 확정된 법인투자로 펀딩예정이고, 0.5억원은 일반투자자의 수익율 제고를 위해 

  트렌치를 나누어 펀딩하는 상품임.

* 모집 미달시 투자 확정된 법인투자자의 투자로 모집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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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담보 내역

                                                                                      (단위 : 건, 백만원)

        

        * 상기 내역은 자산확정일(2020.03.31.) 기준으로 변동 가능함.

        * 본 채권에 대한 선순위 대출잔액 3,000 백만원

        * 선순위와 본 대출금액을 합산한 경우 OPB기준 LTV 4.78%, 평가금액기준 LTV 64.46%

        * OPB : 미상환채권잔액(OPB : Outstanding Principle Balance) : 기준일 이후 상환예정인 원금 총합

        

   라. 채권보전

   

   마. 자금용도

   

 3. 주요 재무제표

    가. 주요재무 현황                                                                      (단위 : 백만원)

   ** 2016 ~2019년 감사보고서를 참조.

  

4. 종합의견

 가. 신청사는 2011년 설립된 부실채권 매입 및 채권회수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대부법인으로서 2018년 12월말 현재

     직원수 36명이며, 총자산 약 417억원, 자기자본 53억원, 순이익 8.6억원을 시현한 회사임.

  나. 신청사가 담보로 제공하는 채권(OPB : 731억, 평가액 54억)과, 우량한 재무구조(총자산 417억, 자기자본 53억,

     순이익 8.6억) 및 신청사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없을거라 판단되어 대출취급 하고자 함.   끝.

내    역

채권보전
2순위 예금근질권 설정 (원 차주의 원리금상환계좌)

2순위 양도담보계약서 징구

구   분 금    액 비    고

운영자금 500,000,000원  

구 분 총자산 총부채 자본총계 영업수익 순이익

2019. 12 41,721 36,385 5,336 6,660 861

2018. 12 34,216 29,708 4,508 5,309 833

2017. 12 25,175 21,485 3,710 4,969 1,017

2016. 12 24,410 23,015 1,395 6,199 703

구분 채권수 OPB 평가금액 비   고

무담보 NPL 7,001 73,108 5,429
* 첨부 ‘평가 보고서’상

  중립적 관점에서 평가


